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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가계대출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 등 신

용 취약계층의 대출행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즉 신용 취약계층 별로 대출금액 연체금
액 대출자 수에 대한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들의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KCB에서 제공한 50만명 대출자의 2006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자료 분석결과, 신
용 취약계층 차주는 은행보다 비은행금융기관을 보다 많이 활용하며 이들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기관간 연관도도 전체대출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취약계층별로는 저신용자가 
다중채무자나 과다채무자에 비해 금융기관간 연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다채
무자의 대출금액이나 다중채무자 및 과다채무자의 연체금액의 경우 은행은 주로 타 금융기
관에 영향을 주고 비은행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금융기관의 연계성 분석에
서는 다중채무자 및 과다채무자의 대출금액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의 연체금액의 경우 보험의 금융기관간 연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용 취약계층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신용 취약계층의 
총 대출금액이 은행권 비은행권 관계없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3개월 선행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JPoD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중채무자의 대출금액이, 
MES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과다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
스크에 각각 4개월과 2개월 선행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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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4년 1천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경제전반에 걸쳐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부
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
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 증
가폭은 완화되고 있으나 집단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1).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그 규모나 속도 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87.2%로 미국(79.1%) 일
본(65.8%)등 선진국 평균인 74.8%보다 높았으며 이머징마켓 평균인 32.3%의 3배에 
육박했다2).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6월말 현재 166.9%로 
OECD국가 평균인 137.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이 양적완화정책 종
료와 함께 금리인상을 시작하고 있어 국내 금리가 동반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의 대
량 부실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 DTI(Debt-to-Income)비
율이 60%를 초과하는 과다채무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등 신용 취약계
층 차주들의 대출은 연체율이 높고 1인당 대출금액도 많다는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이들 취약계층 차주들은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실화 가능성도 그 만큼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올 1 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전 분기 대비 5.6조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는 7.6조원이 증가하면서 주택담도대출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 대출심사 강화로 가
계대출이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다중
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30%에 이르고 있으
며 1인당 채무액도 1억119만원으로 비다중채무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
사되고 있다3).

이 같은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규모와 행태에 대한 심각성은 최근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 실질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다중채무자나 과다채무자의 채무액이나 연체액 규모, 1인
당 채무액 증가 등에 대한 일차적인 통계자료만 제시될 뿐 실제로 이들이 가계신용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경제전반에 걸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 3대 신용 취약계층들의 대출행태 추적을 통해 
금융업종 또는 금융기관간 연계성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대출규모 증가가 거시건
전성 유지의 핵심요소인 시스템적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

1) 2016년 1분기말 현재 가계신용은 1,224조원으로 가계대출이 1,159조원, 판매신용이 65조원을 기록했
다. (한국은행 발표 2016년 1분기 가계신용 현황)

2) http://www.bis.org/statistics/totcredit/tables_f.pdf
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17_0010295157&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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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기관간 연계성은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그리고 과다채무

자의 대출금액, 연체금액, 대출자 수에 대해 그랜저인과관계를 통한 네트워크 분석
을 활용해 추정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차주들이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금융기관
을 파악하고 시스템 내에서 대출 전이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영향력
을 분석한다. 즉 각 금융기관별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가 다른 금융기관
과 영향을 주는 정도(in), 영향을 받는 정도 (out), 그리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의 합
(in+out)을 파악한다. 전체대출자에 대한 금융기관 연관성도 분석,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기관 연관성과의 비교를 통해 신용 취약계층 대출행태의 특징을 도출한다. 또
한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네트워크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실제로 신용 취약계층 
차주들이 은행보다 제2금융권을 더 많이 활용하는가를 검증한다. 이와 함께 금융시
스템 내에서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주로 다른 금융기관에 영향을 주는지 또는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검증도 실시한다. 이 밖에 개별 금융기관들의 대출 연계성 
정도도 살펴봄으로써 취약계층 차주들의 금융기관 이용행태도 파악한다. 이 같은 
금융기관간 연계성은 개별 금융기관의 네트워크 구조를 도식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
향도 분석한다. 최근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은행권 대출보다는 비은행권 대출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들 두 가지 특성
을 모두 포함, 신용 취약계층별로 대출금액을 총대출금액과 은행권, 비은행권 대출
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시스템적 리스크는 결합재무곤경확률(JPoD:Joint Probability of Default)과 한계기대
부족액(MES:Marginal Expected Shortfall) 등 2가지 방법을 통해 도출된다. 이 같
이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이유는 신용 취약계층별, 분석대상별, 그리고 시스템적 리스크별로  
성격이 모두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 취약계층의 경우 취약계층 별로 선호
하는 금융기관이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신용 취약계층들은 대출잔액, 대출자 
수, 연체금액별로도 상이한 이용행태를 보일 수 있다.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기관간 연계성은 기본적으로 Billio et al. (2012)의 그랜저 
인과관계를 통한 네트워크 분석모형을 활용한다. 그랜저 인과관계는 2변수 VAR 
(vector autoregressive)를 통해 도출한다. 분석은 12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종별 
로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의 대출금액, 연체금액, 대출자수에 대해 이루
어진다4). 또한 일반대출자와의 비교를 위해 전체 대출자의 대출금액, 연체금액, 대
출자 수에 대해 12개 금융기관의 금융기관간 연계성도 측정한다. 네트워크 분석에

4) KCB 제공 자료상 은행은 7개 개별은행별로, 비은행금융기관은 카드, 캐피탈, 보험, 조합, 저축은행 
등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다. 개별은행의 대출금액이나 연체금액, 대출자 수 규모가 2금융권의 개별 금
융기관의 업종 합과 유사하여 신용정보사가 이 같은 분류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후 본문에서는 12개 분류기관에 대한 용어를 금융기관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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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체 시스템 내에서의 연계성정도를 나타내는 그랜저 인과관계 심화도
(DGC:Degree of Granger Causality), 전체 시스템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연계도를 
의미하는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그리고 전체 시스템에서 개별 금융기
관의 중요도를 지수화한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등을 측정한다. 또
한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금액, 연체금액 등에 대한 개별 금융기관의 네트워크 구조
를 도식화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연계방향과 연계정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한다. 이
를 통해 시스템 내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영향력을 보다 쉽게 살펴본다.  

신용 취약계층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
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한다. 시스템적 리스크는 결합재무곤경확률(JPoD)과 한계기대
부족액(MES) 방법을 통해 산출된다. Lee et al.(2012)이 개발한 JPoD는 CDS 스프
레드에 시간가변적인 거시경제지표 위험성을 포함시켜 계산한다. JPoD가 상당히 논
리적이고 현실성을 감안한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리
스크 산출 시 비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
기 위해 MES 방법을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도 활용한다. Brownless and 
Engle(2012)이 제시한 MES 관련 네 가지 시스템 리스크 측정방법 중 본 연구에서
는 시장 기대자본 부족액 산출 시 지수가중이동평균법(EWMA: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을 사용하는 롤링정적요인(RSF: Rolling Static Factor)
모형을 활용한다. 이 방법에서는 10개 은행 뿐 아니라 43개의 비은행금융기관을 포
함하며 53개 개별 금융기관의 MES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
부족액(CS: capital shortfall) 계산, 이것의 합을 시장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활
용한다.  

본 연구는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형태에 대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
의 주요이슈로 떠오르면서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심도있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경우 KCB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들 신용 취약계층들의 대출형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공헌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도출되는 신용 취약계층의 최우선 또는 최다 활용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 유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기관 이용행태와 관련,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권 금
융기관에 대한 이용 빈도가 더 높을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 취약계층별로 대출형태나 금
융기관 연계성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종합적 접근 
뿐 아니라 신용 취약계층별로 개별적인 접근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3장
에서는 여러 가지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기술하며 4장에서는 요약 및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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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료 및 방법론

1. 자료

신용취약 계층에 대한 자료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제공받았다. KCB
는 대출자 중 무작위로 추출한 50만명에 대해 대출이용 금융기관, 금융기관별 대출
잔액, 연체금액을 산출하고 이들을 신용도에 따라(상위, 중위, 하위), 다중채무자에 
따라(3개 이상, 3개 미만), 과다채무에 따라(60%이상, 60%미만) 구분하여 각 구분항
목에서의 이용 금융기관, 대출잔액, 연체금액 등을 집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신용등급이 하위인 저신용자,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
무자, DTI 비율이 60% 이상인 과다채무자의 대출잔액, 연체금액, 대출자 수 자료를 
활용한다. 이들과의 비교를 위해 전체대출자의 대출잔액, 연체금액, 대출자 수도 이
용한다. 

 분석대상 금융기관 수는 총 12개로 은행의 경우 각 은행별로 자료가 집계되었
고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전체 합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
라 은행은 신한, 외환, 우리, 하나, BS, JB, KB 등 7개사, 비은행금융기관은 카드, 
캐피탈, 보험, 조합, 저축은행 등 5개 업종이다5).  분석기간은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
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로 하였으며 가장 최근 시점인 2015년 6월까지로 하였다. 
집계단위는 월 단위이다.  

<표 1> 삽입

<표 1>은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와 전체대출자의 금융기관별 대출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표본기간 중 일별 자료에 대한 평균값이다. 금융기관별 현황
을 보면 대출자 전체나 취약계층 대출자 모두 조합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출금액, 대출자수, 연체금액 모두에서 조합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
만 대출자 수의 경우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는 카드사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은
행권에서는 모든 범주에서 A은행의 이용이 가장 많았다. 50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
합의 전체 차주 수는 평균 37.5만명이고 저신용자는 7.5만명, 다중채무자는 4.2만명, 
과다채무자는 3.9만명이고 A은행의 경우 전체 차주 수는 30.4만명, 저신용자는 4.9
만명, 다중채무자는 4.9만명, 과다채무자는 2.4만명이었다.6). 

5) 하나 외환 BS JB 등은 표본기간 중에 합병이 발생하였지만 대출관련 자료는 기존 은행별로 그대
로 존속하기 때문에 KCB에서는 대출발생 시점의 은행을 기준으로 자료관리를 하고 있다. 
6) 본 수치는 대출자 50만명에 대한 결과로 국내 대출자 수가 1500만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대출

규모의 3.3%정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2015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현재 
국내의 다중채무자 수는 344만명이고 대출금액은 345조원으로 집계됐다. 본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다중채무자수는 34.2만명이고 평균 대출금액은 11.9조원으로 조사됐다. 다중채무자 수는 중
복계산 된 것이므로 비교의미가 없고 대출금액의 경우 전수 조사를 한 345조원의 3,3%는 11.4조원
으로 본 자료의 대출금액인 11.9조원과 거의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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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따르면 취약계층 차주들은 은행보다 비은행금융기관을 훨씬 많이 이
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B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자 수는 14.2만명인데 비
해 저신용자 수는 1.7만명으로 저신용자가 전체 대출자의 12%를 차지하는 반면 상
호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자 수 3.2만명에 저신용자 수는 2.2만명으로 전체 대출
자 중 저신용자 비율이 70%에 육박하였다. 특히 연체금액의 경우 이 같이 취약계층 
차주들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조합의 경우 전체 대출자의 연
체금액은 5,359억원인데 저신용자의 연체금액은 5,255억원, 과다채무자의 연체금액
은 5,205억원에 달해 연체금액의 대부분이 저신용자나 과다채무자에 의해 발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인당 대출금액의 경우에는 D은행이 5,897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비은
행기관 중에서는 조합이 5,09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은행은 
D은행이, 비은행금융기관은 조합의 1인당 대출금액이 가장 많았다. 특히 과다채무
자의 경우 은행들은 대개 1인당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했으나 조합의 경우 평균 
2억원에 달했다. 또한 1인당 연체금액의 경우 전체 대출자 평균은 은행권이 20~30
만원대를 유지한 반면 조합이나 저축은행은 1백만원을 초과했다. 저신용자와 과다
채무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1인당 연체금액이 대출자 평균에 비해 10배 정
도 많았다. 즉 과다채무자의 1인당 연체금액이 은행권은 2백만원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조합의 경우에는 1,320만원에 달했다.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는 한국은행과 FnGuide로부터 제공받았
다. 먼저 JPoD를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해 주었다. MES
를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을 위해 필요한 부채의 장부가치, 자기자본의 시장가
치, 그리고 53개 개별 금융기관과 시장의 일일 주가수익률은 FnGuide를 이용했다. 
부채의 장부가치는 분기별 자료를,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는 시가총액을 활용했다. 베
타 값은 이전 52주의 일별 자료를 통해 산출, 시간가변적 변수가 되게 하였다. 이 
같이 산출된 일별 시스템적 리스크는 신용 취약계층과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월중 
평균을 계산, 월별 시스템적 리스크로 변환시켰다. 

MES를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 시 이용한 금융기관은 총 53개사(은행 10개
사, 카드 캐피탈 6개사, 상호저축은행 7개사, 증권 22개사, 보험 8개사)이다. MES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일별 주가수익률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상
장된 금융기관만이 포함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기관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7). 

또한 상장되어 있는 각 개별금융기관들이 표본 기간 내에 합병, 상장폐지, 거래
정지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실시했다. 일단 은행의 경우 BS, JB, 
DGB의 금융지주 출범 이전 자료는 각각 부산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의 자료를 사
용하였다. 유안타 증권의 경우 동양증권, KB캐피탈은 우리파이낸셜, KB 손해보험

7) 하지만 전체 시스템적 리스크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8~90%인 현실을 감안할 때 비상장 비
은행 금융기관들이 전체 시스템적 리스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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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LIG손해보험의 이전자료를 활용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과 2012년에 
상장폐지된 5개사에 대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 산정을 위해 상장폐지 3개월 이전시
점까지의 자료만을 활용하였다.8) 반면 신설사의 경우 신설시점부터 자료에 포함시
켰다. 증권사의 경우 미래에셋이 2006년 2월부터 포함되었으며 삼성카드의 경우도 
2007년 6월부터 포함되었다. 다만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 한화, 동양이 2009년부
터 상장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커서 이들을 포함시킬 경우 시스템적 리스
크의 시계열상 이전 추세와 변곡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생보 3사는 제외하였다. 

 
2. 방법론

(1) 금융기관간 연계성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은 Billio et al. (2012)과 서현덕(2014)이 
활용한 그랜저 인과관계를 통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검증을 실시한다. 금융시스
템이 위기에 처할 때 금융기관간 위기의 동적 전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간 연계성의 정도뿐 아니라 전이 방향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다음 식 (1)과 같
이 2변수 VAR를 활용한 그랜저 인과관계를 통해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을 추정한
다.   

              
  



  
  



  

              
  



  
  



                     (1)

여기서 와 는 두 금융기관의 신용 취약계층(저신용도,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 

차주의 대출금액, 연체금액, 그리고 차주 수를 나타낸다.  각 변수는 log화 한 후 1
차 차분하여 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금융기관간 그랜저 인과관계에 의한 네트
워크는 다음 식 (2)와 같이 금융기관 상호간 그랜저 인과관계의 표시함수를 통해 
파악된다. 

  →  i f  
               (2)

이 식에서 금융기관 는 금융기관 에 대해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표시함수를 통해 개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금융기

8) 상장폐지사의 경우 폐지직전 재무비율이나 주가는 비정상적이므로 폐지 3개월 이전의 자료를 활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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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전체적인 그랜저 인과관계 정도, 개별금융기관의 연계기관 수, 그리고 중심성 등  
다양한 지표를 구축할 수 있다.

먼저 금융기관 전체적인 그랜저 인과관계 정도(DGC: Degree of Granger 
Causality)는 식 (3)과 같이 개 금융기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 상
호간 그랜저 인과관계 개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의 비율을 통해 
산출한다.    

  


 




≠

→                     (3)

개별 금융기관의 연계기관 수 (Number of Connections)는 전체 연계기관 수 대
비 그랜저 인과관계에 의해 연계된 기관의 비율로 구할 수 있다. 연계기관 수는 식 
(4)와 같이 영향(out), 피영향(in), 그리고 통합(total)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


≠

→

→


≠

→         (4)

↔


≠

→→

영향(out)은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특정금융기관 가 그랜저 인과하는 금융기관의 
수를 나타내며, 피영향(in)은 특정금융기관 가 그랜저 인과되는 상대 금융기관의 
수를 뜻한다. 통합(total)은 영향(out)과 피영향(in)의 합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에
서 특정 금융기관 의 종합적인 영향력을 의미한다9). 

중심성(Centrality)이란 특정 금융기관이 네트워크 구조에서 핵심적 자리에 위치
한다는 의미로 근접 중심성, 중개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연결정도 중심성 등 다
양한 방법을 통해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근접 중심성과 고유벡터 중심성
을 활용한다.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특정 금융기관이 시스템 내의 연관성이 있
는 모든 다른 금융기관에 도달할 수 있는 최단거리를 의미한다. 즉 특정 금융기관
이 연관성이 존재하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리의 평균으로 측정된다. 금융기관 가 
다른 금융기관 몇 개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융기관 에 그랜저 인과한다고 가정한다

9) 물론 그랜저인과관계가 진정한 의미의 인과관계가 아닌 시차적인 선행성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그랜저인과관계 결과만을 가지고 실제로 금융기관끼리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려
울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간 그랜저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금융기관 관계 중 일부에 대해 충격반응 함수를 분석한 결과, 실제
로 대부분의 관계에서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해당 시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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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식 (5)와 같이 금융기관 는 금융기관 에 대해 회의 중간과정을 거친 약한 그
랜저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 

                (5)

따라서 를 금융기관 와 간의 최단 의 거리라고 한다면 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인 경우  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 의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한 근접중심성은 식 (7)과 같이 정의된다. 즉 이 지표가 낮을
수록 해당 금융기관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min

   


               (6)

 
≠



                (7)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은 특정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과 
갖는 그랜저 인과관계 정도를 기초로 이들에게 상대적 점수를 부여, 네트워크 내에
서의 특정 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측정한다. 먼저 인접행렬 에 대해   →와 

같이 그랜저 인과관계 여부가 번째 항목에 반영되도록 한다. 즉 번째 항목
에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부여한다. 고유벡터 
중심성은 이 행렬의 고유근 1과 연계된 인접행렬의 고유벡터 를 통해 계산한다. 
즉   가 되는 것이다. 개별금융기관 의 고유벡터 중심성은 식 (8)과 같이 가 
그랜저인과하는 다른 금융기관들의 고유벡터 중심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
라서 고유벡터 중심성 지표는 금융기관 가 전체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8)

(2) 신용취약 계층의 대출금액과 시스템적 리스크와의 관계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서는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
은 상당히 다양하다. Bisias et al.(2012)은 31가지의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방법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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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했고 CoVaR, 시스템적 기대부족액(SES), 한계기대부족액(MES), 신용부도스왑
(CDS), 재무곤경확률(PD)등이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재
무곤경확률법과 한계기대부족액법을 활용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산출한다. 먼저 은
행권 중심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JPoD방법을 통해 도출하며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
시장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MES 방법을 통해 산출한다.  

JPoD는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방법 중 하나인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곤경확률
(PD)을 기본으로 하여 거시경제 위험요소를 추가한 후 타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 산출되는 시스템적 리스크이다. JPoD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출
된다. 먼저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곤경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시스템 다
변량 밀도함수(BSMD)를 산출한 후 다양한 조건확률의 분석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
체의 리스크를 측정한다.

먼저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곤경 확률(PoD)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구조적 접
근방식(SA), CDS 프리미엄, 외가격 옵션 가격 등을 사용하는 시장기반 방식과 과
거 파산 횟수와 Z-score 타입모델을 활용하는 역사기반 방식이 있으며 Lee et 
al.(2012)은 CDS 프리미엄을 활용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간의 재무곤경에 대한 선
형, 비선형적 의존성을 포함시키는 금융기관간 자산가치 변화는 금융시스템 다변량
밀도 함수(BSMD)를 통해 산출한다. 또한 기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 재무곤경 가능
성인 시간가변적 재무곤경 의존성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거시 경제위험 요인
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CIMDO(consistent information multivariate density 
optimization) 방식을 통해 경기순환도 고려하는 BSMD를 활용한다. 즉 CIMDO 방
식은 copula 함수를 이용하는데 copula 함수를 통해 거시 위험요인들의 주변 확률
분포를 결합하여 다변량 결합확률분포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한 마디로 JPoD는 금융
시스템의 꼬리위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모든 금융기관들이 시스템적으로 파산하게 
될 확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JPoD는 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 식(9)와 같은 결합밀도함수
에 의해 측정된다.

 



∞





∞





∞
           (9)

여기서 x, y, z는 금융기관 X, Y, Z 자산의 로그전환 수익률이고  
  는 금융기관 i

가 재무적 곤경에 처하는 경계점인 x를 의미한다. BSMD가 경제위험 요인도 포함
한 재무곤경 확률을 산출하므로 금융기관간 재무곤경 의존성은 재무곤경 기간에 비
례할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적 리스크는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보다 더 빠른 속도
로 증가, 시스템적 리스크는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곤경 확률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비선형형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JPoD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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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 프리미엄 자료가 존재해야 하는 대형 은행이어야 한다. 물론 주요 은행이 시
스템적 리스크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를 반
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ES 방법을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 방법도 활용한다. 

MES 방법을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는 Archarya et al. (2011)과 Brownless and 
Engle(2012)가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식 (9)와 같은 RSF(Rolling Static Factor)
모형을 활용한다. 식 (10)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들의 한계기대부족액(MES)를 산출
한 후 이를 근거로 개별 금융기관의 기대자본부족액(CS)를 계산, 이들의 합을 시장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파악한다10). 시장의 기대부족액(ES) 산출 시 단순평균 
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위기상황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점 수익률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EWMA법을 활용한다. 


 

                       (10)

여기서 는 표본이동기간(p)동안 시장모형을 통해 도출한 추정치이고 

는 식 (11)을 통해 도출되는 시장 기대부족액의 추정치이다.

 ≡


   

  

 


   

  

 

       (11)

여기서 는 현재시점 이전의 주어진 관찰기간을 의미하며 는 경계수익률을 의미
한다. 즉 과거 주어진 관찰기간동안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경계수익
률 보다 하락한 시기에 발생한 시장수익률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
찰기간을 1년으로, 경계수익률은 의 =10%에 해당하는 2%로 설정한다11).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부족액(CS)은 다음 식(12)를 통해 도출된다.

            

    
                (12)

여기서 부채 장부가치 는 대차대조표상 분기별 부채총액을, 자본의 시장가치 

는 일별 시가총액을 사용한다. 자산건전비율()은 은행의 BIS 권고비율에 근거

10) MES를 활용한 시스템적 리스크 방법론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준서(2015) 참고
11) 관찰기간을 확대하는 경우 충격 발생 시 실제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축소하는 경우
에는 반대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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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8%로 설정한다.    는 금융위기 시에, 죽 시장 수익률 분포가 왼쪽 꼬

리 부분에 위치할 경우의 금융기관 수익률의 기대치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 의 시스템적 리스크()와 2금융권 금융기과 또는 금융시스템 전체

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다음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13)

시스템적 리스크를 산출한 후 신용 취약계층 대출형태가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
치는 영향은 앞의 식 (1)과 같은 2변수 VAR을 통해 검증한다. 여기서 는 JPoD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와 MES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는 저신용자, 다중채무

자, 과다채무자의 총대출금액, 은행권대출금액, 비은행권대출금액을 나타낸다. 적정
차수는 최저 AIC 값을 통해 도출한다. 분석에 앞서 우선 각 변수에 대해 1차 차분
을 통해 시계열 안정성을 확보했다. <표 2>에서와 같이  저신용자의 대출관련 금
액을 제외하고는 원시계열의 경우 모두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1차 차분
을 실시했다. 또한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해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별 대
출금액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의 경우 각 변수별로 시차를 0부터 5
까지 두어 분석하고 유의성이 높게 나타난 시차에 주목한다.

<표 2> 삽입 

III. 연구 결과

1.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기관 연계성 

(1) 신용 취약계층별 그랜저인과관계 심화도(DGC)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 등 신용 취약계층별로 대출금액이나 연체금액 
대출자 수에 대한 금융기관간 전체 연계성 정도는 <표 3> <패널 A>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삽입

먼저 신용 취약계층들의 금융기관간 연계성은 전체대출자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전체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액의 금융기관간 DGC는 25.76%, 대
출자 수는 18.94%를 기록한 반면 취약계층 차주의 대출금액이나 대출자 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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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DGC는 이보다 모두 높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전체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액의 연계성이 연체금액이나 대출자수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저신용자와 과
다채무자의 경우에는 대출자수의 연계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차
주는 대출 시 금액위주로 금융기관간 이동을 하는 반면 취약계층 차주는 대출금액
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보니 금액보다 사람위주의 이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연체금액의 경우에는 전체대출자의 금융기관간 연계성이 저신용자를 제외
한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기관간 연계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연체잔액에 대해 
다중채무자의 금융기관간 연계성은 10.6%, 과다채무자는 12.88%를 기록, 전체대출
자의 20.45%에 비해 훨씬 낮았다. 또한 저신용자의 연체금액에 대한 금융기관간 연
계성도 23.48%로 대출금액이나 대출자 수에 비해 전체대출자와의 차이가 적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일정기간 경과 후 연체금액을 상각하기 때문으로 연체금액의 경
우 시계열적으로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아 오히려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기관간 연계
성이 낮게 산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취약계층 중에서는 특히 저신용자가 다중채무자나 과다채무자에 비해 금융기관
간 연계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금액의 금융기관간 연계
성은 50%에 육박했으며 대출자 수의 경우 무려 53.79%를 기록했다. 즉 12개 금융
기관이 영향을 주고 받는 총 242개의 관계 중 130개에서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금융시스템의 연계성 정도를 해석하는 정확한 임계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50%가 넘는 연계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연계성 측면에서 볼 때 다중채무자나 과다채무자보다 저신용자에 대
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용 취약계층별 금융기관별 금융기관 연계성
 
<표 3>의 <패널 B>부터 <패널 E>까지는 대출자 전체,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의 대출금액, 연체금액, 대출자 수에 대해 금융기관간 영향을 주고(out) 
받고(in) 주고받는(total) 연계성 정도를 정리한 표이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의 연계성이 은행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전체대출자의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타 금융기관
과의 통합(total) 연계성 정도가 유사하게 산출된 반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비은행
권의 통합 연계도가 은행권의 통합 연계도에 비해 뚜렷하게 더 높았다. 즉 저신용
자나 다중채무자의 대출금액과 연체금액, 과다채무자의 대출금액과 대출자수의 최
고 연계도를 나타낸 금융기관은 조합, 보험, 저축은행 등으로 모두 비은행금융기관
이었다. 이는 취약계층 차주의 경우 대출 시 은행보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계
도는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따라, 대출금액, 연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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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수 등 측정변수에 따라, 타 금융기관에 영향을 주는 (out) 또는 타 금융기관
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in) 방향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도출했다. 

일단 대출자 전체로는 대출금액의 경우 대형은행은 영향을 주는 연계도가 높은 
반면 지방은행들은 영향을 받는 연계도가 높게 나타났다.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영향
을 주거나 받는 연계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체금액의 경우 은행권은 영향을 주
는 비율이, 비은행권은 영향을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출자 수의 경우는 
은행권이나 비은행권 모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연계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금융
기관별로는 대출금액의 경우 G은행, 연체금액은 보험, 대출자 수는 B은행의 영향력
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저신용자는 대출금액의 경우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금융기관은 F은행,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밝혀졌다. 연체금액의 경우 가장 큰 영향을 
주거나 받는 금융기관이 모두 보험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출자 수의 경우에는 영
향을 주는 금융기관은 보험, 영향을 받는 금융기관은 B은행으로 나타났다. 특히 B
은행의 경우 대출자 기준으로 영향을 받는 연계도가 100%를 기록, 저신용자의 경우 
어느 금융기관을 먼저 이용하더라도 결국 B은행 대출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B은행의 전체대출자 수가 A은행의 절반정도에 미치는 못하는 현실
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중채무자와 과다채무자의 경우 연계성 정도는 측정변수에 따라 일치 또는 반
대되는 현상을 보였다. 연체금액의 경우 은행권이 주로 영향을 주는 기관으로, 비은
행권이 주로 영향을 받는 기관으로 나타났다. 즉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 모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금융기관은 D은행이었으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금융기관은 
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은행보다 높아 연체 
발생 시 은행권 대출금부터 연체가 시작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험의 경우 
약관대출이 전체 대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약관대출의 경우 해지 시 불이익
이 커서 해지대신 연체이자를 지불하며 대출을 유지하는 현실적 상황도 반영된 결
과로 해석된다. 대출금액의 경우는 과다채무자는 주로 은행권이 영향을 주고 비은
행권이 영향을 받지만 다중채무자에게는 이 같은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과다채무자의 경우 은행권에서 먼저 대출은 받은 후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다시 대출을 받지만 다중채무자의 경우는 은행권 내에서 또는 비은행금융기관 내에
서 추가대출을 행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다중채무자의 경우 금융영역
간 이동보다는 금융영역내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주택담
보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담보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권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다중채무자나 과다채무자 모두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기
관간 영향을 주고 받는 통합 연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다중채
무자나 과다채무자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로 신용취약 계층
을 위한 모니터링 시 상호저축은행의 주목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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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기관이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용이성을 나
타내는 근접중심성과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고
유벡터 중심성의 분석결과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 삽입  

근접중심성은 식(7)을 통해 산출하였고 도출 결과 전체대출자나 신용 취약계층 
모두 은행권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해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전체 대출자의 경우 대출액이나 연체액에서 F은행과 C은행, E은행 등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다중채무자의 경우 A은행와 B은행이, 과다채무자의 경우 
E은행과 F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이 보다 쉽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대출액이나 대출자 수에서 카드사의 근접중심성이 0.77과 0.64
로 가장 낮아 과다채무자 및 다중채무자와는 다른 근접 중심성 구조를 보였다. 

식(8)을 통한 계산된 고유벡터 중심성에서는 영향을 주는(out) 중요성을 측정하
였고 분석결과 전체 차주와 신용 취약계층별 차주가 상이한 형태를 도출했다. 전체 
대출자와 저신용자의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다중
채무자의 경우에는 은행권이, 과다채무자의 경우에는 비은행권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즉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액은 C은행, 대출자 수는 B은행의 시
스템 내에서 중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으나 과다채무자의 경우에는 대출액은 
저축은행이 0.62, 연체액은 보험이 0.61, 대출자 수는 조합이 0.51의 가장 높은 고유
벡터 중심성을 기록했다. 이는 다중채무자와는 달리 과다채무자의 경우 비은행 금
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로 앞의 그랜저인과관계를 통한 연계도 검증결
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용 취약계층 차주는 은행보다 비은행금융기관을 보다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전체 금융시스템 내에서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과다
채무자의 대출금액이나 연체금액, 대출자 수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의 연계성이 더 
높게 산출됐다. 또한 과다채무자의 대출금액의 경우 영향을 주는 기관은 주로 은행
권인 반면 영향을 받는 기관은 2금융권으로서 과다채무자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시작한 후 2금융권으로 이동한다는 추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
중채무자나 과다채무자의 연체금액의 경우에도 은행권은 주로 영향을 주고 비은행
권은 영향을 받는 구도가 형성되어 연체가 은행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다중채무자나 과다채무자의 대출금액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기관간 
연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 신용 취약계층 대출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연체
금액의 경우는 보험의 금융기관간 연계성이 다른 비은행금융기관보다 높게 나타나 
보험 연체금액에 대한 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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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간 연계성 도식화

신용 취약계층에 따라 금융기관별 연관성 유무와 방향을 나타낸 네트워크 구조
는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1>을 통해 각 금융기관별 연관정도와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간 그랜저인과관계로 영향을 주고 (out) 
받는(in) 관계는 화살표로 표시되고 있다. 번호는 각 금융기관의 식별번호이다12). 

<그림 1> 삽입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체액을 제외하고는 취약계층이 전체 대출자보다 네
트워크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신용자가 다중채무자나 과다채무자
에 비해 네트워크 수가 더 많았다. 이와 함께 저신용자와 과다채무자의 경우 대출
액과 대출자 수가 유사한 네트워크 수를 보였으나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출액이 
대출자 수에 비해 네트워크 수가 더 많았다. 

이 같은 네트워크 구조는 신용 취약계층별로 측정변수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
났다. 저신용자의 대출액의 경우 조합(11)이 가장 많은 네트워크 수를 보였으며 카
드(8)와 캐피탈(9)은 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신용자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다 최종적으로 카드나 캐피탈을 활용한다
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연체액의 경우 보험(10)으로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
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은 다중채무자나 과다채무자의 연체액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출자 수의 경우에는 카드(8)가 주로 다른 은행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의 대출액의 경우 상호저축은행(12)의 연관도가 가장 컸으며 카드(8)
의 경우 저신용자와 마찬가지로 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액
의 경우 D은행(4)은 다른 금융기관에 영향을 주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금
융기관에도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 식별번호 누락의 분절형태로 나타
났다. 대출자의 경우에는 B은행(2)과 F은행(6)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함을 보였
다. 

과다채무자의 대출액의 경우 저축은행(12)과 조합(11)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
치하면서 타 금융기관과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연체액의 경우는 D은행을 중
심으로 선형구조를 보였으며 대출자 수의 경우에는 G은행(7)과 조합(11)이 중심에 
위치한 고리형을 보였다. 고리형은 일반적으로 중개중심성이 최소가 되는 네트워크 
구조에서 생성되는 형태로 이들 금융기관들이 과다채무자의 대출액에 대해 금융기
관간 중개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2) 1번부터 12번까지는 순서대로 A, B, C, D, E, F, G은행과 카드, 캐피탈, 보험, 조합, 저축은행 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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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 취약계층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1) 시스템적 리스크

시스템적 리스크는 JPoD와 MES 방법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우선 JPoD를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의 시계열 추이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그림 2> 삽입

시스템적 리스크는 2007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록 증가, 2008년 10월에는 3.16%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후 하락세를 보이던 시스템적 리스크는 2011년말 유럽 재정위기 시절 또 다시 소폭 
상승을 한 후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JPoD를 활용한 시스템적 리스크는 금융기관들의 CDS 스프레드에 시간 경과에 
다른 거시경제 지표의 위험성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지표
로 손색이 없다. 다만 6개 은행만을 이용하여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 전 금융기관
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13).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MES 방법을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
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 식 (11)을 통해 시장의 기대부족액(ES)를 산출하였다. 결과
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그림 3> 삽입

시장의 기대부족액은 일반적으로 0.2%대를 유지하다가 위기 발생 시에는 
0.4~-0.6%대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는 시장의 기대부족액이 
급격히 하락, 2008년 11월 25일에는 역대 최저치인 1.236%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
융위기 진입단계에서 시장의 기대부족액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 이 시기에 시장 
충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기대부족액은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었던 2012년 상반기 다시 하락한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
다. 특히 2013년 6월 22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그리고 2015년 1월 이후에는 기
대부족액이 0을 기록했다14).     

이 같은 시장 기대부족액과 베타 값을 활용한 식 (10)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MES를 구하고 이를 근거로 식(12)를 통해 산출한 시스템적 리스크는 <그림 4>와 

13) 금융기관 총여신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임을 감안할 때 은행 위주로 산출된 JPoD
의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대표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4) 이는 2012년 6월 22일부터 1년간, 2014년 1년간 시장수익률이 2% 이상 하락한 일자가 하루도 
없었다는 의미로 본 연구방법 활용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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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그림 4> 삽입

시스템적 리스크를 나타내는 기대자본부족액은 금융안정기에 시스템 전체적으
로 15조원 내외를 보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인 2008년 기대자본부족액
은 한 때 35조원까지 증가하였고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 2008년 11월 7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41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감소하던 기대자본부족액은 유럽발 재정위기 발
생 시 다시 증가해 30조원에 이르렀다. 2013년 이후에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
다15).  

기대자본부족액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이다. 표본기간 중 은행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비
중은 평균 66.9%였다. 이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 80.6%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2015년 
6월말 현재 63.7%를 기록, 은행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였다. 은행에 이
어 증권사가 시장 기대자본부족액의 평균 18.5%, 보험사가 평균 10.2%를 차지했다. 
따라서 카드 캐피탈사나 상호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16). 

이 같은 MES를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의 기본적인 변동 추이는 <그림 2>의 
JPoD 분포와 유사하다. 다만 JPoD가 2008년 금융위기 기간에 집중되어 차별화된 
분포를 보였다면 MES를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는 금융위기 전후로 다양한 형태의 
분포를 보여 JPoD에 비해 민감한 변동 폭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 신용 취약계층 대출금액이 JPoD를 통해 산출한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
향

앞에서 산출한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해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행태가 미치는 영
향을 분석했다. 대출금액, 대출자 수, 연체금액 등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행태를 나
타내는 측정변수 중 금융기관간 연관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출금액을 대출행태의 
대용치로 활용하였다.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JPoD를 통해 산출한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신용 취약
계층 대출금액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신용 취약계층 대출금액에 대해 시차는 
동시부터 5개월 이전까지 고려했으며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17). 

15) 2013년 하반기 이후 변동성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시장 기대부족액이 0인 일자가 한동안 지속되
었기 때문이다.  
16) 이 같이 상호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전체 기대자본부족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 따라 이들
이 상장폐지나 거래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정적인 시계열자료가 확보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
스템적 리스크 산출 시 이들을 포함시켰다.  
17) 취약계층 총대출금액은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 대출금액의 합으로 과다계상될 가능성이 
높다. 저신용자인 차주가 동시에 다중채무자나 과다채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 취약계층의 순 
대출금액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취약계층별 대출금액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중복계산
으로 취약계층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실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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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삽입

분석 결과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금액은 은행이나 비은행 구분없이 시스템적 리
스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취약계층
중 다중채무자의 대출금액은 시스템적 리스크와 관련이 있지만 저신용자나 과다채
무자의 대출금액은 시스템적 리스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별로 살
펴보면 취약계층 전체적으로는 시차 1과 시차 3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특히 1
차보다는 3차의 유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비은행대출금액은 
동차와 1차에서, 은행대출금액은 1차부터 5차까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다중
채무자의 경우 은행에서 우선 대출을 받고 이후에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단순 회귀분석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선행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이를 VAR를 통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표 6>은 JPoD를 통해 산출된 시스템적 리
스크와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의 총대출, 은행권대출, 비은행권대출금액과
의 그랜저인과관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8). 

<표 6> 삽입

분석 결과 신용 취약계층 총 대출금액의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없이 
JPoD에 의해 산출된 시스템적 리스크를 그랜저인과하는 반면 JPoD에 의해 산출된 
시스템적 리스크는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금액에 대해 그랜저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금액은 3개월 선행하여 시스템적 리스크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준서 정호성(2013)이 가계대출 총금액이 시스템
적 리스크에 4개월 선행해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
히 신용 취약계층의 은행권대출금액이 비은행권대출금액보다 시스템적 리스크에 더 
큰 폭으로 그랜저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의 대출금액의 경우도 신용 취약계층의 전체 대출금액과 유사하게 
은행권, 비은행권에 관계없이 모두 시스템적 리스크에 그랜저인과 관계가 존재했지
만 시스템적 리스크가 이들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그랜저인과하지 않았다. 즉 다중
채무자의 대출금액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4개월 앞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
다. 또한 은행권 대출금액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인과정도가 비은행 대출금액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저신용자와 과다채무자의 대출금액의 경우에는 시스
템적 리스크와 그랜저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채무자의 경
우 총대출금액이나 은행권대출금액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그랜저인과 검증결과 

18) 시차는 신용 취약계층별 총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AIC기준 최적시차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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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값이 각각 0.1135, 0.1244를 기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적 리스크
에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용 취약계층 대출금액이 MES를 통해 산출한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
향

 
본 절에서는 JPoD 대신 MES를 통해 산출한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신용 취

약계층 대출금액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선 MES를 통
해 산출한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신용 취약계층 대출금액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했다. 신용 취약계층 대출금액에 대한 시차는 동시부터 5개월 이전까지 고려했으며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 삽입

분석 결과 신용 취약계층의 총 대출금액은 은행이나 비은행 구분없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시차 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취약계층별로는 과다채무자는 시스템적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지만 저신용자나 다중
채무자의 대출금액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JPoD를 통해 산출된 시스템적 리스크와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금액 관련성 결과
와 다른 것으로 시스템적 리스크산출 방식에 따라 취약계층별로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보여주었다. 과다채무자의 경우 비은행대출금액은 동차에
서, 은행대출금액은 2차부터 4차까지 유의한 결과를 보여 과다채무자도 대출 시 은
행을 이용한 후에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이동한다는 추정이 사실임을 입증하였다. 

MES를 통해 산출한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금액과
의 VAR를 통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은 MES를 통해 산출
된 시스템적 리스크와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의 총대출, 은행권대출, 비은
행권대출금액과의 그랜저인과관계의 결과이다19).

<표 8> 삽입

결과는 JPoD를 통해 산출된 시스템적 리스크와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금액과의 
그랜저인과관계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신용 취약계층 총 대출금액의 경
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총합 모두 MES에 의해 산출된 시스템적 리스크를 그랜저인
과하는 반면 MES에 의해 산출된 시스템적 리스크는 신용 취약계층의 은행권, 비은
행권, 총대출금액에 대해 그랜저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신용 취약계층

19) 시장 기대자본부족액이 2014년 이후 실질적으로 0에 가깝게 나타남에 따라 2014년 이후의 MES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 산출액은 타당성이 다소 결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랜저 인과관계에 대해 표
본 기간을 2013년 12월까지로 한정해서 분석을 실시해 보았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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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출금액은 3개월 선행하여 시스템적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은행권대출금액이 비은행권대출금액보다 시스템적 리스크에 조금 더 그랜저인
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MES에 의해 산출된 시스템적 리스크의 경우 JPoD에 의해 산출된 시스
템적 리스크와는 달리 다중채무자의 대출금액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그랜저인과하지 
않은 반면 과다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그랜저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다채무자의 은행권 또는 총 대출금액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그랜저인과하지 않은 반면 비은행권 대출금액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2개월 선행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중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도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1467) 이 같이 MES를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 산출 시 은행권보
다 비은행권 대출금액의 시스템적 리스크와의 인과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JPoD와는 달리 MES 방법 적용 시에는 비은행 금융기관도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즉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 시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비은행금융기관을 많이 활용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를 산출할 때 비은
행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경우 이들과 시스템적 리스크와의 관련성이 더 높게 나타
날 수 있는 것이다.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가계대출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과다채무
자 등 신용 취약계층의 대출행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즉 신용 취약계층 별로 
대출금액 연체금액 대출자 수에 대한 금융기관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들의 대출
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KCB에서 제공한 50만명 대출자의 2006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자료 분석
결과, 신용 취약계층 차주는 은행보다 비은행금융기관을 보다 많이 활용하며 이들
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기관간 연관도도 전체대출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취약계층별로는 저신용자가 다중채무자나 과다채무자에 비해 금융기관간 연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다채무자의 대출금액이나 다중채무자 및 과다채무자
의 연체금액의 경우 은행은 주로 타 금융기관에 영향을 주고 비은행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금융기관의 연계성 분석에서는 다중채무자 및 과다채무자의 
대출금액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의 연체금액의 경우 보험
의 금융기관간 연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용 취약계층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신용 취약
계층의 총 대출금액이 은행권 비은행권 관계없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3개월 선행하
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JPoD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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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의 대출금액이, MES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과다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각각 4개월과 2개월 선행하여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금융안정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나 감독당국에 시사하
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금융당국이 도외시하였던 기관이
나 차주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신용취약 계층의 비
은행금융기관 활용도가 높은 것이 밝혀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기업대출 뿐아니라 가
계대출, 은행대출 뿐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대출행태 분석 결과를 통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단 다중채무자와 과다채무자의 대출금액과 관련, 금융기관간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진 상호저축은행이나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의 연체금액에서 금 
융기관간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보험에 대해 관리 감독의 강화 필요성
이 제기된다. 금융기관간 연계성이 가장 높다는 의미는 위기 발생 시 이들이 최일
선에서 위기 촉발 및 전염과 증폭의 매개역할을 수행, 시스템적 리스크를 창출하는 
잠재력이 가장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업종 전체의 거시건전성 
뿐아니라 이들 기관자체의 미시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 비은행금융기
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분석 결과 신용 취약계층 차주들이 
은행보다 비은행금융기관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
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연계성 분석
결과 일부 신용 취약계층에서 비은행금융기관끼리 집단화현상을 보임에 따라 가계
부채 문제 해결에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접근뿐 아니라 취약계층 
개별적으로도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결과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 
저신용자 별로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도출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뿐 아니라 신용 취약계층별로 대출정책이나 금융지원책 등이 별도
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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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대출자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
A. 대출금액 (억원) 　 　 　
A은행 101,548 12,757 16,758 20,001 
B은행 64,908 6,266 10,741 14,359 
C은행 60,918 6,906 10,818 12,781 
D은행 49,602 4,826 8,955 15,018 
E은행 18,129 1,645 3,558 4,759 
F은행 4,457 415 665 798 
G은행 3,137 340 576 699 
카드 13,007 5,301 5,698 2,801 
캐피탈 21,671 8,652 6,215 6,551 
보험 19,879 4,397 4,831 3,514 
조합 190,793 47,835 28,841 79,002 
저축은행 3,657 2,364 1,443 1,887 
B. 연체금액 (억원) 　 　 　
A은행 799 770 168 580 
B은행 344 337 73 320 
C은행 406 393 97 366 
D은행 258 253 67 249 
E은행 92 90 26 88 
F은행 17 16 3 13 
G은행 18 18 3 14 
카드 310 308 128 267 
캐피탈 581 575 154 564 
보험 165 162 37 142 
조합 5,359 5,255 559 5,205 
저축은행 468 465 129 358
C. 대출자수(명) 　 　 　
A은행 304,293 48,913 48,984 24,057 
B은행 142,105 16,996 23,117 11,740 
C은행 142,073 18,977 24,013 13,106 
D은행 84,119 9,493 13,943 8,902 
E은행 35,301 3,149 6,548 3,497 
F은행 9,882 1,123 1,348 866 
G은행 10,647 1,559 1,712 757 
카드 254,532 102,288 76,645 36,866 
캐피탈 221,808 77,854 51,319 35,793 
보험 64,386 24,168 16,597 4,470 
조합 374,514 75,235 42,376 39,422 
저축은행 31,515 21,973 8,302 9,227 

<표 1> 신용 취약계층별 금융기관별 대출현황(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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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계열 　 1차차분

　 tau값
(상수항+추세) p값 　 tau값

(상수항+추세) p값

시스템적리스크(Jpod) -2.58 0.2908 -6.44 <.0001

시스템적리스크(MES) -2.9 0.1679 -7.37 <.0001

취약계층 총대출금액 -2.19 0.4886 -7.06 <.0001

취약계층 은행권 대출금액 -2 0.5945 -6.95 <.0001

취약계증 비은행권 대출금액 -2.39 0.3825 -7.11 <.0001

저신용자 총대출금액 -9.25 <.0001 -3.9 0.0152

저신용자 은행권대출금액 -9.57 <.0001 -4.2 0.0062

저신용자 비은행권대출금액 -8.8 <.0001 -3.83 0.0183

다중채무자 총대출금액 -2.18 0.4934 -4.59 0.0018

다중채무자 은행권대출금액 -2.59 0.2868 -5.08 0.0003

다중채무자 비은행권대출금액 -1.83 0.6825 -4.35 0.0038

과다채무자 총대출금액 -1.39 0.8573 -5.53 0.0001

과다채무자 은행권대출금액 -1.53 0.8093 -4.62 0.0019

과다채무자 비은행권대출금액 -1.57 0.7958 　 -7.52 <.0001

<표 2> 신용취약 계층별 총대출, 은행권, 비은행권 대출금액 및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ADF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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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연체금액 대출자수
Out In Total Out In Total Out In Total

A은행 9.09% 18.18% 13.64% 27.27% 18.18% 22.73% 27.27% 27.27% 27.27%
B은행 27.27% 45.45% 36.36% 9.09% 27.27% 18.18% 9.09% 54.55% 31.82%
C은행 36.36% 36.36% 36.36% 9.09% 9.09% 9.09% 27.27% 18.18% 22.73%
D은행 18.18% 54.55% 36.36% 54.55% 9.09% 31.82% 9.09% 9.09% 9.09%
E은행 18.18% 9.09% 13.64% 18.18% 9.09% 13.64% 18.18% 18.18% 18.18%
F은행 0.00% 9.09% 4.55% 9.09% 9.09% 9.09% 18.18% 9.09% 13.64%
G은행 63.64% 18.18% 40.91% 27.27% 0.00% 13.64% 9.09% 9.09% 9.09%
카드 18.18% 18.18% 18.18% 9.09% 45.45% 27.27% 9.09% 18.18% 13.64%
캐피탈 45.45% 18.18% 31.82% 9.09% 9.09% 9.09% 18.18% 9.09% 13.64%
보험 0.00% 9.09% 4.55% 45.45% 90.91% 68.18% 27.27% 27.27% 27.27%
조합 27.27% 45.45% 36.36% 27.27% 18.18% 22.73% 36.36% 9.09% 22.73%
저축은행 45.45% 27.27% 36.36% 0.00% 0.00% 0.00% 18.18% 18.18% 18.18%

대출금액 연체금액 대출자수
Out In Total Out In Total Out In Total

A은행 18.18% 72.73% 45.45% 27.27% 18.18% 22.73% 54.55% 54.55% 54.55%
B은행 54.55% 72.73% 63.64% 9.09% 27.27% 18.18% 27.27% 100.00% 63.64%
C은행 45.45% 63.64% 54.55% 9.09% 18.18% 13.64% 54.55% 45.45% 50.00%
D은행 54.55% 54.55% 54.55% 54.55% 9.09% 31.82% 45.45% 54.55% 50.00%
E은행 72.73% 27.27% 50.00% 18.18% 18.18% 18.18% 63.64% 18.18% 40.91%
F은행 81.82% 9.09% 45.45% 9.09% 18.18% 13.64% 63.64% 90.91% 77.27%
G은행 72.73% 0.00% 36.36% 36.36% 0.00% 18.18% 81.82% 36.36% 59.09%
카드 0.00% 54.55% 27.27% 9.09% 45.45% 27.27% 27.27% 0.00% 13.64%
캐피탈 18.18% 54.55% 36.36% 9.09% 18.18% 13.64% 36.36% 90.91% 63.64%
보험 45.45% 36.36% 40.91% 54.55% 90.91% 72.73% 81.82% 54.55% 68.18%
조합 54.55% 90.91% 72.73% 45.45% 18.18% 31.82% 36.36% 81.82% 59.09%
저축은행 63.64% 45.45% 54.55% 0.00% 0.00% 0.00% 72.73% 18.18% 45.45%

　 전체대출자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

대출금액 25.76% 48.48% 31.82% 26.52%

연체금액 20.45% 23.48% 10.60% 12.88%

대출자수 18.94% 53.79% 19.70% 29.55%

<표 3> 신용 취약계층별 금융기관간 연계성

A. 그랜저인과관계 심화도(DGC)

B. 대출자 전체

C. 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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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연체금액 대출자수
Out In Total Out In Total Out In Total

A은행 36.36% 9.09% 22.73% 9.09% 9.09% 9.09% 36.36% 9.09% 22.73%
B은행 54.55% 54.55% 54.55% 0.00% 9.09% 4.55% 36.36% 36.36% 36.36%
C은행 9.09% 63.64% 36.36% 0.00% 0.00% 0.00% 18.18% 9.09% 13.64%
D은행 36.36% 36.36% 36.36% 45.45% 0.00% 22.73% 18.18% 9.09% 13.64%
E은행 27.27% 9.09% 18.18% 18.18% 0.00% 9.09% 9.09% 9.09% 9.09%
F은행 0.00% 0.00% 0.00% 0.00% 0.00% 0.00% 18.18% 45.45% 31.82%
G은행 36.36% 18.18% 27.27% 9.09% 18.18% 13.64% 18.18% 18.18% 18.18%
카드 9.09% 63.64% 36.36% 0.00% 9.09% 4.55% 9.09% 18.18% 13.64%
캐피탈 36.36% 27.27% 31.82% 9.09% 9.09% 9.09% 9.09% 18.18% 13.64%
보험 36.36% 9.09% 22.73% 0.00% 54.55% 27.27% 0.00% 9.09% 4.55%
조합 36.36% 36.36% 36.36% 18.18% 9.09% 13.64% 18.18% 27.27% 22.73%
저축은행 63.64% 54.55% 59.09% 18.18% 9.09% 13.64% 36.36% 18.18% 27.27%

대출금액 연체금액 대출자수
Out In Total Out In Total Out In Total

A은행 45.45% 27.27% 36.36% 36.36% 9.09% 22.73% 27.27% 18.18% 22.73%
B은행 45.45% 0.00% 22.73% 0.00% 18.18% 9.09% 18.18% 27.27% 22.73%
C은행 45.45% 27.27% 36.36% 0.00% 9.09% 4.55% 27.27% 18.18% 22.73%
D은행 36.36% 36.36% 36.36% 63.64% 9.09% 36.36% 27.27% 9.09% 18.18%
E은행 18.18% 0.00% 4.55% 9.09% 18.18% 13.64% 54.55% 0.00% 27.27%
F은행 9.09% 9.09% 9.09% 0.00% 9.09% 4.55% 18.18% 9.09% 13.64%
G은행 9.09% 18.18% 13.64% 0.00% 0.00% 0.00% 36.36% 90.91% 63.64%
카드 9.09% 0.00% 4.55% 9.09% 18.18% 13.64% 18.18% 36.36% 27.27%
캐피탈 18.18% 9.09% 13.64% 0.00% 9.09% 4.55% 27.27% 9.09% 18.18%
보험 36.36% 45.45% 40.91% 27.27% 36.36% 31.82% 18.18% 9.09% 13.64%
조합 18.18% 63.64% 40.91% 9.09% 18.18% 13.64% 45.45% 90.91% 68.18%
저축은행 18.18% 72.72% 45.45% 0.00% 0.00% 0.00% 36.36% 36.36% 36.36%

D. 다중채무자

E. 과다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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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E은행 F은행 G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 조합 저축은행
전체대출액 0.61 0.77 0.82 0.77 0.53 0.48 0.8 0.68 0.74 0.48 0.74 0.73
전체연체액 0.64 0.64 0.55 0.73 0.55 0.55 0.59 0.68 0.55 0.91 0.64 0
전체대출자수 0.73 0.82 0.67 0.55 0.67 0.61 0.53 0.61 0.62 0.65 0.73 0.68
저신용자대출액 0.91 1 0.91 0.91 0.95 0.95 0.86 0.77 0.82 0.86 1 0.86
저신용자연체액 0.64 0.64 0.59 0.73 0.59 0.55 0.64 0.68 0.59 0.91 0.73 0
저신용자대출자수 0.91 1 0.91 0.91 0.91 1 0.95 0.64 1 0.95 0.95 0.86
다중채무자대출액 0.64 0.82 0.77 0.73 0.64 0 0.68 0.77 0.73 0.68 0.68 0.77
다중채무자연체액 0.46 0.34 0 0.62 0.47 0 0.5 0.39 0.46 0.67 0.55 0.53
다중채무자대출자수 0.73 0.86 0.64 0.64 0.55 0.82 0.68 0.61 0.61 0.5 0.68 0.7
과다채무자대출액 0.73 0.73 0.77 0.73 0.48 0.56 0.55 0.49 0.56 0.8 0.85 0.86
과다채무자연체액 0.56 0.48 0.42 0.73 0.55 0.36 0 0.48 0.42 0.58 0.53 0
과다채무자대출자수 0.68 0.64 0.64 0.68 0.77 0.59 0.95 0.73 0.68 0.64 0.95 0.77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E은행 F은행 G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 조합 저축은행
전체대출액 0.15 0.43 0.34 0.57 0.13 0.07 0.23 0.11 0.13 0.07 0.41 0.29
전체연체액 0.23 0.26 0.08 0.23 0.23 0.08 0 0.48 0.08 0.66 0.3 0
전체대출자수 0.47 0.55 0.4 0.03 0.08 0.21 0.03 0.17 0.18 0.42 0.08 0.1
저신용자대출액 0.42 0.35 0.34 0.28 0.11 0 0 0.41 0.23 0.08 0.47 0.22
저신용자연체액 0.2 0.21 0.15 0.2 0.29 0.29 0 0.42 0.06 0.66 0.27 0
저신용자대출자수 0.27 0.46 0.19 0.26 0.09 0.39 0.22 0 0.39 0.3 0.39 0.11
다중채무자대출액 0.12 0.37 0.49 0.27 0.04 0 0.17 0.35 0.18 0.12 0.35 0.46
다중채무자대출자수 0.2 0.44 0.14 0.09 0.2 0.44 0.32 0.27 0.21 0.2 0.41 0.27
과다채무자대출액 0.28 0 0.16 0.36 0 0.22 0.16 0 0.22 0.28 0.44 0.62
과다채무자연체액 0.29 0.27 0.14 0.29 0.27 0.13 0 0.43 0.14 0.61 0.27 0
과다채무자대출자수 0.15 0.35 0.31 0 0 0.15 0.51 0.34 0 0.09 0.51 0.31

<표 4> 신용 취약계층별 그랜저인과관계를 통한 금융기관별 근접 중심성 및 고유벡터 중심성 

A. 근접 중심성

B. 고유벡터 중심성(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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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0 1 2 3 4 5

취약계층 총 0.511
(1.17)

0.737 
(1.70*)

0.598 
(1.36)

3.444 
(11.63***)

-0.692
(-1.57) 

0.223
(0.50) 

취약계층 은행 0.502
(1.20) 

0.758
(1.82*) 

0.578
(1.38) 

3.311
(11.71***) 

-0.681
(-1.61) 

0.239
(0.56) 

취약계층 비은행 0.510 
(1.14)

0.704
(1.58)

0.604
(1.34) 

3.489
(11.33***) 

-0.686
(-1.51) 

0.203
(0.44) 

저신용자 총 0.333 
(0.50)

0.475 
(0.71)

0.304 
(0.45)

0.385 
(0.57)

0.259
(0.38)

0.321
(0.47) 

저신용자 은행 0.368 
(0.66)

0.362 
(0.64)

0.232 
(0.41)

0.203 
(0.36)

0.224 
(0.39)

0.163 
(0.28)

저신용자 비은행 0.279 
(0.39)

0.536 
(0.74)

0.342 
(0.47)

0.511 
(0.70)

0.271 
(0.37)

0.433 
(0.58)

다중채무자 총 4.632 
(1.53)

5.580 
(1.85*)

3.941 
(1.28)

6.429 
(2.11**)

7.457 
(2.44**)

2.824 
(0.90)

다중채무자 은행 2.520 
(0.83)

5.023 
(1.66*)

8.056 
(2.66***)

8.298 
(2.73***)

6.339 
(2.04**)

6.294 
(2.01**)

다중채무자 비은행 4.868 
(1.99**)

4.298 
(1.72*)

0.483 
(0.19)

3.007 
(1.18)

6.013
(2.38**)

0.754 
(0.29)

과다채무자 총 1.343 
(1.19)

1.482 
(1.32)

1.565 
(1.39)

0.235 
(0.34)

-0.262 
(-0.39)

-0.323 
(-0.48)

과다채무자 은행 0.990 
(1.10)

1.429 
(1.61)

1.292 
(1.45)

0.190 
(0.34)

-0.270 
(-0.51)

-0.068 
(-0.13)

과다채무자 비은행 1.370 
(1.14)

0.978 
(0.81)

1.354 
(1.12)

0.209 
(0.28)

-0.123 
(-0.17)

-0.576 
(-0.80)

<표 5> JPoD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신용취약 계층별 대출금액의 단순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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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C 　 p값

Jpod가 취약계층의 총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3 1.17 0.7592

취약계층의 총대출금액이 Jpod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16.64 0.0008

Jpod가 취약계증의 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3 3.03 0.3876

취약계층의 은행권 대출금액이 Jpod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18.31 0.0004

Jpod가 취약계층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3 1.26 0.7391

취약계층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이 Jpod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10.81 0.0128

Jpod가 저신용자의 총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1 0.03 0.8666

저신용자의 총대출금액이 Jpod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0.52 0.4694

Jpod가 저신용자의 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1 0.13 0.7187

저신용자의 은행권 대출금액이 Jpod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0.45 0.5046

Jpod가 저신용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1 0 0.9614

저신용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이 Jpod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0.56 0.4557

Jpod가 다중채무자의 총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4 6.22 0.1011

다중채무자의 총대출금액이 Jpod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26.85 <.0001

Jpod가 다중채무자의 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4 5.15 0.2719

다중채무자의 은행권 대출금액이 Jpod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32.07 <.0001

Jpod가 다중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4 3.72 0.2939

다중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이 Jpod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10.42 0.0343

Jpod가 과다채무자의 총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2 2.43 0.2969

과다채무자의 총대출금액이 Jpod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4.35 0.1135

Jpod가 과다채무자의 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2 2.66 0.2649

과다채무자의 은행권 대출금액이 Jpod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4.17 0.1244

Jpod가 과다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2 3.36 0.1863

과다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이 Jpod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2.84 0.2415

<표 6> 신용취약 계층별 총대출, 은행권, 비은행권대출금액과 JPoD 시스템적 리스

크 간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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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0 1 2 3 4 5

취약계층 총 0.316
(1.31)

0.114 
(0.47)

0.237 
(0.99)

0.792 
(3.45***)

0.392 
(1.64)

-0.089 
(-0.38)

취약계층 은행 0.300
(1.3) 

0.088 
(0.38)

0.232 
(1.01)

0.772 
(3.52***)

0.405 
(1.77*)

-0.031 
(-0.13)

취약계층 비은행 0.323
 (1.31)

0.131 
(0.53)

0.238 
(0.97)

0.794 
(3.36***)

0.371 
(1.51)

-0.142 
(-0.58)

저신용자 총 0.139 
(0.38)

0.272 
(0.75)

0.148 
(0.4)

0.177 
(0.48)

-0.531 
(-1.45)

-0.603 
(-1.58)

저신용자 은행 0.104 
(0.33)

0.265 
(0.86)

0.129 
(0.42)

0.131 
(0.42)

-0.472 
(-1.54)

-0.461 
(-1.52)

저신용자 비은행 0.157 
(0.39)

0.262 
(0.66)

0.159 
(0.4)

0.202 
(0.51)

-0.545
 (-1.37)

-0.685 
(-1.66)

다중채무자 총 1.842
 (1.1)

1.945 
(1.17)

1.574 
(0.94)

0.716 
(0.42)

2.263 
(1.34)

0.152 
(0.09)

다중채무자 은행 2.225
 (1.33)

1.568
 (0.94)

1.767 
(1.04)

0.634 
(0.37)

2.123 
(1.24)

0.159 
(0.09)

다중채무자 비은행 0.989
 (0.71)

1.668 
(1.21)

0.890 
(0.64)

1.532
 (1.1)

1.648 
(1.18)

0.108 
(0.08)

과다채무자 총 0.714
 (1.84*)

0.358 
(0.91)

0.724 
(1.87*)

0.423 
(1.25)

0.545 
(1.72*)

0.014 
(0.04)

과다채무자 은행 0.429
(1.38)

0.412
 (1.32)

0.561 
(1.82*)

0.471 
(1.76*)

0.445 
(1.76*)

0.220 
(0.85)

과다채무자 비은행 0.836
 (2.03**)

0.150 
(0.36)

0.685 
(1.65)

0.208 
(0.57)

0.490 
(1.44)

-0.266 
(-0.76)

<표 7> MES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신용취약 계층별 대출금액의 단순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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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C 　 p값

MES가 취약계층의 총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3 2.61 0.4550

취약계층의 총대출금액이 MES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12.83 0.0050

MES가 취약계층의 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3 2.32 0.5092

취약계층의 은행권 대출금액이 MES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13.2 0.0042

MES가 취약계층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3 2.82 0.4195

취약계층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이 MES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12.32 0.0064

MES가 저신용자의 총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1 0.44 0.5075

저신용자의 총대출금액이 MES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0.64 0.4233

MES가 저신용자의 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1 0.62 0.4297

저신용자의 은행권 대출금액이 MES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0.72 0.3946

MES가 저신용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1 0.33 0.5657

저신용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이 MES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0.57 0.4520

MES가 다중채무자의 총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4 5.08 0.2788

다중채무자의 총대출금액이 MES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6.44 0.1689

MES가 다중채무자의 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4 2.87 0.5799

다중채무자의 은행권 대출금액이 MES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5.61 0.2299

MES가 다중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4 6.56 0.1612

다중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이 MES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6.8 0.1467

MES가 과다채무자의 총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2 2.25 0.3251

과다채무자의 총대출금액이 MES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4.53 0.1212

MES가 과다채무자의 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2 0.78 0.6786

과다채무자의 은행권 대출금액이 MES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2.82 0.2439

MES가 과다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p=2 3.38 0.1848

과다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금액이 MES를 그랜저인과하지 않는다 　 6.54 0.0380

<표 8> 신용취약 계층별 총대출, 은행권, 비은행권대출금액과 MES 시스템적 리스

크 간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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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용 취약계층별 금융기관간 네트워크 구조

A. 대출자 전체

1) 대출액                        2) 연체액

3) 대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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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저신용자

1) 대출액                          2) 연체액

3) 대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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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중채무자

1) 대출액                          2) 연체액

3) 대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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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과다채무자

1) 대출액                          2) 연체액

3) 대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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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JPoD 시계열 분포 

<그림 3> MES 적용 시 시장의 기대부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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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ES를 활용해 산출한 시스템적 리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