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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개인파산이 불운한 사고(adverse events)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인지, 아니면 금전적 편익을 감안한 개인의 전략적 선택(strategic behavior)인지

를 살펴보았다. 특히 서베이를 통해 수집한 실제 파산자들의 소비지출 데이타를 사

용하여 과소비 등 소비행태(consumption patterns)가 파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보았다. Logit Model로 회귀분석한 결과 자산이 적을수록, 그리고 부채가 

많을수록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애 또는 장해, 의료

비 부담, 이혼과 같은 불운한 사고 중에서는 오직 의료비 부담이 개인파산의 결정

요인으로서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득수준에 비해 (1) 일반 소비

지출과 (2)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지출이 클수록 개인파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을 일회성 지출, 고정적 지출, 이전지급(移轉支給)으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교육비 등의 고정적 지출만 개인파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개인 산, 불운한 사고, 소비행태, 략  행동

*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파산자 서베이에 도움을 주신 김&박법률사무소의 김관기
변호사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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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d whether personal bankruptcy is an inevitable choice 

stemming from adverse events or a strategic behavior in the pursuit of 

financial benefits. Particularly, it analyzed the impacts of consumption 

patterns on bankruptcy with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ose bankrupt. At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with logit model, individuals with smaller 

assets and bigger debts were more likely to file for bankruptcy. Meanwhile, 

out of adverse events such as disease, medical expense, and divorce, only 

medical expense was a meaningful factor for personal bankruptcy. In addition, 

when general and unnecessary expenditure came in higher relative to income 

level, personal bankruptcy was more likely. If unnecessary expenditure is 

divided into one-off, fixed, or transfer spending, only fixed spending - such 

as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 was correlated with personal bankruptcy. 

Ke y Words : Personal Bankruptcy, Adverse Events, Consumption Patterns, 

Strategic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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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0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개인파산이 이제는 이혼보다도 흔한 사회적 현상이 되

었다. 대법원에서 발간하는『사법연감』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개인파산 신청 건

수가 이혼신고 건수를 2년 연속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인구 천명당 파산자수도 2001년의 0.01명에서 2008년의 2.44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7년을 고비로 개인파산 급증세가 둔화되었지만, 미국發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고용시장 불안과 가계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개인파산자 역시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인파산은 중산층을 몰락시켜 정치적 ․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개

인파산자가 증가할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도 동반 부실화되어 신용시장(credit 

market)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으며, 파산으로 인한 인적자본의 퇴출은 경제

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개인파산을 바라보는 학계의 시각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법학ㆍ사회

학 분야에서는 개인파산을 질병, 실업, 이혼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불운한 사고

(adverse events)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파

산 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주목하며, 파산자들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없애고 파

산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제학계에서는 개인파산을 개인의 전략적 행동(strategic behavior)의 결과

로 파악한다. 개인은 파산의 금전적 편익과 비용(cost-benefit analysis)을 고려하

고 있으며, 개인파산이 급증한 주요인은 파산법이 완화되고 파산에 대한 사회적 오

명(stigma)이 줄어들면서 파산의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소비(over-consumption)와 같은 소비행태도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으로 지목된

다. 과다한 소비지출로 인해 불운한 사고에 대한 대비가 소홀할 수 있으며, 소득수

준을 상회하는 소비 이후에 전략적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해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1)를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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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인파산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파산에 대한 시각차는 파산법 개정의 주요 배경이 되어 왔다. 1978년 미국의 

‘파산개혁법(the Bankruptcy Reform Act of 1978)’ 개정과 2006년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도입은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1984년의 ‘파산법 개정과 연방판사에 관한 법(the 

Bankruptcy Amendments and Federal Judgeship Act of 1984)’과 2005년의 ‘파

산남용방지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개정은 파산의 편익을 감소시켜 파산법의 악

용을 줄이고자 한 조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개인파산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 개인파산이 불운한 사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아니면 금전적 편

익을 감안한 개인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과소비 등 

소비행태(consumption patterns)가 파산을 유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

다. 이를 위해 서베이를 통해 수집한 실제 파산자들의 재무상황, 특히 지출항목을 

사용하여 소비행태가 파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현황을 살펴

본다. 이어 Ⅲ장에서 개인파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소개한다. Ⅳ장에서는 개인파산

자 서베이 자료에 대해 기술한 후,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는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에 대해 기술한다. 

1) 개인채무자의 도덕  해이 사례는 김 희, 강종구, 정형권, 유경원, 진익(2004) 참조.



- 5 -

Ⅱ. 우리나라 개인파산 현황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개인파산은 면책(免責)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파산절차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 파산이 되

면 법인이 소멸되고 말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

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는 면책절차가 시작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우 채무이행 의무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개인파산을 회피

할 이유가 없다. 파산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stigma)이나 신분상 제약과 같

은 제도적 걸림돌이 줄어들수록 개인파산 제도는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는 2003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개인파산 사건의 접수추이는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

히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개인파산 신청자수는 더욱 급증하여 2007년 

개인파산채무자는 15만명을 상회하게 되었다. 통합도산법은 파산과 면책의 동시신

청 허용, 파산선고 후 강제집행 정지, 면책재산의 확대 등 파산신청자의 권익을 신

장하고 파산절차를 간소화하여 개인파산 신청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 

파산신청자의 급증으로 인구 천명당 파산자수 비율 역시 2001년 0.01명에서 

2008년 2.44명으로 급증했다. 이와같은 비율은 미국(5.0명)과 프랑스(3.0명)에 비

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독일(1.5명), 영국(2.0명), 네덜란드(0.9명) 및 벨기에(0.9

명)등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3)

파산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2007년 3월 서울중앙법원 파산부에서 파산 및 면책

사건에 있어서 심사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전국도산실무법관

세미나’에서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실무를 운용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심

사기준 강화 이후 개인파산 신청자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2) 산자 증의  다른 원인으로는 ① 잠재 산이 실화된 , ② 법원이 2003년 이래 경제  새 출발의 기

회부여라는 입장에서 극 으로 면책제도를 운 해 온 , ③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제도 등 산신청 지

원기반이 마련된 , ④ 산선고에 따른 법상 자격제한이 차 축소되고 있는  등이 제기되고 있다. 권순

민(2007).

3) 이순호(200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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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개인채무자 회생(명) - - - 9,070 48,541 56,155 51,416 47,874

  전년대비 증가율(%) - - - - 435.2 15.7 -8.4 -6.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금융채무불이행자(천명) 2,450 2,636 3,720 3.615 2,970 2,800 - -

개인파산 채무자(명) 672 1,335 3,856 12,317 38,773 123,691 154,039 118,643

  전년대비 증가율(%) 104.3 98.7 188.8 219.4 214.8 219.0 24.5 -23.0

금융채무불이행자 

대비 개인파산채무자(%)
0.03 0.05 0.10 0.34 1.31 4.42 - -

인구 천명당 파산자수(명) 0.01 0.03 0.08 0.26 0.81 2.56 3.18 2.44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면책접수자(명) 220 449 1,823 7,476 36.316 130.579 154,009 118,571

  전년대비 증가율(%) 15.2 104.1 306.0 310.1 385.8 259.6 17.9 -23.0

면책률(%) 67.8 77.3 89.5 97.6 98.9 97.9 96.8 93.9

<표 1>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개인파산 채무자 추이

자료 : 사법연감 2008

면책사건의 접수건수 역시 2001년 이후 개인파산의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세자리

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법원이 채무자의 새출발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제

도를 운영함에 따라 면책률도 2003년부터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

러나 면책사건 접수 증가율은 2008년 들어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 면책률은 2006

년 이후 3년째 소폭 하락하고 있다.    

<표 2> 면책접수자 및 면책률 추이

자료 : 사법연감 2008

한편 2004년 9월 도입된 개인채무자 회생제도의 경우 2006년 이후 2년째 신청

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개인파산에 비해 신청조건이 까다로우며, 최장변제기간이 

5년으로 길고,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지 않는 등 채무자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 개인회생 신청자 추이

자료 : 사법연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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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행연구 개괄

개인파산을 바라보는 학계의 시각은 크게 ⑴ 채무자가 내리는 최후의 수단과 ⑵ 

개인의 전략적 행동,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파산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는 파산신청 요건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전자의 시각은 주로 법학ㆍ사회학 분야의 연구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은  

개인파산이 장애 또는 장해, 질병, 실업, 이혼과 같이 예상치 못한 불운한 사고에 

의해 초래된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파산자들을 비난해서는 안되고, 이들이 새로운 

경제적 삶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 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Sullivan et al.(1989)은 1980년대 개인파산 신청자 표본에 관

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부채상환 능력의 손실

이 개인파산의 가장 큰 원인이며, 파산신청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편익도 얻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Domowitz and Sartain(1999) 역시 1980년 5개주(州) 법원에 접

수된 개인파산 신청자 자료와 1983년 Survey of Consumer Finances(SCF)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와 관련된 빚이 개인파산 선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취약한 의료보험 제도가 개인파산자를 양산하고 있음에 주목하

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Jacoby et al.(2001)은 의료보험금 한도를 뛰어넘

는 의료비 부담이 중산층 파산의 큰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Himmelstein et 

al.(2005)은 파산자 서베이 조사를 통해 질병과 이로인한 부채증가가 개인파산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들어 미국에서 개인파산자가 급증하면서 경제학계에서 개인

파산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대부분 경제학의 연구는 파산

법 개정과 관련하여 완화된 파산법이 개인파산 증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주목

했다. Gross and Souleles(2002)은 신용카드사(社) 자료를 이용해 파산법의 완화

와 개인파산에 대한 사회적 오명(stigma)의 감소를 미국 경기 확장기에 있어서 개

인파산 급증의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Lopes(2008)은 일생주기소비모형(life cycle 

consumption model)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사회적 오명의 감소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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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카드로 인한 신용제약 완화가 개인파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Fay et al.(2002)은 개인이 파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파산의 금전적 편익과 비

용(cost-benefit analysis)을 고려한다고 주장, 심리적인 현상에 의존한 Stigma 

Theory의 단점을 보완했다. 이들은 1996년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에 포함된 파산관련 서베이 자료를 이용해 개인파산 결정이 금전

적 편익과 불운한 사고, 그리고 거주지와 관련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파산 결정은 불운한 사고로 인한 상환능력의 상실보다는 파산의 금전적 

순편익에 의존했다. 따라서 파산결정은 개인들의 전략적 행동(strategic behavior)

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했다. 

Zhu(2009)는 2003년 델라웨어(Delaware)주(州) 개인파산 신청자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소득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소비행태가 개인파산의 원인이라 주

장했다. 소득수준을 상회하는 지나친 소비 이후에 전략적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Zhu는 파산신청 요건을 까다

롭게 한 2005년 파산법 개정(BAPCPA)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연구로는 유경원(2005)과 고혁진, 박영석, 이재현(2008)의 연구가 있다. 유경

원(2005)은 서울신문사의 『2004 개인파산 보고서』의 파산자 자료를 통해 금전적 

편익이 클수록 파산확률이 높아짐을 발견, 개인파산이 순부채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선택적 행위임을 밝혀냈다. 또한 소득관련 변수가 파산확률과 음의 방향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실업과 같은 소득충격 역시 파산확률을 높이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고혁진, 박영석, 이재현(2008)은 전업카드사의 신용카드 

자료를 이용해 신용회복제도가 개인파산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지를 실증분

석했다. 분석결과 신용회복제도는 개인파산에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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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 및 실증분석 결과

1. 자료(Data)

본 연구에 사용된 개인파산 자료는 인터넷 개인파산 관련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

로 한 서베이를 통해 수집하였다. 서베이는 2009년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달간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최종 서베이 응답자는 286명이었다. 서베이 

항목은 크게 ⑴ 개인 신상정보 관련 10문항, ⑵ 자산 및 소득수준 관련 11문항, ⑶ 

부채 및 지출수준 관련 24문항 등 4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개인파산자들

의 소비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출항목을 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피복비 등 20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파산자들은 부채를 지게 된 주된 원인을 생활비(52.4%), 창업 또는 사업자금

(39.0%), 가족이나 친지도움(14.3%), 교육비(10.5%), 질병(10.5)의 순으로 응답하

였으며, 파산을 신청한 년도는 2007년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006년(46

명), 2005년(26명)의 순이었다.  

비교 대상(control group data)으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9차년도(2006년)「한국

노동패널조사(KLIPS, 이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노동패널은 우리가 관심

을 갖고 있는 개인정보, 자산, 부채, 소득, 지출에 대한 자료가 모두 포함돼 있어 비

교 대상으로 적합하였다. 서베이 응답자 286명 중 개인파산을 경험한 228명과 노

동패널 중 20세 이하 및 70세 이상을 제외한 3,900명 등 총 4,128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서베이 결과 개인파산자들의 평균 총자산 및 총부채는 각각 8,562만원 및 2억 

3,003만원으로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억 4,441만원인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 대상인 노동패널의 평균 총자산 및 총부채는 각각 1억 

2,923만원 및 6,088만원으로 순자산은 평균 6,835만원이었다. 

개인파산자들의 총소득(연간)과 총지출(연간)은 각각 3,772만원과 3,072만원이었

으며, 노동패널의 총소득(연간)과 총지출(연간)은 각각 3,412만원과 2,292만원이었

다. 개인파산자들의 총소득 및 총지출이 비교 대상인 노동패널보다 많게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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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총소득 및 총지출의 중위값(median)은 개인파산이 각각 2,350만원과 

1,980만원이었으며, 노동패널은 2,900만원과 2,040만원으로 노동패널의 소득 및 

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파산자는 식비(40.1만원), 주거비(38.2만원), 차량유지비(29.2만원), 공교육비

(18.7만원)의 순으로 지출을 많이 했으며, 노동패널은 식비(32.5만원), 차량유지비

(18.2만원), 사교육비(17.3만원), 주거비(17.2만원)의 순으로 지출을 많이 했다. 상

대적으로 개인파산자는 주거비에, 노동패널은 사교육비에 지출을 많이 하고 있었다.  

개인파산자들의 평균 연령은 40.1세로 노동패널의 48.3세에 비해 젊었으며, 성별

비율은 개인파산자의 51%, 노동패널의 80%가 남자였다. 개인파산자와 노동패널 

모두 평균적으로 1.7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교육수준의 중위값은 개인파산자는 전

문대졸, 노동패널은 고졸로 나타나 개인파산자의 교육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장애 또는 장해를 겪고 있는 비율은 개인파산자의 경우 평균 7%로 노동패

널의 5%에 비해 2%P 높았으며, 총지출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개인

파산자는 평균 3.2%, 노동패널은 2.6%로 개인파산자들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

다. 그리고 기혼자 중 이혼 또는 사별을 경험한 자의 비율은 개인파산자는 27%, 노

동패널은 17%였다.  

2. 실증분석

다음으로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을 Logit Regression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개인파산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항목은 ① 금전적 편익의 대상이 되는 재무상황과 ②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질병, 이혼 등의 불운한 사고, ③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인구학적 요소, 그리

고 ④소득대비 내구재소비 등 개인의 소비행태이다. 이를 반영한 추정모형은 식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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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log   log∈
       
           
   

       (3.1)   

   

종속변수()는 개인파산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개인파산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이 부여되었다. 설명변수로는 먼저 로그를 사용한 자산

()과 부채()를 포함시켜, 개인의 재무상황과 레버리지(leverage)를 

고려했다. 또한 현금흐름(cash flow)을 고려하기 위해 로그를 사용한 소득()

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불운한 사고의 설명변수로 장애 또는 장해()와 의

료비 지출(), 그리고 이혼()4)의 더미 변수를 사용했다. 의료비 지출 

더미 변수는 총지출 중 의료비 지출 비중이 평균 지출비중의 두배(5.2%)를 초과할 

경우 더미 변수 1을 부여하였다. 

인구학적 요소로는 성별(), 교육수준()5), 주거형태()6), 나이

()를 설명변수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소비행태( )

를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는데, 우선 (1) 소득대비 지출을 사용, 개인의 소비성향을 

검토했다. 그리고 지출 항목 중 (2)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7)만으로 과소비 여부를 

파악하고자 했다. 

추정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 정도가 낮아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어 보였다.

단계적으로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개인이 파산의 

금전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다는 Fay et al.(2002)의 분석대로 자산이 적을수록, 

그리고 부채가 많을수록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파산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4) 사별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취 했다.

5) ⑴ 미취학, ⑵ 무학, ⑶ 등학교, ⑷ 학교(고등공민학교), ⑸ 고등학교, ⑹ 2년제 학, 문 학(기능 학, 

구 사범학교 포함), ⑺ 4년제 학(구 2년제 교육 학 포함), ⑻ 학원 석사, ⑼ 학원 박사

6) ⑴ 자가, ⑵ 세, ⑶ 월세/기타

7) 이에는 외식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 통신비, 용돈, 헌   기부 이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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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자산 장애 이혼 파산 소비패턴 주거형태 소득 부채 의료비 교육수준 성별

나이 1.00

자산 0.15 1.00

장애 0.00 0.01 1.00

이혼 0.00 0.03 0.00 1.00

파산 -0.15 -0.05 -0.02 0.07 1.00

소비패턴 0.05 -0.06 0.00 0.05 0.13 1.00

주거형태 -0.23 -0.29 0.00 0.01 0.26 0.09 1.00

소득 0.03 0.44 0.02 -0.01 -0.04 -0.27 -0.23 1.00

부채 0.07 0.31 0.01 0.06 0.24 -0.01 -0.07 0.33 1.00

의료비 0.15 0.02 0.01 0.02 0.10 0.07 0.02 -0.09 -0.01 1.00

교육수준 -0.38 0.21 0.04 -0.02 0.06 -0.06 -0.05 0.31 0.17 -0.11 1.00

성별 0.24 0.06 0.02 -0.02 -0.14 -0.05 -0.12 0.10 0.03 -0.04 0.02 1.00

<표 4> 상 계 분석

불운한 사고 중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클수록 개인파산을 신청할 확률이 높게 나

타났다. 장애 또는 장해, 그리고 이혼은 개인파산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불

운한 사고 중 의료비 부담만이 개인파산에 유의하는 것은 Fay et al.(2002), 

Zhu(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  

한편 인구학적 요소 중에서는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형태가 자가보다는 전세, 전세보다는 월세일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확률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파산결정에 별다른 유의성이 없었다. 

 소득대비 지출을 사용을 사용한 소비패턴(I)과, 지출 항목 중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만을 사용한 소비패턴(II) 모두 개인파산에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행

태가 파산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개인이 소득수준을 

상회하는 소비를 행한 후 전략적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해 면책을 받을 가능성을 시

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을 (1) 외식비, 오락비, 내구재 구입비와 같은 일

회성 지출과, (2)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통신비와 같은 고정적 지출, 그리고 (2) 경

조사비, 용돈, 헌금 및 기부금과 같은 이전지급(移轉支給)으로 세분화하여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 중에서 사교육비 등의 고정적 지출만이 개

인파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가계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한 고정비

를 지출하거나, (2) 소득의 변화가 생겼을 때 고정비 조정을 너무 느리게 진행할 경

우 파산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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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6.24 (0.00) -6.80 (0.00) -12.67 (0.00) -15.17 (0.00) -13.90 (0.00) -14.96 (0.00)
LOG(자산) -0.72 (0.00) -0.76 (0.00) -0.16 (0.26) -0.26 (0.10) -0.19 (0.18) -0.26 (0.08)
LOG(부채) 1.44 (0.00) 1.47 (0.00) 1.82 (0.00) 1.70 (0.00) 1.73 (0.00) 1.73 (0.00)
LOG(소득) -0.45 (0.00) -0.41 (0.01) -0.67 (0.00) -0.14 (0.67) -0.32 (0.18) -0.26 (0.34)

장애 또는 장해 -0.23 (0.70) -0.10 (0.85) -0.10 (0.88) -0.18 (0.78) -0.12 (0.89)
의료비 부담 1.21 (0.00) 1.68 (0.00) 1.82 (0.00) 1.72 (0.00) 1.87 (0.00)

이혼 0.45 (0.18) 0.19 (0.61) 0.12 (0.76) 0.25 (0.51) 0.19 (0.64)

성별 -0.98 (0.00) -1.04 (0.00) -1.05 (0.00) -1.08 (0.00)

교육수준 0.24 (0.10) 0.16 (0.29) 0.17 (0.27) 0.23 (0.14)

주거형태 1.85 (0.00) 1.78 (0.00) 1.72 (0.00) 1.80 (0.00)

나이 -0.10 (0.00) -0.09 (0.00) -0.10 (0.00) -0.09 (0.00)

소비패턴(I) 0.12 (0.03)

소비패턴(II) 0.03 (0.02)

  (1) 일회성 지출 -0.18 (0.43)

  (2) 고정적 지출 0.19 (0.00)

  (3) 이전지급 -0.03 (0.76)

McFadden R-squared
Total obs

(VI)

51.62%
2095

(I) (II) (III) (V)(IV)

49.40%
2052

31.75%
2159

33.80%
2159

50.22%
2093

52.37%
2104

<표 5> 개인 산 결정요인 추정결과

이번에는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해 개인파산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먼저 연령별로 청년층(21-35세) ․ 중년층(36-50세) ․ 장년층(51세-69세)으로 분

류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부채가 많을수록, 의료비 부담이 클

수록, 주거형태가 열악할수록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았다. 청년층세의 경우 

소득수준이 파산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반면, 소비행태는 부호도 마이너스이며 유의

하지도 않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계층의 높은 개인 파산율8)이 과소비보다는 청년

실업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년층의 경우는 성별과 나이가 파산에 유

의하지 않은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

다. 한편 청년층은 이전지급이, 중년층은 일회성 및 고정적 지출이, 그리고 장년층

은 고정적 지출이 증가할 경우 파산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 

남성과 여성의 개인파산 결정요인은 부채, 의료비 부담, 주거형태, 나이, 소비패턴

으로 일치했다. 다만 남성의 경우 소득대비 지출을 사용을 사용한 소비패턴(I)은 개

인파산에 유의적이었지만, 지출 항목 중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만을 사용한 소비패

턴(II)은 파산신청과의 연관성이 낮았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

와 파산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 중에서는 남성과 

8) 서울시 개인 산자의 36%가 20～30 로 은 계층의 개인 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박희석, 한진아(2008) 

참조.

9) 자세한 연령별 추정결과는 <부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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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35세 36~50세 51~69세 남성 여성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자산 O X O X X X X X

부채 O O O O O O O O

소득 X O X X X X X X

장애 또는 장해 X X X X X X X X

의료비 부담 O O O O O O O O

이혼 X X X X X X X X

성별 O O O X - - O O

교육수준 X X X O X X - -

주거형태 O O O O O O O O

나이 O O O X O O O O

소비패턴 I O X O O O O O X

소비패턴 II O O O O X O X O

여성 모두 고정적 지출이 파산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마지막으로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해 개인파산 결정요인을 분석을 

보았다. 이들은 모두 부채, 의료비 부담, 성별, 주거형태, 나이가 개인파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전문대졸 이상은 소득대비 지출을 사용을 사용한 소

비패턴(I)은 개인파산에 유의적이지 못하고, 지출 항목 중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만

을 사용한 소비패턴(II)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졸 이하는 소득대비 

지출을 사용을 사용한 소비패턴(I)은 개인파산에 유의적이었지만, 지출 항목 중 필

수적이지 않은 지출만을 사용한 소비패턴(II)은 유의적이지 못했다. 필수적이지 않

은 지출 중에서는 일회성 지출과 파산확률이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11)

이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한 추정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표 6>과 같다. 

<표 6> 개인 산 결정요인 추정결과 요약

10) 자세한 성별 추정결과는 <부표 4> 참조.

11) 자세한 교육수 별 추정결과는 <부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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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개인파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⑴ 채무자가 내리는 최후의 수단과 ⑵ 개인의 전략

적 행동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개인파산을 예측하지 못한 불운한 사고로 인한 불가

피한 선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은 파산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반면 후자는 개인이 파산의 금전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파산법이 완

화되고 파산에 대한 사회적 오명이 줄어들면서 소득수준을 상회하는 소비 이후에 

전략적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파산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시각차를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파산이 불운한 사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아니면 금전적 편익을 감안한 개인의 전략적 선택인지를 살펴보

았다. 특히 서베이를 통해 수집한 실제 파산자들의 소비지출 항목을 사용하여 과소

비 등 소비행태가 파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자산이 적을수록, 그리고 부채가 많을수록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개인이 파산의 금전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반면 장애 또는 장해, 의료비 부담, 이혼과 같은 불운한 사고 중에서

는 오직 의료비 부담만이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으로서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

다. 

또한 소득수준에 비해 (1) 일반 소비지출과 (2)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지출이 클수

록 개인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행태가 파산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과다한 소비지출로 인해 불운한 

사고에 대한 대비가 소홀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을 상회하는 소비 이후에 전략적으

로 개인파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을 일회성 지출, 고정적 지출, 이전지급(移轉支給)으로 세분

화해 분석한 결과로는 사교육비 등의 고정적 지출만이 개인파산과 연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1) 가계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한 고정비를 지출하거나, (2) 

소득의 변화가 생겼을 때 고정비 조정을 너무 느리게 진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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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의료비 부담과 같은 불운한 사고도 파산의 결정요인으로 작

용하지만, 개인은 파산의 금전적 편익과 비용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과다

한 소비 이후 전략적으로 파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과도한 

고정비 지출이 파산확률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채무자들이 파산제도

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파산신청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대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회

생제도에 대한 홍보와 유인책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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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파산자 노동패널

개수 4,128                    228                       3,900                    

총자산 mean 12,736                  8,562                    12,923                  
median 7,000                    1,600                    7,500                    
std dev 26,320                  24,271                  26,396                  

총부채 mean 6,785                    23,003                  6,088                    
median 3,090                    8,000                    3,000                    
std dev 12,543                  36,151                  9,836                    

레버리지 mean 14.1                      0.4                        14.7                      
(총자산/총부채) median 2.3                        0.1                        2.4                        

std dev 359.9                    0.6                        367.5                    

총소득(연간) mean 3,426                    3,772                    3,412                    
median 2,880                    2,350                    2,900                    
std dev 2,959                    5,956                    2,776                    

총지출(월간) mean 192.3                    255.5                    190.8                    
median 170.0                    165.0                    170.0                    
std dev 124.0                    362.2                    112.1                    

나이 mean 47.9 40.1 48.3
median 48.0 39.0 48.0
std dev 11.0 8.3 11.0

성별 mean 0.79 0.51 0.80
median 1.00 1.00 1.00
std dev 0.41 0.50 0.40

자녀수 mean 1.7 1.7 1.7
median 2.0 2.0 2.0
std dev 0.7 0.9 0.6

교육수준 mean 5.4 5.8 5.4
median 5.0 6.0 5.0
std dev 1.4 1.1 1.4

장애 또는 장해 mean 0.05 0.07 0.05
median 0.00 0.00 0.00
std dev 0.21 0.26 0.21

의료비 부담 mean 2.61 3.15 2.59
(의료비 지출/총지출) median 1.11 2.05 1.11

std dev 5.31 3.90 5.34

이혼 mean 0.17 0.27 0.17
median 0.00 0.00 0.00
std dev 0.38 0.45 0.37

주거형태 mean 1.58 2.36 1.54
median 1.00 3.00 1.00
std dev 0.75 0.82 0.73

< 부 록 >

<부표 1>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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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파산자 노동패널

(1) 식비 mean 32.7 40.1 32.5
median 30.0 30.0 30.0

std dev 17.7 34.7 17.0

(2) 외식비 mean 6.9 7.0 6.9

median 5.0 3.0 5.0
std dev 8.5 9.9 8.5

(3) 공교육비 mean 12.9 18.7 12.8
median 0.0 5.0 0.0

std dev 27.8 47.3 27.2

(4) 사교육비 mean 17.2 14.2 17.3

median 0.0 0.0 0.0
std dev 30.5 26.7 30.6

(5) 차량유지비 mean 18.4 29.2 18.2
median 20.0 10.0 20.0

std dev 22.4 94.3 17.4

(6) 주거비 mean 17.7 38.2 17.2
median 15.0 30.0 15.0

std dev 15.0 60.9 11.6

(7) 경조사비 mean 6.1 14.1 5.9

median 5.0 5.0 5.0
std dev 11.1 56.0 7.1

(8) 보건의료비 mean 5.0 11.0 4.9
median 2.0 5.0 2.0

std dev 29.0 42.9 28.6

(9) 교양오락비 mean 3.9 5.1 3.9

median 1.0 1.0 1.0
std dev 8.6 14.9 8.4

(10) 내구재구입비 mean 1.9 2.0 1.9
median 0.0 0.0 0.0

std dev 7.7 10.9 7.7

<부표 2> 주요 지출 항목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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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파산자 노동패널

(11) 통신비 mean 12.4 10.2 12.4
median 10.0 10.0 10.0

std dev 7.5 15.9 7.2

(12) 부모님 용돈 mean 0.9 9.0 0.7

median 0.0 0.0 0.0
std dev 6.6 33.7 4.0

(13) 자녀 용돈 mean 8.8 2.5 8.9
median 0.0 0.0 0.0

std dev 17.1 6.4 17.3

(14) 그외 가구원 용돈 mean 14.3 5.3 14.5

median 10.0 0.0 10.0
std dev 17.7 12.7 17.8

(15) 피복비 mean 6.5 5.3 6.5
median 5.0 3.0 5.0

std dev 6.9 11.5 6.8

(16) 현금 및 기부금 mean 2.9 5.0 2.9
median 0.0 0.0 0.0

std dev 10.9 23.5 10.4

(17) 국민연금/의료보험료 mean 13.2 6.0 13.4

median 10.0 2.0 11.0
std dev 11.9 9.1 11.9

(18) 대중교통비 mean 4.9 7.8 4.9
median 3.0 5.0 3.0

std dev 5.5 11.8 5.2

(19) 생필품 구입비 mean 5.1 11.0 5.0

median 3.0 5.0 3.0
std dev 7.1 32.5 5.2

(20) 기타 mean 0.5 13.8 0.2
median 0.0 0.0 0.0

std dev 7.8 45.3 3.1

<부표 2> 주요 지출 항목 기초통계량(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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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6.64 (0.02) -6.61 (0.05) -22.56 (0.00) -21.14 (0.00) -22.39 (0.00) -26.27 (0.00)
LOG(자산) -0.76 (0.00) -0.85 (0.00) 0.61 (0.16) 0.61 (0.17) 0.63 (0.18) 0.76 (0.07)
LOG(부채) 1.77 (0.00) 1.94 (0.00) 3.14 (0.00) 3.13 (0.00) 3.64 (0.00) 3.91 (0.00)
LOG(소득) -0.55 (0.09) -0.68 (0.07) -1.35 (0.10) -1.52 (0.13) -1.70 (0.10) -1.75 (0.04)

장애 또는 장해 1.20 (0.18) 0.65 (0.52) 0.60 (0.55) 1.44 (0.16) 1.70 (0.21)
의료비 부담 1.82 (0.01) 2.66 (0.00) 2.64 (0.00) 2.88 (0.00) 3.30 (0.00)

이혼 -1.23 (0.09) -0.79 (0.39) -0.81 (0.38) -1.06 (0.26) -0.97 (0.34)

성별 -1.80 (0.02) -1.81 (0.02) -2.26 (0.03) -2.39 (0.04)

교육수준 0.24 (0.56) 0.26 (0.54) -0.10 (0.83) -0.25 (0.58)

주거형태 5.07 (0.00) 5.06 (0.00) 5.22 (0.00) 5.76 (0.00)

나이 -0.39 (0.02) -0.38 (0.02) -0.38 (0.04) -0.36 (0.07)

소비패턴(I) -0.03 (0.55)

소비패턴(II) -0.17 (0.08)

  (1) 일회성 지출 -1.35 (0.17)

  (2) 고정적 지출 -0.22 (0.05)

  (3) 이전지급 0.38 (0.06)

McFadden R-squared
Total obs

(VI)

72.90%
250249272 272 256 256

(V)

41.05% 46.17% 69.83% 69.92% 68.94%

(I) (II) (III) (IV)

상수 -6.68 (0.00) -6.99 (0.00) -8.32 (0.03) -11.95 (0.01) -11.52 (0.02) -11.04 (0.02)
LOG(자산) -0.68 (0.00) -0.75 (0.00) -0.40 (0.07) -0.49 (0.02) -0.47 (0.03) -0.46 (0.06)
LOG(부채) 1.56 (0.00) 1.65 (0.00) 1.81 (0.00) 1.78 (0.00) 1.61 (0.00) 1.62 (0.00)
LOG(소득) -0.57 (0.04) -0.61 (0.03) -0.67 (0.01) -0.11 (0.77) -0.03 (0.95) -0.03 (0.95)

장애 또는 장해 -0.96 (0.25) -1.04 (0.17) -0.39 (0.64) -0.39 (0.58) -32.67 (0.00)
의료비 부담 1.72 (0.00) 1.89 (0.00) 1.98 (0.00) 2.17 (0.00) 2.10 (0.00)

이혼 0.83 (0.14) 0.50 (0.43) 0.48 (0.48) 0.80 (0.17) 0.66 (0.31)

성별 -1.36 (0.01) -1.43 (0.01) -1.33 (0.01) -1.28 (0.02)

교육수준 -0.01 (0.95) -0.05 (0.82) -0.01 (0.96) -0.07 (0.76)

주거형태 1.27 (0.00) 1.27 (0.00) 1.31 (0.00) 1.21 (0.00)

나이 -0.09 (0.08) -0.09 (0.09) -0.10 (0.07) -0.10 (0.04)

소비패턴(I) 0.03 (0.02)

소비패턴(II) 0.12 (0.06)

  (1) 일회성 지출 0.58 (0.05)

  (2) 고정적 지출 0.17 (0.07)

  (3) 이전지급 -0.39 (0.02)

McFadden R-squared
Total obs

(VI)

49.34%
921

47.93%
949 949 924 924 921

33.55% 37.13% 47.83% 49.60%

(I) (II) (III) (IV) (V)

<부표 3> 연령별 추정결과

<21-35세 추정결과>

<36-50세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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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10.47 (0.00) -11.40 (0.00) -11.93 (0.04) -14.92 (0.02) -16.10 (0.03) -16.84 (0.02)
LOG(자산) -0.48 (0.00) -0.52 (0.00) -0.02 (0.94) -0.10 (0.69) -0.12 (0.66) -0.01 (0.96)
LOG(부채) 1.56 (0.00) 1.56 (0.00) 1.52 (0.00) 1.52 (0.00) 1.69 (0.00) 1.84 (0.00)
LOG(소득) -0.44 (0.10) -0.33 (0.22) -0.69 (0.02) -0.18 (0.65) -0.26 (0.48) -0.55 (0.12)

장애 또는 장해 0.62 (0.46) 0.49 (0.56) 0.30 (0.73) 0.44 (0.62) 0.39 (0.65)
의료비 부담 0.80 (0.26) 1.60 (0.04) 1.56 (0.05) 1.83 (0.03) 2.12 (0.02)

이혼 0.92 (0.15) 0.54 (0.41) 0.50 (0.38) 0.13 (0.85) 0.56 (0.36)

성별 0.08 (0.95) 0.56 (0.48) 0.95 (0.23) 0.13 (0.85)

교육수준 0.73 (0.01) 0.66 (0.02) 0.66 (0.05) 0.81 (0.02)

주거형태 1.70 (0.00) 1.77 (0.00) 2.02 (0.00) 2.16 (0.00)

나이 -0.14 (0.10) -0.16 (0.10) -0.17 (0.11) -0.16 (0.12)

소비패턴(I) 0.03 (0.04)

소비패턴(II) 0.21 (0.00)

  (1) 일회성 지출 -0.75 (0.08)

  (2) 고정적 지출 0.28 (0.00)

  (3) 이전지급 -0.04 (0.62)

McFadden R-squared
Total obs

(VI)

53.10%
924923938 938 924 924

(V)

28.22% 30.35% 43.70% 45.67% 48.10%

(I) (II) (III) (IV)

<부표 3> 연령별 추정결과(계속)

<51-69세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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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9.22 (0.00) -9.94 (0.00) -16.57 (0.00) -18.65 (0.00) -18.57 (0.00) -19.52 (0.00)
LOG(자산) -0.71 (0.00) -0.75 (0.00) -0.10 (0.58) -0.14 (0.44) -0.16 (0.45) -0.07 (0.78)
LOG(부채) 1.43 (0.00) 1.48 (0.00) 1.78 (0.00) 1.79 (0.00) 1.73 (0.00) 1.79 (0.00)
LOG(소득) -0.13 (0.55) -0.08 (0.69) -0.46 (0.10) -0.17 (0.59) -0.12 (0.79) -0.25 (0.47)

장애 또는 장해 -0.09 (0.90) -0.23 (0.74) -0.22 (0.75) -0.05 (0.94) -0.14 (0.84)
의료비 부담 1.46 (0.00) 1.73 (0.00) 1.75 (0.00) 1.91 (0.00) 1.88 (0.00)

이혼 0.00 (1.00) -0.30 (0.58) -0.25 (0.64) -0.38 (0.52) -0.27 (0.64)

교육수준 0.28 (0.11) 0.28 (0.13) 0.22 (0.24) 0.24 (0.20)

주거형태 1.99 (0.00) 1.99 (0.00) 1.89 (0.00) 2.12 (0.00)

나이 -0.09 (0.00) -0.09 (0.00) -0.08 (0.01) -0.07 (0.02)

소비패턴(I) 0.02 (0.04)

소비패턴(II) 0.11 (0.27)

  (1) 일회성 지출 -0.05 (0.83)

  (2) 고정적 지출 0.16 (0.08)

  (3) 이전지급 -0.53 (0.07)

McFadden R-squared
Total obs

(VI)

48.37%
1743

45.96%
1742

29.91%
1790

32.52%
1790

48.98%
1748

48.46%
1748

(I) (II) (III) (V)(IV)

상수 -6.09 (0.01) -5.92 (0.01) -8.35 (0.06) -11.50 (0.02) -11.25 (0.01) -12.23 (0.02)
LOG(자산) -0.78 (0.00) -0.80 (0.00) -0.23 (0.43) -0.23 (0.40) -0.29 (0.28) -0.31 (0.28)
LOG(부채) 1.66 (0.00) 1.62 (0.00) 1.86 (0.00) 1.91 (0.00) 1.59 (0.00) 1.67 (0.00)
LOG(소득) -0.53 (0.04) -0.52 (0.04) -0.92 (0.02) -0.26 (0.54) -0.13 (0.77) -0.11 (0.83)

장애 또는 장해 0.04 (0.99) 0.10 (0.99) 1.58 (0.52) -31.97 (1.00) -80.74 (1.00)
의료비 부담 0.68 (0.23) 1.52 (0.06) 1.23 (0.18) 1.63 (0.04) 1.62 (0.10)

이혼 0.73 (0.21) 0.92 (0.17) 0.91 (0.20) 1.17 (0.10) 1.08 (0.16)

교육수준 0.05 (0.87) -0.20 (0.51) -0.07 (0.80) -0.02 (0.96)

주거형태 1.78 (0.01) 2.22 (0.01) 2.07 (0.00) 2.24 (0.02)

나이 -0.13 (0.00) -0.20 (0.01) -0.17 (0.00) -0.18 (0.02)

소비패턴(I) 0.07 (0.01)

소비패턴(II) 0.25 (0.00)

  (1) 일회성 지출 -0.12 (0.82)

  (2) 고정적 지출 0.25 (0.06)

  (3) 이전지급 0.14 (0.32)

McFadden R-squared
Total obs

58.62%
352

(VI)(V)

38.05% 39.49% 55.31% 60.06% 56.40%

(I) (II) (III) (IV)

351369 369 356 356

<부표 4> 성별 추정결과

<남성 추정결과>

<여성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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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6.65 (0.00) -7.39 (0.00) -14.63 (0.00) -18.56 (0.00) -16.87 (0.00) -18.45 (0.00)
LOG(자산) -0.70 (0.00) -0.75 (0.00) -0.01 (0.97) -0.10 (0.65) -0.11 (0.65) -0.08 (0.76)
LOG(부채) 1.43 (0.00) 1.46 (0.00) 2.14 (0.00) 2.18 (0.00) 2.00 (0.00) 2.06 (0.00)
LOG(소득) -0.45 (0.04) -0.39 (0.10) -0.49 (0.17) 0.04 (0.93) -0.03 (0.96) 0.06 (0.93)

장애 또는 장해 0.39 (0.51) 0.60 (0.38) 0.97 (0.17) 0.23 (0.78) 0.05 (0.95)
의료비 부담 1.23 (0.01) 1.20 (0.02) 1.24 (0.02) 1.35 (0.01) 1.44 (0.01)

이혼 0.74 (0.12) 0.38 (0.53) 0.37 (0.57) 0.48 (0.42) 0.52 (0.41)

성별 -1.05 (0.04) -1.26 (0.03) -1.10 (0.07) -1.10 (0.07)

주거형태 2.05 (0.00) 2.06 (0.00) 2.00 (0.00) 2.06 (0.00)

나이 -0.17 (0.00) -0.17 (0.00) -0.16 (0.00) -0.15 (0.00)

소비패턴(I) 0.03 (0.02)

소비패턴(II) 0.11 (0.30)

  (1) 일회성 지출 0.53 (0.03)

  (2) 고정적 지출 0.15 (0.19)

  (3) 이전지급 -0.40 (0.06)

McFadden R-squared
Total obs

58.98%
129912981333 1333 1301 1301

(V)

32.47% 35.07% 58.00% 59.59% 56.48%

(I) (II) (III) (IV)

상수 -3.64 (0.07) -3.42 (0.12) -9.72 (0.00) -11.18 (0.00) -13.12 (0.00) -11.77 (0.00)
LOG(자산) -0.81 (0.00) -0.84 (0.00) -0.27 (0.20) -0.30 (0.17) -0.34 (0.13) -0.28 (0.21)
LOG(부채) 1.41 (0.00) 1.40 (0.00) 1.69 (0.00) 1.67 (0.00) 1.57 (0.00) 1.70 (0.00)
LOG(소득) -0.59 (0.01) -0.60 (0.01) -0.82 (0.00) -0.58 (0.08) -0.30 (0.46) -0.72 (0.08)

장애 또는 장해 -1.14 (0.40) -0.48 (0.60) -0.48 (0.61) -0.20 (0.84) -0.34 (0.73)
의료비 부담 1.42 (0.00) 2.18 (0.00) 2.13 (0.00) 2.25 (0.00) 2.55 (0.00)

이혼 0.11 (0.82) -0.18 (0.75) -0.19 (0.74) -0.51 (0.50) -0.21 (0.76)

성별 -0.99 (0.04) -0.93 (0.05) -0.99 (0.06) -1.02 (0.06)

주거형태 1.93 (0.00) 1.92 (0.00) 1.83 (0.00) 2.10 (0.00)

나이 -0.06 (0.05) -0.06 (0.04) -0.04 (0.15) -0.04 (0.16)

소비패턴(I) 0.01 (0.16)

소비패턴(II) 0.15 (0.09)

  (1) 일회성 지출 0.20 (0.00)

  (2) 고정적 지출 -0.55 (0.06)

  (3) 이전지급 0.17 (0.21)

McFadden R-squared
Total obs

(VI)

50.55%
796

(I) (II) (III) (V)(IV)

47.47%
795

32.85%
826

35.62%
826

50.36%
803

50.01%
803

<부표 5> 학력별 추정결과

<고졸 이하 추정결과>

< 문 졸 이상 추정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