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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용대출 결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신용정보 이외의 비전통적정보(non-traditional

data)의 집중 및 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신용평

가모형에 비전통적정보로써 전력정보 자료를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를 thin file 고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코어 모형의 예측력 향상으로 신용대출

관련 불량 고객 수 및 불량률이 감소하여 금융기관들은 주어진 승인율하에서 신용연체율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스코어 산출이 불가능한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등급 부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에 신용등

급이 이미 부여된 thin file 고객의 경우에도 스코어의 상승이 일어나 주어진 금융기관의 목

표 신용연체율 하에서 대출 승인률을 상승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신용대출 규모를 증가시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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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부분의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 등은 금융거래 및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정

보를 기반으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신용위험을 측정하여 부실가능성을 예측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여신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별 금융기관들은 각종 여신 관련 의사 결정에 공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Public Credit Registry, PCR)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인 신용정보와 민간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CB)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신용정보 및 신용평점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로 부정적(negative)

정보1) 활용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다. 현재 CB사들이 신

용평점을 산정할 때 연체 정보 등 부정적 정보를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신용평점의 산정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positive) 정보와 

부정적 정보의 조화로운 수집과 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용등급 산정 시 긍

정적 정보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연체정보로 인한 등급변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게 되거나 등급회복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등 부정적 정보의 영향이 축소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청년 실업률 증가와 경제 활동 참가율 감소 및 불평등도의 악화에 따라 증

가된 저소득층의 경우 금융거래 실적이 미미하여 신용등급이 산출되지 않아 정상적

인 신용 이력의 축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금융 소외 계층의 경우 제도

권으로부터의 저렴한 신용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전까지의 신용 이력이 아예 

없거나 정확한 신용평점을 부여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여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

관으로부터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서민 금융 지원 정

책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신용 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게 하고 이들을 제도권 금융

으로 흡수하는 것은 매우 주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 평가 정확도를 제고하고 금융 소외 계층

의 신용 회복을 통한 서민 금융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

존의 신용정보 이외의 새로운 정보를 신용 대출의 판단에 추가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및 정부 등 다방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 문헌에서 전기료, 가스요금, 통신요금, 월세 등의 납부 실적 

등과 같이 기존에 주로 이용되어온 개인신용정보 이외에 소비자의 신용도를 평가하

기 위한 정보로 새로이 활용되고 있는 정보를 비전통적(non-traditional)정보라고 한

다. 이러한 거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먼저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상환한다는 점에

서 신용거래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거래 관련 정보를 비금융

1) Padilla & Pagano(2000)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negative, black)정보란 과거 연체정보를 의미하고 긍

정적(positive, white)정보란 직업, 전반적인 부채 상황, 가족 및 직장 이력, 범죄기록 등의 차입자 특성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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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financial)정보 또는 대안(alternative)정보라고도 부른다.

<그림 1> 개인정보의 구성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개인신용평가모형에 비전통적정보를 활용함

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

문에서는 우선 비전통적정보 이용에 관한 기존 연구 및 해외의 활용 현황을 개관하

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개인신용평가모형에 비전통적정보 자료로써 

전력요금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

한다. 구체적으로 II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및 외국의 비전통적정보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비전통적정보 이용에 관한 연구를 정리한다. III장에서는 전력요금 

정보 이용의 경제적 효과를 금융기관 및 소비자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해 보고, Ⅳ

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Ⅱ. 비전통적정보 이용 현황 및 기존 연구

1. 비전통적정보 이용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비전통적정보 중 공공정보의 경우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

료, 고용 및 산재 보험료의 체납 정보에 대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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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에 한하여 공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

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정보 및 파산면책정보, 개인회생정보, 신용회복지원

정보 등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기존 비전통적정보 특히 공공정보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

의 변화로서 우선 최근의 신용정보법 개정을 들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여 신용을 필요로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또한 신용소외 계층의 신용회복에 긍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공공정보의 

활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9년 10월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하여 공공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법에서는 공공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정보, 전

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정부납품실적 및 납품

액,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2) 법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

공기관에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

하여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관계 기관이 내

부 벌률을 근거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이러한 정보의 수집이 불가능한 한계를 동

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인 공공정보 활용 방법 및 절차는 우선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CB가 해당 

공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를 무

선, 주기적 파일 제공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

는 CB에 제공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CB로부터 공공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조회 동의를 받아야하며 금융회사는 

제공받은 공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3)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공기관들이 관련 법령상 ‘목적 외 사용불가’ 또는 ‘누설금

지’조항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관련 법령상의 

근거 조항”이 없음을 이유로 CB사에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공

공기관의 자율적인 협조 없이 법적 강제를 통한 공공정보 이용의 활성화는 불가능

한 상황이다. 즉 공공정보의 공유 및 활용은 소비자,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공공정보 

제공 기관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는 한 공

공정보의 이용 활성화는 매우 요원한 상황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4)에도 신용 거래 계좌건수가 전무

하거나 (no file) 2개 이하인 (thin file) 소비자들은 스코어링이 가능한 최소 계좌견

수를 보유하지 못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존재한다. 2005년 현재 미국

에서는 적어도 약 3,500만명 정도의 소비자들이 신용정보가 부족하거나 전무한 소

2) 신용정보법 제 23조 제2항, 시행령 제 19조 제2항, 감독규정 별표 6

3) 신용정보법 제 23조, 시행령 제 190조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남재현(2010)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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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로 분류되어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5) 이러한 추정치는 구체

적 포괄 범위 및 추정 기관에 따라 많게는 4,500만명 또는 불법이민자까지 포함할 

경우 7,000만명에까지 육박한다.6) 일반적으로 이들에는 카드 사용 또는 채무를 싫어

하는 부류로 현금 위주의 생활에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신용상품을 싫어하는 사

람, 상당한 정도의 재산을 가진 대단한 재력가 및 금융상품을 원하지만 금융기관의 

최소한의 고객 조건에 합당하지 않는 극빈층 등 매우 다양한 집단이 포함될 수 있

다. 실제 조사 결과 이들 중 880만명은 신용이력을 쌓기 시작하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젊은 성인층이며, 670만명은 소수 인종, 290만명은 이민자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다 낮은 가격의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을 이용한 경험

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취약 계층은 매우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대출은 받는 약탈적 대출관행(predatory lending)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스코어를 지정할 수 없는 사람들 역시 

월세,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 또는 보험, 저축, 자녀양육비(childcare), 의료보험비,

대부업 대출 상환 등 특정 구입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납부행

위를 하고 있다. 미국의 CB 산업의 경우 이미 이러한 비전통적 정보 또는 비전통적

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신용평가상품을 개발하고 기존의 신용평가상품에 이를 추가

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여러 비전통적정보 

중 어느 데이터가 가장 필요한지 엄밀하게 연구되어 확인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개

별 회사들은 기존의 신용정보 외의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한 신용평점 모형을 자체적

으로 연구․개발 중이거나 또는 개발된 모형을 실제 심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상

황이다.

사실 수년 동안 대형은행들과 모기지 브로커들은 비전통적정보를 이용한 CB로부

터의 자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신용이력이 거의 없는 주택 구매자에게는 일괄적

으로 더 높은 대출 금리를 추징하여왔다. 그러나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은행들은 잠

재적 차입자 특히 전통적 대출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룹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이들은 최근에 이민을 왔거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혼 또는 사별

을 한 여자이거나 등의 사유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신용평점이 존재하지 않아 그

들이 비록 소득이 충분하고 여타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룹이다. 이러한 그룹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여 PRBC(Payment Reporting Build Credit)와 신용리포트 프로세싱 업체인 First

American Credco, 자료 제공업체인 LexisNexis 그리고 3대 CB 중 하나인 

TransUnion과 같은 기업들은 전통적 정보에는 포함되지 않던 여러 납부 정보를 모

으기 시작했고 은행들은 이러한 잠재적 차입자에게 대출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2002년에 설립된 PRBC의 경우 소비자들이 스스로 등록하고 자신들의 

5) Experian Data Reporting Prepaid Executive Roundtable April 28, 2005

6) Jacob(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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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유선방송, 전기, 가스, 통신, 보험료의 성실한 납부에 기초한 긍정적 신용 정

보 파일을 쌓아가게 하고 있다. PRBC의 경우 소비자들은 회사의 웹싸이트에 자신

이 직접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관련 문서 및 영수증 등을 팩스로 보내며 

확인 비용으로 65불을 지불하면 PRBC는 외부인을 고용하여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

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Fair Isaac & Company의 FICO Expansion

Scoring은 debit 자료, 회원가입 자료, 전기료․전화료 등의 자료, 파산 선고, 저당권 

설정 자료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왔다.7) 이후 2007년 말 Fair Isaac 사는 PRBC와 

제휴를 맺어 PRBC Credit Report with FICO® Expansion® Score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FICO Expansion Scoring에 PRBC 보관소의 rental 및 bill 납부 자료와 

제삼자로부터 획득된 비금융신용이력정보 및 3개의 주요 CB로부터의 전통적 신용

정보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신용리포트를 결합한 상품이다.

반면 경쟁사인 LexisNexis의 경우 소비자가 아니라 대출기관이 요금을 지불하며 

이를 이용하여 LexisNexis는 통신기록 등의 소비자의 정보를 공공문서를 통하여 확

보하여 제공하고 있다.8) LexisNexis의 RiskView Total Solutions은 300개 이상의 공

공정보 자료9)를 이용하여 평점 산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CB

Score가 없는 고객의 집단 중 90% 이상을 scoring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L2C의 First Score Direct도 전화료 납부 자료, Debit 및 수표(checking) 계좌 

사용 내역, 다수의 대체 대출 자료(임차료 납입 정보 등)를 이용하여 신용 평점 산

정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CB Score가 없는 고객의 집단 중 80~90%를 scoring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외에 TransUnion사는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한 신용평점 모형 개발을 발표한 

바 있고, Experian사도 기존의 신용평점 모형에 전화요금 정보를 포함하려는 계획

을 발표했으며, 주택금융회사인 MassHousing은 First American CredCo가 개발한 

비전통적정보에 기초한 신용평점 모형인 Anthem을 사용하여 미국 전역에서 심사업

무를 수행한 바 있다. 그리고, Bank of America도 일부 고객을 위해 기존의 신용평

가 절차에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한 바 있다.

2. 비전통적정보 이용에 관한 기존 연구 

국내의 비전통적정보 이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재한 상황이며 

해외 연구의 경우 미국 자료를 이용한 소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Brookings Institution과 Political and Eonomic Research Council(PERC)는  2006

년 전기, 가스, 통신 등 비전통적정보의 공유가 특히 신용 소외계층의 신용접근성에 

7)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적으로 CB Score가 없는 고객의 집단 중 70~100%를 scoring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

다. 

8) business week 기사 참조 

http://www.businessweek.com/magazine/content/08_16/b4080052299512.htm?chan=search

9) 고용, 거주 이력, 자산 소유, 파산, 저당권 설정, 범죄, 특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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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지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는 비전통적정보를 활

용해 신용 프로파일의 변화를 고찰한 첫 번째 연구로 TransUnion 회사로부터 2005

년 3월말 기준으로 전기/가스정보 또는 통신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 8백만 건의 신용 파일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자의 신용 평점 

산출 시 기존의 신용정보에 이러한 유틸리티 정보를 포함시킬 경우 소비자는 신용

거래 기회가 증가하고 금융회사는 위험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경우 비전통적정보가 포함될 경우 거의 모든 소비자의 신용 스코어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신용거래 실적 2건 이하인 thin file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전기/ 가스 정보가 신용보고서에 포함될 경우 전체 표본 

중에서 thin file로 분류되는 비율은 17%에서 12%로 감소하고 통신정보의 경우 

23%에서 18%로 감소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전통적정보를 신용평가 모형에 포함할 

경우 기존에 신용평점 산출 불가에서 산출 가능으로 전환하는 소비자의 수 역시 크

게 증가하였다. 전기 및 가스 정보를 포함할 경우 신용평점 산출이 불가능하였던 

소비자 중 83.3%가 그리고 통신정보를 포함할 경우 신용평점 산출이 불가능하였던 

소비자 중 94.1%가 신용평점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전통적정보의 추가는 또한 

thin file 소비자의 신용접근성을 확대하고 신용한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하시 않을 경우 5% 정도의 소비자가 신규계

좌를 개설한 대 비하여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16% 정도의 소비자가 신규

계좌를 개설하였다. 또한 비전통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그렇지 않

은 소비자에 비해 신용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가스 정보의 경우 

2,500달러 통신정보의 경우1,100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회사의 신용평점모형에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신용평점모형의 예측력이 크게 향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일한 대출승

인율하에서는 연체율이 감소하여 위험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통적

정보가 포함될 경우와 포함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VantageScore, TransRisk

new account, TransRisk Bankruptcy, Bankruptcy Model II10) 등의 여러 모형을 이

용한 예측력을 실험한 결과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한 경우 예측력이 크게 나타났음을 

보였다.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할 경우 기존의 신용거래정보가 풍부한 소비자와 그렇지 못

한 소비자 중 어느 쪽의 예측력 개선 효과가 더 큰지를 보기 위하여 전체 표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신용거래 3건 이상의 thick file의 소비자의 경우 

비전통적정보의 포함으로 인한 신용평가모형의 예측력 개선은 미미한데 반하여 

thin file 소비자의 경우 모형의 예측력의 원래의 3배 이상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이

러한 모형 예측력의 개선은 결국 동일한 목표 승인율하에서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하

는 경우 연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VantageScore는 Equifax, Experian and Trans Union의 세계 3대 CB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

이며 TransRisk new account, TransRisk Bankruptcy, Bankruptcy Model II은 TransUnion사의 신용평가

모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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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전통적정보를 신용평가에 포함하는 경우 비전통적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이와 관련하여 TransUnion사의 Nicor

Gas Corporation에 대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신용보고서에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할 

경우 비전통적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의 연체율 및 부실채권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

고 있다. 즉 소비자들이 자신의 가스비 납부 실적이 자신의 신용평점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는 가스비 납부에 훨씬 성실하게 임하게 되

어 회사의 연체율 및 부실채권이 감소하게 되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III. 비전통적정보 이용의 경제적 효과

1. 분석 자료 

우리나라의 경우 비전통적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우선 비전통적정보 중 우리나라에서 지속적

으로 관심이 되어오고 있는 공공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공요금 정보(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4대 보험 정보(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정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정보, 신용회복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정보, 국

외이주자 정보 등), 국세청 세금 관련 정보 등의 공공정보 중 공공요금정보의 효과

를 우선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문헌들의 결과는 주로 유틸리티 

정보가 가장 효과가 크다는 보고서가 다수 존재하고, 기존의 해외 실증 분석 역시 

전기/가스 및 전화요금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와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결

과와의 비교 역시 흥미로운 연구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

요금의 세 자료를 모두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자료의 획

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기요금 납부 실적자료만을 이용하고자 한

다.

사용하는 자료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서울시 거주

자의 전기요금 납부실적을 결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내 저

압 주택용 주거용 고객 중 2009년 10월 사용량이 300Kw 이하인 고객의 2009년 전

기요금월청구액 및 2009년 10월 현재의 전기요금 연체정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러나 전기요금 납부자의 정확한 식별 정보 부재로 성명, 생년월일, 행정동명 정보만

으로 고객의 추정이 가능한 265,491명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청구액이 2,000원 미만이 경우에는 청구서 자체가 발송

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가구들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11). 이 가구의 경우 청

구서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을 전기요금연체자로 보기에는 부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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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건수 고객 수 금융거래 연체 고객 수 비중 연체자 비중

0건 11,542 249 4.5% 2.16%

1건 24,136 504 9.5% 2.09%

2건 27,962 558 11.0% 2.00%

3건이상 191,444 5,610 75.1% 2.93%

합계 255,084 6,921 100.0% 2.71%

여 본 연구에서도 이들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 경우 265,491명의 

이용 가능 데이터 중 일부 가구가 제외되어 최종 데이터는 255,084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2. 모형의 설정

기존의 CB사의 스코어 모형의 경우 비전통적정보 중의 하나인 전기요금정보를 

적절하게 포함할 수 있는 모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스코어 

모형을 개발하여 비전통적정보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새로운 스코어 모형의 유효 

변수 선정을 위하여 우선 2009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1년간을 평가 기간으로 

놓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불량의 기준은 KCB Score 모델링의 기준을 따르고 2009

년 10월 전기요금청구액이 2,000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255,084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표 1>에 의하면 분석대상고객 255,084명 중 최근 3년 내 신용거래 건수가 2건 

이하인 thin file에 해당하는 고객은 전체 고객의 25% 수준이다. 이들 그룹의 연체

자 비중은 전체 고객 중 금융거래 연체자의 비중인 2.71%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신용거래 건수가 부족하여 신용거래 자체가 적게 발생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File 건수별 금융거래 연체

모형의 유효한 변수 선정을 위한 분석 결과 <표 2>에 의하면 전기요금 연체여부

는 금융거래 불량고객을 구분하는데 매우 유용한 변수인 것으로 보인다. 분석대상 

전체고객 중 전기요금 연체고객은 미연체고객에 비하여 금융거래 불량률이 5%pt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표 3>은 이러한 전기요금 연체여부는 thin file

과 thick file 모두에서 골고루 금융거래 불량고객을 잘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려준

다. 모형의 우불량을 구분하는 설명력을 나타내는 IV(Information Value)12)값이 양

11) 이러한 가구의 경우 청구서 발송 비용 등의 고려로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 

결과인 듯하다.

12) 모형의 예측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IV란  변수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Information Theory

에서의 Kullback-Leibler Distance에 해당한다. IV의 해석에 있어서 절대적인 값보다 상대적인 순서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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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체여부
고객 수 금융거래 연체 고객 수 비중 연체자 비중

미연체 243,284 6,058 95.4% 2.49%

연체 11,800 863 4.6% 7.31%

합계 255,084 6,921 100.0% 2.71%

전기요금

연체여부

thin file thick file

고객 수 연체자 비중 IV 고객 수 연체자 비중 IV

미연체 60,391 1.87% 0.009 182,893 2.69% 0.007 

연체 3,249 5.57% 0.092 8,551 7.98% 0.084 

합계 63,640 2.06% 0.100 191,444 2.93% 0.090 

3년평균

전기요금

thin file thick file

고객 수 연체자 비중 IV 고객 수 연체자 비중 IV

1만원미만 9,024 1.66% 0.006 24,547 2.47% 0.004 

1만원이상 20,004 2.08% 0.000 53,125 3.02% 0.000 

2만원이상 17,749 1.97% 0.001 53,406 2.92% 0.000 

3만원이상 16,863 2.34% 0.005 60,366 3.05% 0.001 

합계 63,640 0.011 191,444 0.004 

자 모두에 있어서 0.1에 가깝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File 건수별 금융거래 연체

<표 3> 전기요금 연체여부와 금융거래 연체

반면에 전기요금 청구금액 정보는 thin file의 경우에만 변별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표 4>에서 3년평균 전기요금 청구금액의 경우 thick file에서의 IV값은 

0.004로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득금액대비 최근3년 평균 전기요금 청

구금액비율 역시 thin file인 경우에만 약간의 변별력을 나타냄을 <표 5>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표 4> 전기요금별 금융거래 연체

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0.03 이하: 유용하지 않음; 0.03~0.1: 예측력이 약함; 0.1~0.3: 예측

력이 평균적임; 0.3~0.5: 예측력이 강함; 0.5이상: 예측력이 아주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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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청구금액 

/월소득금액

thin file thick file

고객 수 연체자 비중 IV 고객 수 연체자 비중 IV

소득정보없음 199 0.50% 0.003 

1%미만 3,186 1.41% 0.006 1,5778 2.40% 0.003 

1%이상 1,0659 1.91% 0.001 3,7777 2.73% 0.001 

2%이상 12,910 2.11% 0.000 41,790 2.89% 0.000 

3%이상 21,981 2.03% 0.000 62,259 2.89% 0.000 

5%이상 14,705 2.33% 0.004 33,840 3.53% 0.007 

합계 63,640 0.015 19,1444 0.011 

고객군 스코어카드 구성 항목

Clean

①최장연체일수(대지급포함)(1년내유지), ②3개월내카드평균총CA이용잔액, 

③체크카드보유기관수, ④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건수(미해제), ⑤신용개설

기관수(KFB), ⑥1년내조회기관수, ⑦최근연체해제일자로부터경과일수, ⑧
연체건수(미해제), ⑨1개월전미해지신용카드총이용금액대비CA총이용금액

비율, ⑩최초대출개설일자로부터경과일수(KFB), ⑪2009년 평균전기요금, 

⑫2009년 10월 전기요금연체여부

Dirty

①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최근발생일자로부터경과일수(KFB), ②총대출금

액(KFB), ③체크카드보유기관수, ④연체등정보총등록금액(KFB), ⑤연체건

수(1년내발생), ⑥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건수(미해제), ⑦대지급건수(1년내

발생), ⑧KCB추정소득금액, ⑨조회건수, ⑩2009년 전기요금합계

<표 5> 소득대비 전기요금별 금융거래 연체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기요금 정보를 포함한 신용평점모형

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을 연체 등의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는 "clean" 고객군과 채무

불이행 경험이 있는“dirty" 고객군으로 나누어 각각의 스코어 카드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와 금융질서문란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을 1건이상 보유한 고객을 ”dirty"

고객군으로, 이러한 정보 보유가 없는 고객을 “clean" 고객군으로 정의하였다. 이러

한 2개의 segment에 대한 스코어카드 구성항목은 아래의 <표 6>과 같다.13)

<표 6> 고객군별 스코어카드 구성 항목

13) 이 경우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는 고객군에서 전기요금연체여부와 평균전기요금 항목의 가중치는 전기요금 

연체가 없거나 적정수준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경우에 모형내의 가중치가 늘어나는 반면에,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는 고객군에서 전기요금합계 항목의 가중치는 전기요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클 경우 모형내의 가중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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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hick file thin file

DIV KS AR C DIV KS AR C

전기요금 미포함 3.47 63.5 78.9 89.5 2.13 56.1 70.2 85.1

전기요금 포함 3.51 64.0 79.2 89.6 2.46 57.5 72.2 86.1

차이　 1.0% 0.5% 0.3% 0.1% 15.2% 2.5% 2.9% 1.2%

구분

(thin file)

clean segment dirty　segment

DIV KS AR C DIV KS AR C

전기요금 미포함 1.83 52.2 66.4 83.2 0.79 33.9 47.3 73.6

전기요금 포함 1.93 54 68.2 84.1 0.81 35.3 47.8 73.9

차이　 5.5% 3.5% 2.7% 1.1% 2.5% 4.1% 1.1% 0.3%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여 <표 7>에서는 전기요금정보라는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스코어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없는 경우의 모형에 비하여 얼

마나 스코어 모형의 예측력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를 통하여 DIV, KS, AR,

C14) 등 예측력을 나타내는 모든 통계량에 있어서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한 모형의 

경우가 이를 제외한 모형보다 예측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1년내 발생한 불량

고객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한 스코어의 예측력이 개선됨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 문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모형의 

예측력 증가의 크기는 thin file의 경우에 비하여 thick file의 경우에는 매우 미미하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지표에서 thin file의 경우 예측력 지표의 수치

의 개선 효과가 thick file의 경우에 비하여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5배가 넘게 나

타나고 있다. 즉 전기요금정보라는 비전통적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명시적으로 고

려함으로써 변화가 발생하는 계층은 기존에 신용거래가 거의 없어서 제도권 금융으

로부터 소외되고 있던 계층에게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7> 모형 예측력의 변화: thick file과 thin file

<표 8>에서는 보다 효과가 있는 thin file만을 대상으로 clean segment와 dirty

segment별로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스코어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스코어 

모형의 예측력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 경우 전력요금 정보라는 비전통적정

보는 clean segment와 dirty segment 모두에서 모형의 예측력을 상당부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thin file 중 segment별 모형 예측력의 변화

14) 이러한 지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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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형 예측력의 개선은 <그림 2>를 통하여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림은 thin

file 고객의 경우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한 경우의 스코어별 우량 및 불량 고객의 분

포가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분포에 비하여 우량과 불량을 더 잘 구

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스코어별 우량 및 불량 고객의 분포

<그림 3>은 또한 thin file 고객의 경우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한 경우의 CB 등급별 

분포가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분포에 비하여 안정적인 정규 분포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thin file 고객군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 정보에 추가하여 

전기요금청구금액 관련 비전통적정보를 활용할 경우 스코어모형의 성과가 의미 있

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스코어별 thin file 고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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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요금 정보 이용의 경제적 효과 

이 절에서는 전력요금 정보 이용의 경제적 효과를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두 관

점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특히 이미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력요금정보라는 

비전통적정보가 thick file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함을 고려하여 이 절

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63,640명의 thin file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스코어 모형의 개선은 금융기관의 신용연체율 감소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위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개

별 금융기관들이 금융 거래를 승인할 때 CB사의 스코어 뿐만 아니라 자체의 모형 

및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소절에서는 금융거래 승인 시 

KCB 등급만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한편 <표 9>는 thin file 고객을 대상으로 한 KCB 등급별 승인율이다.

<표 9> thin file소비자의 현CB등급 분포

CB등급 고객수 불량고객수 승인률

1 5,181 8.1% 8 0.2% 8.3%

2 9,125 14.3% 9 0.1% 22.9%

3 6,315 9.9% 12 0.2% 33.0%

4 5,506 8.7% 26 0.5% 41.8%

5 17,902 28.1% 89 0.5% 70.5%

6 5,121 8.0% 138 2.7% 78.7%

7 9,100 14.3% 486 5.3% 93.3%

8 3,254 5.1% 294 9.0%

9 809 1.3% 170 21.0%

10 129 0.2% 68 52.7%

미산출 1,198 1.9% 11 0.9%

합계 63,640 100% 1,311 2.1%

외국 문헌에서 인용되고 있는 thin file의 경우 대부분 신용평점이 부여되지 않으

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신용거래 2건 이하”의 thin file 대상자에 대해

서도 신용등급이 존재하며 이들은 상위등급에서 하위등급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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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율
전기요금 미포함 전기요금 포함 감소효과

전체 누적 불량률 전체 누적 불량률 불량고객수 불량률

60%미만 43757 0.46% 40449 0.37% -34.7% -24.5%

60% 43757 0.46% 42668 0.41% -15.4% -12.6%

65% 45050 0.48% 44574 0.43% -11.4% -10.2%

70% 48718 0.59% 48666 0.54% -8.3% -8.2%

75% 51055 0.64% 50941 0.63% -2.2% -1.9%

80% 54240 0.79% 54291 0.76% -4.1% -4.2%

승인율
CB등급상위(1~3등급) CB등급중위(4~6등급) CB등급하위(7~10등급)

불량률 불량고객수 불량률 불량고객수 불량률 불량고객수

60%미만 -9.1% -8.4% -23.4% -8.7% -68.1% -23.4%

60% -4.3% -4.2% -13.1% -8.9% -23.4% -10.6%

65% -4.2% -3.7% -7.6% -6.7% -19.2% -10.5%

70% -12.5% -12.4% -3.1% -3.5% -14.0% -10.4%

75% -3.7% -3.8% 3.3% 3.5% -7.3% -5.9%

80% -3.6% -3.6% -2.8% -2.5% -5.0% -7.4%

다. 금융위기 이후 각 은행들의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으로 인하여 신용등급 7

등급 이하의 고객들의 승인율이 매우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표 9>를 통하여 현실

적으로 의미 있는 thin file의 승인율의 범위는 약 80%까지로 상정할 수 있으므로15)

<표 10> ~ <표 12>에서는 이러한 수준의 승인율하에서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한 모

형의 이용이 금융기관의 신용연체율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표 10>의 경우 전체 thin file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승인율의 증가에 

따라 불량고객의 감소 효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thin file의 승인률 범위

에서 전기요금정보를 이용한 스코어를 활용할 경우 불량고객 수 및 불량률(신용연

체율)의 감소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신용연체율의 변화 - thin file 전체 (단위 %pt)

이를 CB 등급별로 살펴보면 <표 11>에서와 같이 전기요금을 스코어에 포함하여 

모형을 개발한 경우, 동일한 승인률 범위내에서 CB 하위 등급에서의 불량률 감소 

효과가 중위 또는 하위 등급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신용연체율의 감소 효과 - CB 등급별 (단위 %pt)

15) “한 대형 시중은행의 올해 신용대출 승인율(집단신용대출 제외)을 보면 1ㆍ4분기 말 78.2%, 2ㆍ4분기 말 

77.4%, 8월 말 76.9%를 기록,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서

울경제 2009년 9월 24일)의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고객의 경우에 있어서의 승인율이 80%를 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thin file 고객에 대한 승인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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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신용연체율의 변화 정도를 채무불이행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표 

12>에서와 같이 전기요금을 스코어에 포함하여 개발한 경우,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고객에 대해서는 승인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전기요금 활용의 효과가 높지 않지만,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는 고객의 경우에는 불량률 감소 효과가 thin file의 승인률 범

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신용연체율의 감소 효과 - 채무불이행 유무 (단위 %pt)

승인율　 clean　segment dirty segment　
불량고객수 불량률 불량고객수 불량률

60%미만 -34.7% -24.5%

60% -15.4% -12.6%

65% -11.4% -10.2%

70% -8.3% -8.2%

75% -2.2% -1.8% 0.0% -63.3%

80% -5.3% -4.9% 30.8% 5.2%

그러므로 기존의 전통적 정보에 추가하여 전기요금청구금액 관련 비전통적정보를 

활용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주어진 승인율 하에서 신용연체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자

본적정성 및 수익성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체율의 감소는 

주로 CB 하위등급 또는 채무불이행 무경험 고객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신용평가에 비전통적정보인 전력요금정보를 포함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얻

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혜택은 이전에 신용거래가 없거나 부족하여 제도

권 금융시장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쉽지 않았던 금융 소외 계층들이 새롭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미 앞 소절의 <표 9>에서 살펴본 것 처럼 thin file 중 1.9%에 해당하는 1,198명

의 경우 현재의 스코어 시스템에서는 스코어 산출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이들은 주

로 신용거래 미보유자, 미성년자, 사기거래자, 정정청구대상자 등의 사유로 신용등

급 산출이 불가능한 사람들로 2009년 10월 현재 전 국민 중 이들의 규모는 139만

명16)에 육박한다. 그러나 개인신용평가에 비전통적정보인 전력요금정보를 포함할 

경우 이러한 금융 소외 계층들에 대한 스코어 산출이 가능해 지며 이에 따라 이들 

16) 2009년 10월 KCB score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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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CB등급
고객수

상향고객 수 및 비율

1점이상 10점이상

1~3등급   20,621   12,000 58.2%  2,935 14.2%

4~6등급   28,529   17,464 61.2%  4,532 15.9%

7~10등급   13,292    8,581 64.6%    933 7.0%

산출배제    1,198 산 출 가 능

합계   63,640   38,771 60.9% 8,566 13.5%

중 일정 소비자에 대한 신용 공여 또한 가능하게 된다. <그림 4>는 thin file 고객 

중 기존의 스코어 산출이 불가능했던 1,198명에 대한 전기요금 정보를 활용한 새로

운 스코어 분포로서, 그림을 통하여 우리는 이 새로운 스코어 분포는 정규화된 분

포를 나타내고 금융거래의 우불량 고객을 잘 구분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스코어 미산출 고객의 새 CB 스코어 분포 및 연체율

이와 더불어 개인신용평가에 비전통적정보인 전력요금정보를 포함함으로써 기존

의 등급을 부여받고 있던 고객들의 스코어 변화가 발생하는데, 특히 저신용 및 저

소득자들에 대한 스코어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의 신용 공여 가능

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표 13>은 전기요금 정보를 이용하여 스코어를 개발한 결과 기존 CB 하위

등급에서의 스코어 상향 고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CB 등급별 스코어 변화

새로운 스코어의 상승은 또한 주로 저소득층 고객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4>에 의하면 소득 2천만원 미만의 고객군에서의 스코어 상향 

고객의 비율이 다른 고객군에 비하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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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 추정 

소득 금액
고객수

상향고객 수 및 비율

1점이상 10점이상

0원 199 123 61.8% 27 13.6%

2천미만 14,985 10,138 67.7% 2,685 17.9%

4천미만 47,887 28,199 58.9% 5,787 12.1%

4천이상 569 311 54.7% 67 11.8%

합계 63,640 38,771 60.9% 8,566 13.5%

채무불이행

여부
고객수

상향 하향

고객수 비율 고객수 비율

Clean seg   58,007   34,307 59.1%    6,705 11.6%

Dirty seg  5,633  4,464 79.2%  1,169 20.8%

합계   63,640   38,771 60.9%    7,874 12.4%

기존

신용등급

clean segment dirty segment

전체 상향 하향 전체 상향 하향

상위(1~3) 20,618 
 11,997

(58.2%) 

  2,060

(10.0%) 
3 

3 

(100.0%)

 - 

(0.0%)

중위(4~7) 34,526 
20,693 

(59.9%)

4,202 

(12.2%)
3,103 

2,502 

(80.6%)

601

(19.4%) 

하위(8~10) 1,698 
919 

(54.1%)

310 

(18.3%)
2,494 

1,931

(77.4%) 

563 

(22.6%)

산출배제 1,165 산출가능 33 산출가능

합계 58,007 
34,307 

(59.1%)

6,705 

(11.6%)
5,633 

4,464 

(79.2%)

1,169 

(20.8%)

<표 14> 소득별 스코어 변화

<표 15> 채무불이행 여부별 스코어 변화

<표 16> 신용등급과 채무불이행 여부별 스코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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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률
승인율

효과
전기요금 포함 전기요금 미포함

0.5% 70.9 57.5 13.4p

0.6% 76.5 72.2 4.3p

0.8% 84.3 82.7 1.6p

DTI 고객수
상향 하향

고객수 비율 고객수 비율

추정 불가 52,408 32,238 61.5% 6,258 11.9%

10%미만 7,927 4,640 58.5% 1,125 14.2%

20%미만 1,685 949 56.3% 249 14.8%

50%미만 1,166 676 58.0% 160 13.7%

50%이상 454 268 59.0% 82 18.1%

합계 63,640 38,771 60.9% 7,874 12.4%

스코어의 변화는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는 고객(clean)에 비해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고객군(dirty)에서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할 경우 스코어의 상향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을 <표 15>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표 16>를 통하여 하위등급 고객 중 채

무불이행을 경험한 고객군의 약 78%정도가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스코어의 

상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스코어의 변화를 차입 고객의 DTI를 기준으로 

살펴본 <표 17>의 결과 DTI를 추정할 수 없는 고객17) 및 50% 이상의 과다채무 고

객군에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정보를 포함한 스코어의 상향고객 비율이 높게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 DTI별 스코어 변화

이러한 스코어 상승은 결국 주어진 금융기관의 목표 신용연체율 하에서는 대출 

승인률을 상승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신용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표 18>은 이러한 승인률의 변화를 전체 thin file 고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승인율 80% 이하에서의 전기요금정보를 활용한 승인율 상승 

효과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 승인률의 변화 - thin file 전체

17) DTI를 추정할 수 없는 고객이 많은 이유는 분석 대상이 thin file 고객이므로 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추정된 

소득금액과 여신정보가 없어서 발생하는 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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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0.1 90.2 -0.1p

1.2% 93.4 92.7 0.7p

1.4% 95.6 95.5 0.1p

1.6% 97.4 97.4 

1.8% 98.7 98.7 

2.0% 99.7 99.7 

Ⅳ.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개인의 신용대출 결정에 있어서 기존의 스코어 모형에 비전통적

정보로써 전력요금 청구 및 전력요금 연체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

는 경제적 효과를 thin file 고객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측면과 금융소비자의 측면

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한 스코어 모형의 신용

평가 정확도가 증가함에 따라 thin file 고객 전체의 신용대출 관련 불량 고객 수 및 

불량률이 감소하며, 특히 CB 하위 등급 또는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는 고객의 경우

에 불량률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등 금융기관들은 주어진 승인

율하에서 신용연체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 개선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또 개인신용평가에 비전통적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경우 

우선 기존의 스코어 산출이 불가능한 계층들의 신용등급 부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범위가 확대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신용

등급이 이미 부여된 thin file 고객의 경우에도 CB 하위등급, 저소득층, 채무불이행

을 경험한 고객군, DTI를 추정할 수 없는 고객 및 50% 이상의 과다채무 고객군 등

에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정보를 포함한 스코어의 상향고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

며, 이러한 스코어 상승은 결국 주어진 금융기관의 목표 신용연체율 하에서 대출 

승인률을 상승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신용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신용평가에 비전통적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러한 여러 경제적 혜택 

중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이전에 신용

거래가 없거나 부족하여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쉽지 않았던 금융 

소외 계층들이 새롭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라 보여 진다. 비

전통적정보를 이용하여 신용등급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신용거래 미비

자들에게 유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를 제대로 선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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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한 신용 등급 산정 시 비전통적정보의 축적을 통한 긍정적 정보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연체 정보로 인한 등급 변동이 작아지게 되고, 등급 회복에 걸리는 기간이 줄

어드는 등 현재 우리나라 개인신용평가체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부

정적 정보의 지나친 영향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도 존재한다.

한편, 본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관련 데이터의 획득에 있었다. 본 논문

에서 사용된 전력요금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관련 정보, 가스비 요금 관

련 정보, 의료비 납부 관련 정보 등의 대표적인 비전통적정보들은 비록 학술적인 

목적에 국한하더라고 자료를 얻는 것이 매우 힘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데이

터들은 그 속성상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의 소지가 매우 큰 자료들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유 기관에서 임의로 자료를 유출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보유 기관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전통적정보를 위험을 무릅

쓰고 제공할 유인이 없는 것 또한 중대한 이유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데이터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다음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전기요금 납부 관련 자료 자체의 문제로서 현실에서는 

차입세대의 경우 전기료를 사용자의 명의가 아니라 주택소유주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여 분석상에 어느 정도의 교란요인(noise)으로 존재한다. 또한,

주어진 전기요금 납부자의 정확한 식별 정보 부재로 상당 부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한 표본수가 크지 않은 것 또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전기요금 관련 데이터가 사용이 가능할 경우 본 

연구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실증적으로 의미 

있는 기간 동안의 전기요금 납부 과거 이력 정보가 존재할 경우 성실하게 전기 요

금을 납부해 온 긍정적정보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전기요금의 연체

여부라는 부정적인 비전통정보보다는 전기요금의 납부 이력이라는 긍정적인 비전통

적정보의 추가가 금융소외자들의 스코어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한편, 전기요금 이외의 다른 비전통적정보들을 함께 모형에 도입함으로써 그 영향

을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신요금 정보, 가스비 정보, 의료비 정

보 등을 함께 모형에 추가할 경우 모형의 예측력은 본 연구의 결과보다는 훨씬 높

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금융 소외자들에게 제공되는 신용공여의 정도도 상당히 증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보다 장기적인 연구로 이러한 비전통적정보의 개인

신용평가 활용이 일반화되면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의 비금융거래의 납부 실

적이 자신의 신용평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는 비금

융거래 관련 납부에 훨씬 성실하게 임하게 되어 관련기관의 연체율 및 부실채권이 

감소하게 되는 경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비전통적정보의 보유 및 제공 기관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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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예측력 평가 지표

1. DIV(Divergence): 불량고객분포와 우량고객분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

타냄. 일반적으로 0.5이하면 변별력이 낮고 1이상이면 변별력이 높다

고 할 수 있음.

2. K-S(Kolmogorov-Smirnov): 평점대별 누적 우량구성비와 누적 불량구성비와의 

최대 차이를 나타내는 변별력 지표로 값이 클수록 변별력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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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Accuracy Ratio): 일반적으로 Gini Curve, Power Curve, Lorenz Curve 그

리고 통계학에서는 Lift Chart로 알려져 있는 수평축에 누적고객구성비,

수직 축에는 누적불량구성비를 나타내는 CAP(Cumulative Accuracy

Profile) 그래프의 요약 수치로 통상 Gini Coefficient라고도 불리고 있는 

변별력 지표로 값이 클수록 변별력이 우수함.

4. C(C Statistic): ROC는 수평축에 누적우량구성비, 수직 축에는 누적불량구성비

를 나타낸 그래프임. 우량과 불량의 Trade Off관계를 보여주기 때

문에 Trade-off Curve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ROC의 요약 수치로는 

ROC Measure(Area Under the ROC, AUROC)가 있으며, 통계학에

서는 C Statistic라 불리고 있는 변별력 지표로 AR과는 다음과 같

은 선형관계가 있음. AR = 2*C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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