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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여건 하에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대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의 건전성 확보 및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가계부채 증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가계 내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별개로 취급하거나 금

융시장에 국한하여 가계부채의 위험을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가계부채의 주요한

두 경제주체인 가계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의 연계성을 행태적인 측면에서 분석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가계부채는 오롯이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은 금융시장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부채수준 내지, 가계상환능력만

을 보고, 또는 가계부채의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 분석만으로는 복잡한 가계부채 문

제의 특성상 리스크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당사자의 재무행태를 좀 더 미시적으로 면밀

히 살펴보고 이러한 행태변화가 거래상대방인 금융기관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두 경제주체 간 가계부채로

인한 연계성을 확인하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금

융부문과 실물부문에서 살펴봄으로써 가계부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

인 리스크의 정도를 가늠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관련 정책방안 마련의 미시적 토

대를 제공하는데 있다.

한편 가계부채는 단순한 가계의 채무부담 결정이 아니며 다른 의사결정이 그러

하듯 자산구성, 저축, 투자 등 가계의 주요한 재무결정과 맞물려 있다. 가계자산구

성이론을 토대로 가계부채의 증대가 자산항목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는 부동산구입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되어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금융자산이 일정부분 소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의 대차대조표상에서 가계부채의 증대는 금융자산의 감소와 부

동산자산의 증가형태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부동산자산 마련을 위한 가계부채의 증

대는 현금흐름상에서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쳐 가계의 금융저축의 감소를 가져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자산 취득을 위해 축적된 금융자산을

소진시키고 대출을 활용함으로써 가계저축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가계 자체

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로 인해 유동성위험이 커지고 자산가격 및 이자율 변동 리스

크 노출이 확대됨으로써 위험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가계부채의 확대가 가계의 다양한 재무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

는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저이자기조와 은

행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경쟁은 이와 같은 가계의 재무행태의 변화를 가져온 한 가

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가계부채의 확대는 은행의 대차대조표상에서 대

출자산의 확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여태껏 가계부채의 확대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자산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앞서 제기한 바데로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저축이 제약을 받아 이것이 개인들의 고위험·고수익 자산 투자성향의 확

대와 맞물리면서 가계예금 수신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의 확

대는 금융기관의 예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순히 대출측면 뿐이 아니라 분

모인 예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있어 유동성위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을 살펴본 결과 금

융부문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자체의 리스크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감내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유동성위험을 나타내는 예대

율 지표는 수치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이면

을 살펴보았을 때 가계저축이 가계부채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예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변동성이 높은 기업예금이 높아지고 있어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적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가계부채의 금융시장 위험 측면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된 반면 가

계부채의 확대로 소비의 변동성 확대 위험에 대한 분석은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일

부 논의는 경기충격시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침체 가능성을 위험으로 제기하고 있지

만 본고에서는 가계부채의 확대로 인해 소비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가계부채는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추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높은 가계부채 보유수준이 가

계의 소비변동성을 보다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높은 부채수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경기충격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수준의 적정규모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

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계부채의 적정수준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가계부채의 접근성 자체만을 확대시키는

기존의 서민금융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중 하나이므로 이

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생계형 가계부채의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것은 사회

복지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재정이 수행할 일을 금융부문이 대신

하고 가계로 하여금 최종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부채수준

이 어느 정도 조정되기 위해서는 이자율 수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향후 소비자금융정책은 가계부채의 접근성 제고에서 벗어나 가계의 자산형성 및

저축률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저축률 제고가 가계

부채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현재의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속도를 감안할

때 은퇴대비자산 축적의 불충분성은 이와 같은 정책의 당위성을 보다 강화시켜준다

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며 현재의 가계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비와 교통·통신비용에 있어 부담 완화가 필수적이다.

한편, 금융기관도 이를 위해 그동안 손쉬운 예대마진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하여 수익원을 보다 다각화시켜 과도한 대출경쟁을 삼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가계부채 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대비하여 대손충담금 적립률

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불안정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

어 가계가 갖고 있는 주택자산에 대한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리스크 관리 금융교육을 통해 부동산자산의 위험성도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다. 가계부채 문제의 접근은 점진적이며 조심스러운 그리고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의 불확실성속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감축 노력이

자칫 직접적인 규제로 이어져 가계부문과 금융부문의 유동성위기를 촉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가 증대함에 따라 연체율 상승 및 상환불능의 경우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 구제제도를 보다 채무자위주로 설계함으로써 신속히 이

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종합적인 가계부채 출구전략의 수립과 일관된 추진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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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줄어

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

고 있음.

○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개인가처분 소득

이나 금융자산 축적 속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의 금

융시장 전이 및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2011년 가계부채와 관련된 대표적 신조어는 바로 ‘House poor’로 주택자

산만을 보유하고 가계부채 상환부담으로 힘겹게 살고 있는 서민층의 어

려움을 반영

―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등 주요 해외매체에서도 한국의 가

계부채 수준에 대한 우려 및 관련 기사1)를 지속적으로 싣는 등 대내외

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및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

○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정세

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높

은 가계부채 수준은 향후 국내 경제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있어 왔으나

대부분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가계부채를 금융시장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국한하여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을 제한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대

부분임.

○ 주지하다시피 가계부채는 그 결정자체로도 다양한 가계의 재무결정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가계부채 문제 역시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연계되

어 있고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 역시 금융시장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

1) Wall Street Journal은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때의 130%, 2007년 미
국 서브프라임 위기 때의 137%를 대폭 웃도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명(2011.5.26.) 한바 있으며
Financial Times도 미국 및 영국과는 달리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20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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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증대로 인한 리스크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

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주요한 두 경제주체인 가계와 금융기관의 행태적인

측면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가계의 부채수준 내지, 상환능력만을 평가하고, 또는 가계부채의 금융시

장 관련 리스크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복잡한 가계부채 문제의 특성상 리스크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음.

○ 가계부채 당사자의 재무행태를 좀 더 미시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이러한 행태

변화가 거래상대방인 금융기관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두 경제주체 간 가계부채로 인한 연계성을 확인하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에서 살

펴봄으로써 가계부채 확대에 따라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가늠하

고 이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마련의 미시적 토대를 제공하는데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증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

보 방안 마련을 위해 가계부채를 통한 가계와 금융기관간 연계가능성에 대한 미

시적 분석을 토대로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요인을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으로 나

누어 분석하고자 함.

○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련 연구들이 가계의 재무건전성 여부 또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문제를 별개로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었음.

― 대부분의 가계부채 관련 연구들이 가계부채의 증대가 단순히 두 경제주

체 즉, 가계부문의 부채와 금융기관의 자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금융기관보다는 단순

히 가계부문 재무건전성 여부에 주목하는 경향

○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증대에 따

른 리스크 요인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긴요하며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요인을 금융부문은 물론 실물부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가계부채의 확대가 단순히 금융기관의 자산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대차대조표의 변화는 물론 현금흐름 나아가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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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 금융기관1)

자산 부채와 순자산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금융자산 가계부채 대출채권 예금

실물자산 　 　 시장성 수신

기타자산 순자산 기타자산 자기자본

현금의 유입 현금의 유출 금융기관 영향

소득 대출금 상환 자금조달구조: 시장성수신

　 소비 유동성 리스크: 예대율

기타유입 저축 및 투자

자산과 부채 모두에 있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것이 금융부문은

물론 실물부문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

― 가계의 채무부담행위는 가계의 대차대조표는 물론 현금흐름(cash-flow)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재무결정은 다시 금융기관의 대차대조

표의 자산과 부채 항목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소비부문에 나타난 구조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비의 변동성 확대라고 할 때 가계부채의 확대와

이와 같은 소비변동성의 확대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

· 금융접근성의 확대는 가구들로 하여금 더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하여 보

다 많은 위험에 노출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전

후로 가계부채의 수준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의 변동성이 이에 따라 확

대되고 있는지를 살펴봄.

<그림 1> 가계부채를 통한 가계와 금융기관의 연계

주:1) 본 연구에서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상정

  2) A: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가계 자산의 변화 

     B: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가계 소비 및 저축 변화

C: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산 변화

D: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채 변화

A

D
B

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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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수단 변화에 따른 현금의 유출 변화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다음 Ⅱ장에서는 먼저 가계부채 관련 최근 현황과 주요 특징을 간략히 정리

하고 Ⅲ장에서는 가계부채 확대의 효과 및 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보다 종

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계와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를 연계가능성을 분석

― 구체적으로 위 <그림 1>에서 A와 B 관계를 실증분석해 보고 D의 경우

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함.

○ 다음 Ⅳ장에서는 이와 같이 분석된 가계와 금융기관간 연계 가능성을 토대로 리

스크 요인을 현재의 상황에서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함.

― 실물부문의 경우 가계부채의 증대가 소비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행태 특성과 차입제약 결

정요인 등을 분석하고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평활화가 저해될 수 있는지

를 실증분석하기로 함.

○ 마지막 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정리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

점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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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계부채의 현황

□ 최근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① 가계부채의 증가

세 지속 ② 저소득층 대상 생계형 대출 확대 ③ 비은행권 대출확대 등으로 요약

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특징은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환경이 악화되어 가계부채

의 질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시사

□ 먼저 가계부채는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연평균 9.0% 내외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2)

○ 한편, 2005~2010년 기간 중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6% 내외에 그침에

따라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2005년의 129%에서 2010년 155%로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를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영국

(09년말 172%), 호주(158%) 등과 함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최근 가계대출은 주택구입 목적 보다는 생계형 성격의 자금이 증가세를 주도하

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이외 목적 대출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

히 상승하면서 2011년 상반기중 48.4%를 기록하였으며 신용대출 증가율도 주

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상회

○ 생계형 성격의 자금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되

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높은 물가 오름세 등

으로 생계비 지출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수지가 악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평

가됨.

□ 한편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금융권 가계대출

이 늘어나고 있음.

○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의 경우 대출잔액은 전체 가계대출의 12%

2) 가계부채 관련 주요 지표들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1.10)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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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나 2010~2011년 상반기 중 총 대출증가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은 37%에 달하여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저소득계층에 대한 대출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이 확대

된 것과 가계수지악화로 인해 생계형 차입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

고 있음.

□ 따라서 은행권보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호금

융의 증가세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남.

○ 비주택․비은행 대출이 주택․은행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채

가 소득과 같은 속도로 늘어나더라도 가계 원리금상환액비율(DSR)이 상승하

는 문제가 발생

□ 가계채무의 위험계층이라 할 수 있는 과다채무가구3)의 경우 전 소득계층에 걸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경제여건 악화시 원리금 상환부담 급증

및 주택처분압력에 직면할 우려가 제기됨.

○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과다채무를 보유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승

□ 끝으로, 차입자의 수가 꾸준히 증대하고 있으나 가구부채의 증가는 신규차주가

구보다는 기존 차주가구의 부채누적이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

○ Karasulu and Schiff(2007)는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2001-2005년간 우리나라 가

계부채의 증가는 대부분 부채를 갖고 있었던 상위소득계층이 부채를 증대시킨

데 기인한다고 주장

○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가계부채의 증가가 신규 차

주가구의 영향인지 기존 차주가구의 부채의 증가인지에 따라 실물부문에 미치

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3) 과다채무가구는 통상적으로 DSR>40% 경우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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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부채 확대의 효과: 대차대조표 분석

□ 가계의 채무부담행위는 가계의 대차대조표 및 현금흐름상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를 다음에서 분석

○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 대차대조표상에서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며 단순히

가계부채의 재무제표상의 효과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 영향

을 미치게 됨.

○ 아래 그림은 가계자산 구성을 통해 살펴본 가계부채와 자산 그리고 가계부채

간 관계를 설명

― 일반적으로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자산 축적이 일정

부분 기존 금융자산의 소진과 부채 증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원리

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금융저축이 감소하게 됨을 시사

<그림 2> 가계부채와 자산, 그리고 저축간 관계

주 : 실물자산에는 부동산 자산 등이, 인적자산에는 가계 구성원의 교육수준, 건강 등

이 포함되며 공적저축에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관련 납부액이 포함됨

□ 다음에서는 가계가 부채를 변화시켰을 때 발생할 재무제표상의 효과를 금융자산

의 변화, 실물자산의 변화, 저축의 변화 세 가지 가능성을 실증분석해 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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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계부채의 증대가 실물자산 특히 부동산자산과 함께 늘렸을 가능성을

살펴봄.

○ 다음으로 가계부채의 증대와 금융자산이 어떠한 관계를 나타날지에 대한 실

증적 연구를 수행

○ 마지막으로 가계부채로 인해 현금흐름표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가능성을 실증분석함.

― 원리금 상환부담과 실물저축의 증대로 인해 일종의 대출 형태로 실물자산에

대한 저축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금융저축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음.

□ 다음에서는 가계부채의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와 현금흐름표상의 실

물자산 증대 및 금융자산 대체 가능성 그리고 저축 저하 가능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함.

1. 가계부문

1) 대차대조표상의 효과

□ 다음에서는 가계부채와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의 연계가능성을 실증분석함.

□ 먼저 가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한 상태에서 부채가 많은 가구가 동시

에 자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정함.

○ 본 절에서는 가계의 이질성 및 종속변수의 특성(≥0)을 감안하여 가계부채와

자산보유의 동시적인(simultaneous) 의사결정 행태를 분석

― 이를 위해 2변수 토빗(bivariate Tobit) 모형을 이용, 부채와 자산의 결정요인

을 추정한 후 이로부터 두 추정식의 오차항간 상관계수를 구하여 가계부채

와 자산 보유의 상관관계를 파악함.

○ 나아가 부채와 금융자산간 관계분석과 아울러 가계자산구성에 있어 부동산의

중요성을 감안,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각 소득

계층별로 나누어서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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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에서는 Brown and Taylor(2005)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간 관계를 검정하기위해 전형적인 토빗 모형을 이용, 자산과 부채

식을 동시적으로 추정함.

○ 추정방법은 완전정보 우도함수를 이용

ln 
   

′   (1)


 : 가구 j의 자산 또는 부채수준을 나타내는 latent variable

: 가구j의 특성변수 벡터

: 자산(a) 또는 부채(d)

□ 식 (1)의 설명변수()로는 Guiso et al.(2002)과 Brown and Taylor(2005)를 원용

하여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사용.4)

○   는 확률변수로  ∼  
 

 이며 공분산은  로 나타

나고 오차항  은 분산이 각각 
 

로 표시되며 결합정규분포로 가정

○ 만약 금융부채와 자산 추정식의 오차항  의 상관계수 가 0이 아니라면 동

시추정은 다른 추정기법에 비해 효율성이 높게 됨.

□ 부채가 많은 가구가 자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추정식

의 오차항간 상관계수 의 부호와 크기임.

○ 즉 자산과 금융부채간에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금융부채를 많이

보유한 가구가 동시에 자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마이너스(-)의 상관관계

가 존재하면 반대의 경우를 의미

○ 한편 상관계수가 ±에 가까울수록 자산과 금융부채간 선형관계의 강도가 커

짐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느슨함을 의미

□ 가계의 자산과 금융부채의 행태식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 1>에서 정리하고

있음.

4) 가구주 연령 및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 수, 혼인상태, 자가여부, 주거주택의 유형, 가구 소득이 포
함되며 두 식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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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가구의 자산 및 부채수준을 결정하는 유의

한 변수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 추정결과 대부분의 통제변수들이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주요 설명변수의 실증분석결과는 기존의 자산 및 부채의 결정요인에 대

한 연구결과5)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먼저 연령 프로화일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축적간 관계를 살펴보면 금융자산

과 금융부채의 축적은 역U자 형태로 일생주기가설의 예측과 일치하고 있음.

○ 또한 연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채와 자산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항상소득가설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혼인여부 변수의 경우 가계 금융자산 축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계 금융부채 축적과는 유의한 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웠

음.

□ 본 분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총자산과 금융부채간 상관계수는 금융부채와 금

융자산 간에는 마이너스(-), 부동산을 포함한 총자산과 금융부채간에는 플러스(+)

로 나타났음.

○ 금융자산과 부채간의 마이너스(-) 관계는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가 금융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 반대로 부동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금융부채가 많을수록 총보유 자산규모가

큰 것으로 해석됨.

○ 한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관계수()는 0에 가까운 반면 부동산을 포함

한 총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관관계는 0보다 뚜렷하게 큰 것으로 추정되었음.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Guiso et al. 2002; Karasulu and Schiff,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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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금융자산 금융부채 총자산 금융부채

연소득
0.6932*** 0.9166*** 0.3373*** 0.9043***

(0.0242) (0.0503) (0.0155) (0.0503)

연령
0.0844

***
0.2769

***
0.0719

***
0.2805

***

(0.0086) (0.0164) (0.0055) (0.0162)

(연령)
-0.0009*** -0.0030*** -0.0006*** -0.0031***

(0.0001) (0.0002) (0.0001) (0.0002)

가구주성별

(여자=2)

-0.4678
***

-0.3577
***

-0.1891
***

-0.3650
***

(0.0466) (0.0825) (0.0314) (0.0824)

교육정도

(0~6)

0.1328*** 0.4122*** 0.1993*** 0.4147***

(0.0171) (0.0304) (0.0120) (0.0305)

가구원수
-0.0694

***
0.3827

***
-0.0278

**
0.3810

***

(0.0204) (0.0358) (0.0135) (0.0359)

혼인상태
0.3560*** -0.1063 0.2795*** -0.0962

(0.0620) (0.1158) (0.0401) (0.1158)

자영업자

더미

0.3332
***

0.3705
***

0.2931
***

0.3747
***

(0.0472) (0.0801) (0.0336) (0.0802)

자가 더미
0.4686*** 0.9317*** 0.9386*** 0.9568***

(0.0476) (0.0860) (0.0361) (0.0863)

상수항
-3.9503

***
-12.4859

***
-0.1536 -12.4668

***

(0.2883) (0.5587) (0.1829) (0.5569)

 1.7559
***

1.1600
***

 3.0371
***

3.0389
***

 -0.022
**

0.173
***

관측치수 8,275 7,868
주 : 1) I과 II는 자산의 포괄범위에 따른 구분으로 I은 금융자산만을 II는

금융자산에 부동산자산을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임

2)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4) 전용면적, 아파트 더미 변수는 지면관계상 생략

<표 1> 2변수 토빗 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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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금융부채가 많을수록 금융자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실증분석

결과는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남.

○ 특히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 간 플러

스(+)의 관계가 나타났으나(Brown and Taylor, 2005) 이는 우리나라 가구의

높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방법을 소득계층별로 적용하여 분석해보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

음.

○ 추정결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로 추정되었으나 일

부계층(2, 3분위)에서만 유의하고 다른 계층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음.

○ 반면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금융부채와의 관계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플러

스(+)로 나타난 데다 유의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중상위 소득계층인

4, 5분위 계층의 상관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 분위
 (Bivariate Tobit)

I II

1 분위 -0.018 (0.08) 0.09***(0.29)

2 분위 -0.063
***

(0.02) 0.12
***

(0.31)

3 분위 -0.053
**
(0.01) 0.18

***
(0.22)

4 분위 -0.039
*
(0.18) 0.24

***
(0.38)

5 분위 -0.028(0.13) 0.25***(0.36)

전 체 -0.022**(0.17) 0.17***(0.39)

주 : 1) I과 II는 자산의 포괄범위에 따른 구분으로 I은 금융자산만을 II는

금융자산에 부동산자산을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임

2) 상관계수의 추정은 2변수 토빗모형을 이용한 결과임

3) ( )은 단순 상관계수 추정치

4)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2> 소득계층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간의 상관관계

□ 이상의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로 추정되어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는 금융자산의 보유규모가 적은 것으로 분

석됨.

○ 이는 부채규모가 큰 가구의 재정상태가 유동성 측면에서 양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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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우리나라 가계자산구성에 있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실증분석에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자산과 부채와의 관계는 플러스

(+)의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

○ 통상적으로 가계 부채의 증가는 부동산 자산의 증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남 (Flavin & Yamshita, 2002)

○ 소득계층별로 살펴보았을 때 고소득계층일수록 동 관계는 보다 긴밀한 것으

로 나타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난 금융부채는 상대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한 중․고소득층의 자산취득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가계의 자산증

가로 이어진 것임을 시사

○ 금융자산과 부채와의 관계가 마이너스(-) 관계 내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가계가 부동산 자산 구입을 위해 금융자산을 소진하고 금융부

채를 활용하였음을 시사

2) 현금흐름표상의 효과

□ 가계부채의 증대가 대차대조표상에서 금융자산 감소와 실물부문의 자산 증대와

연계되어 있다면 현금흐름표상에서는 현금의 유출부분에서는 가계부채로 인해

저축률의 저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실증분석해 보았음.

□ 한편, 외환위기 이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소매금융에 대한 집중과 장기주택금

융의 활성화, 신용카드 등 지급결제수단의 선진화 등으로 주택담보 대출 및 소

비자신용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계의 금융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내

구재 구입, 주택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 가계의 저축이 저하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 역시 저축여력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

□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 경쟁 확대는 전

가계에 부채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중·고소득 계층을 중심

으로 소득대비 부채규모가 증대되었음.

○ 한국노동패널자료(1차~10차)를 이용하여 부채부담의 증대가 저축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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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는 실증분석 방법에 관계없이 가계 저축률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소비자금융의 발달과 低금리 기조의 정착으로 인해 부채에 대한 접근 가

능성이 높아진 가계가 부동산 자산 구입을 위해 금융자산을 소진하고 금융부

채를 활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이 가계 저축의 제약요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판단됨.

변 수
Quantile Fixed effects

Ⅰ Ⅱ Ⅰ Ⅱ
소득대비

부채상환액

-2.156*** -2.364*** -0.435** -0.391**

(0.264) (0.184) (0.183) (0.121)

가구원수
-0.905 -0.605 0.185 0.099

(0.576) (0.398) (1.199) (1.148)

자녀수
0.208 -1.003* -2.983 3.276

(0.792) (0.547) (2.534) (2.442)

가구주나이
-1.620*** -1.555*** -0.147 -0.193

(0.407) (0.285) (1.854) (1.832)

(가구주나이)2 0.013*** 0.014*** 0.000 0.000

(0.004) (0.003) (0.014) (0.014)

가구주성별
3.487 0.494 3.930 3.535

(3.129) (2.123) (13.45) (13.55)

혼인관계
-0.623 0.227 -12.500*** -8.388***

(0.411) (0.318) (1.542) (1.975)

가구주의

일자리유형

-2.941*** -0.501 -1.841 -1.764

(0.795) (0.554) (1.648) (1.639)

배우자의

일자리유형

-0.208 -1.171** 0.225 -0.344

(0.793) (0.550) (1.378) (1.366)

주: 1) ( )안은 Heteroskedasticity 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위첨자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상수항 및 연도 더미는 생략되었으나 5%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표 3> 부채상환부담의 증가가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

□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자산 취득을 위해 축적된 금융자산을

소진시키고 대출을 활용함으로써 가계저축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가계 자

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유동성위험이 커지고 자산가격 및 이자율 변동 리스

크 노출이 확대됨으로써 위험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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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부문

□ 금융부문6)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효과는 가계부문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음.

○ 가계부채의 증대는 금융부문 대차대조표상에서 대출자산의 증대를 가져옴.

○ 아울러 가계부문의 예금감소에 따라 은행부문 부채의 감소가 있게 되고 이것

은 은행부문의 자금조달수단의 변화를 가져옴.

□ 그간 예금 등 전통적 수신이 부진한 가운데 대출확대를 통한 수익창출기회의 지

속에 따른 예금 이외의 다른 재원조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채 및 CD

발행 수단이 활용

○ 민간의 실적배당형 상품 선호 및 은행예금 둔화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은

대출확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성 수신은 글로벌 금

융위기 이전까지 크게 확대되었음.

□ 금융부문의 경우 가계부채의 확대로 인한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의 상환리스크

이외에 금융기관 유동성 위험의 증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성향의 변화와 가계부채의 확대로 인한 가계저축의 감소

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은행의 예금비중이 하락하고 은행간 대출확

대 경쟁에 따라 시장성 수신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 이와 같은 배경으로는 가계의 저축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저이자

기조하에서 자산형성과 관련하여 안전한 저축에서 위험하지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로 성향이 바뀐데 기인

― 1990년대 말 이후 예금자산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식의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6) 본 연구에서 금융부문은 가계부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은행부문에 국한하여 기술하기로 함.

- 16 -

<그림 3> 개인의 연도별 금융자산 구성 변화 (잔액기준)

자료: 한국은행 ECOS, 자금순환표 각년도.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예금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 및 중소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수익창출기회가 지속됨에 따라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부족한 대출재원 충당을 위해 시장성 수신을 확대

○ 2003년 중반 이후 예금은행 예대율(대출/예금)이 100을 초과하기 시작한 이

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족한 대출재원을

은행채, CD 등으로 충당

□ 당시 은행채 수요가 꾸준한데다 실효 발행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아 은행채 발행

을 통한 자금조달이 촉진되었고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의 평균만기가 부채보

다 대폭 길어지면서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은행채

발행 유인이 증대하였음.

□ 또한 은행대출중 상당부분이 CD금리연동 대출인 상황에서 CD발행 확대로 CD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평균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CD 발행을 자제할

유인은 미흡하였음.

○ 아울러 중앙은행의 지준관리 강화 등에 대응하여 지준자금을 안정적으로 확

대하기 위하여 은행권이 CD 발행을 경쟁적으로 확대한 경우도 발생

□ 이와 같은 시장성 수신의 과도한 확대는 조달자금의 만기연장시 차환비용이 상

승하거나 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

○ 예금 증가세 둔화와 은행채 등 시장성수신 확대는 은행채 발행확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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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금리 상승, 금융권간 수신경쟁에 따른 저축성예금 금리의 인상, 그리고

저원가성 예금에서 CMA 등 경쟁상품으로의 자금 이동 등에 따라 예대금리

차가 축소되어 은행의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종합하면 가계부채의 확대는 금융부문의 자금조달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와

같은 변화가 다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 증대를 가져오는 등 가계부문과 금융부

문간의 연계성이 가계부채로 강화되었음.

○ 가계저축 저하 및 비은행금융기관과의 수신경쟁 심화에 따른 예금위축에 대

응하여 시장성 수신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은행의 경영여건은 물론 금융시

장 및 가계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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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계부채 확대의 리스크 요인 분석

□ 본 장에서는 Ⅲ장에서 언급한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요인들을 금융부문과 실물

부문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고 이를 평가해 보기로 함.

○ 무엇보다도 가계와 금융기관 간 연계로 인해 발생할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

크를 검토

○ 다음으로 가계부채로 인해 실물부문의 리스크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계

부채로 인한 소비의 변동성 확대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영향을 살펴봄.

1. 금융부문

1) 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평가

□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가계의 상환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가계부채만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1.10; 한국금융연구원, 2011.9)

○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가계부채의 대부분(87%)을 채

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중상위 소득계층(3〜5분위)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지

적됨.

○ 해외 비교를 해 통해 상대적인 위험도를 가늠해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원리

금상환부담률(DSR)은 9%～20%로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16%～22%)

보다 다소 낮으며 주채무계층인 중상위계층의 경우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으

로 평가

― 주택담보가액대비 은행대출금 비율(LTV)은 약 47%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에 비해 낮음

○ 취약계층의 부채가 늘고 있으나 DSR이 높은 1분위 계층의 부채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손실 및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 위험이 작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부실이 다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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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과거 카드사태와는 달리 은행과의 연결고리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그러나 가계부채의 증가세 지속, 질적 측면의 건전성 저하 등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취약성도 점차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최근의 가계대출이 생계형자금 위주로 증가하고 있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

급이 억제됨에 따라 가계의 차입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면서 가계채무부

담 증대, 다중채무자 확대 등의 부작용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

□ 주택가격의 변화도 가계부채의 주요한 리스크 요인인데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약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짐.

○ 2011년 들어 가계대출 연체율이 2010년말 0.68%에서 2011년 2/4분기말

0.74%로 상승하고 있으며 집단대출 연체율도 높아질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

○ 최근 가계대출의 요주의여신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 고가 대형주

택의 가격이 하락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가계대출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2005~2007년 주택가격 급등기에 수도권 고가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가계의

경우 레버리지비율이 여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연체율도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7)

○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6.29) 이후 은행들이 비거치식 분할

상환대출을 확대하고 있어 기존 대출의 만기 및 거치기간 종료시 원금상환부

담이 일시에 높아지면서 가계대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됨.

□ 따라서 최근 거시경제 및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내외

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실이 확산되면서 실물부문의 위기와 금융시장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됨.

7) 고가주택은 담보가액 6억원 이상으로 정의하고 레버리지 비율은 (대출액/소득)로 정의할 수 있는데 평균 

370%로 나타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1.10)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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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 유동성 리스크

□ 최근 들어 조달측면에 부실우려가 높아진 상호저축은행 예금이 은행으로 유입

되고 국내외 금융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면서 예금 증가세가 지속

되었음.

○ 반면, 예금 증가폭의 경우 2011년 1~8월중 30.1조원에 그쳐 2010년 같은 기간

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음.

― 대출 증가세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자금조달면에서도 소극적인 태

도를 유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예금 주체별로 살펴보았을 때 2000년 이후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저축감소

와 안전자산 대신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가계예금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업예금의 비중이 늘고 있어 과거와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음에 주의

할 필요.

<그림 4> 일반은행 자금조달수단별 증감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1.10

□ 한편, 앞서 우려하였던 은행의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은행들의 시장성 수신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부채성 자금 조달원 중 시장성 수신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 32.6%에서 2011년 8월에는 12.3%로 크게 하락하였음.

○ 이에 따라 일반은행의 예대율도 2011년 8월 현재 97.8%로 하락하여 규제수준

인 100%를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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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반은행의 원화자금조달 수단별 비중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1.10

□ 국내은행의 예대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은행간 자산

확대 경쟁으로 크게 늘어났다가 위기 이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내 은행 예대율은 2007년말 132%로 최고수준을 기록하다가 이후 하락하여

2011년 2/4분기말 현재 109.3%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반은행의 경우도 2008

년부터 하락하여 2011년 2/4분기말 현재 98.3%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6> 일반은행 예대율

주: 1) 4분위로 나누었을 때 1~4분위 범위

2) 4분위로 나누었을 때 2~3분위 범위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1.10

□ 그러나 예금은행의 예금 중 안정성이 높은 가계예금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

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업예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비록 은행의 예대

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유동성 위험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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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이병윤, 2011)

○ 전통적으로 은행예금의 주체는 가계이나 2000년대 들어 가계예금 비중은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기업예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업예금은 투자 등 기업의 경영활동 및 경기변동 등에 따라 가계예금 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의 유동성위험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

하지 못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평가

□ 한편,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의 영향 등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국 은행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은행의 여신건전성

및 부실여신 발생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국은행, 「금융

안정보고서」, 2011.10)

○ 대출연체율은 2011년 2/4분기 1.0%,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6%로 전분기에 비

해 하락

○ 무수익여신비율 및 자본대비 무수익여신비율은 각각 0.6% 및 3.3%로 주요국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종합해 보면, 자금조달구조 안정성이 제고되고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이 양호하

여 은행의 전반적인 충격흡수 능력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세계경제 불확실성 및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내경기의 하방리스크

증대, 국내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위험 요인이 잠

재해 있는 것으로 보임.

○ 지표상으로 은행부문의 유동성위험 수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의

저축여력이 소진한 가운데 가계예금의 감소추세 등으로 인해 내재적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됨.

2. 실물부문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소비부문에 나타난 구조적 현상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비의 변동성 확대라고 할 때 본 절에서는 바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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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비변동성의 확대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

□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의 증대가 오히려 유동성제약을 가져오는 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살펴 봄.

○ 대부분의 부채가 소비성 부채가 아닌 관계로 가계부채의 확대가 유동성제약 완

화를 직접적으로 가져오기 어려우며, 또한 기존 차주 가구의 부채 확대는 이들

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과 기존에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평활화

(consumption smoothing)가 제약을 받는 환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

□ 먼저 가계부채의 확대가 신규 차주가구들의 확산이 아닌 기존 차주가구의 부채

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둘째, 기존 차주가구의 높은 부채가 차

입제약에 빠지게 하는 요인인지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차입제약으

로 인해 소득변화에 대한 소비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살펴봄.

○ 우리나라 가계부채 행태에 있어 지속성(persistence)이 나타나는지를 분석

○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이미 축적되어진 기존 부채가 가계의 차입제약 내지 유동

성제약을 가져오는 요인인지를 분석함.

○ 차입 내지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가구가 이론의 예측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소비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하는지를 실증분석함.

1) 가계의 부채 보유 특성: 지속성

□ Lowess 분석8)을 통해 두 시점간 가계부채의 변동패턴을 살펴본 결과 적지 않은

수의 가계의 부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계부채의 총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와 일치

□ Lowess 분석결과 <그림 7>의 45도선 위쪽에 위치한 점들은 이전기간에 비해 부

채가 보다 증대된 것을 의미하며 추정선이 45도선 위쪽에서 지나는 것은 低부채

계층의 경우 부채가 감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

8) LOWESS(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은 non-parametric 추정기법으로 사전적인 함수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자료만을 이용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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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owess 분석을 이용한 부채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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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노동패널조사자료(1차～10차)를 이용하여 추정

□ 위의 결과는 우리나라 가구의 경우 일단 부채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상환되기 보

다는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증대하는 것을 나타냄9).

○ 기존 차주가구의 경우 늘어난 부채가 자산이 뒷받침 되지 않거나 소득이 단절되

는 등 경제·사회적 충격이 있을 경우 차입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2) 차입제약의 결정요인 분석10)

□ 본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 조사자료(2009)를 이용하여 차입제약이 나타

나는 가구를 특성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이들 가구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차입제약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음.

○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 자료에는 2007년을 기준으로 차입제약 경험에 관한 질

문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연구와 달리 차입제약 가구를 구분하여 규모, 결

정요인 및 차입제약의 경제적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과거 2~3년 안에 돈을 빌리려다 실패했거나,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①빌리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와 ‘②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로 응답한 가계를 각각 직접적인 차

9) 가계부채의 지속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주택관련 대출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

면 분양대금 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쌓아나가다 집이 완공되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

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시될 수 있음. 

10) 본 분석내용은 유경원·변혜원(2011의 결과를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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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제약에 있는 그룹과 차입금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그룹으로 구분하여 정의

□ 2007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

과, 대략 10% 정도의 가구가 광의의 차입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음.

○ 이들 중 차입금부족에 직면한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약 4% 정도의 가구가 직접적인 차입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의 소비자금융 확대 전략에 따라 전반적

인 가계 금융서비스가 확대되어 직접적인 차입제약 가구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

는 반면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액 보다는 적은 대출

을 받는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다음에서는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을 이용, 가계의 차입제약 및 차입

금부족 제약의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

○ 추정에는 소득, 가구주의 연령, 성별, 학력, 가구원 수, 가구주의 고용형태, 자가

여부, 총자산 및 총부채 규모, 서울 거주 여부 등이 설명변수로 사용

□ 아래 <표 4>의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 자가보유여부, 총자산, 총부

채, 서울 거주 여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입제약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자가일

수록, 그리고 총자산 규모가 작고 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직접적인 차입제약에

직면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원하는 액수만큼 대출을 얻지 못하는 차입금부족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

은 앞의 분석과 유사하나 소득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들이 차입금부족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가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 기존 보유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그

리고 서울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하면 첫째, 차입제약의 경우 자가를 보유하는 지 여부가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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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차입금부족 제약의 경우 기 보유부채 수준이 높을 경우 이것이 대출서비

스 제약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출서비스의 접근성 자체가 차단된 가구의 경우에는 낮은 순자산

은 물론 무엇보다도 낮은 소득이 이 같은 금융서비스 접근의 단절을 가져오고

있음을 나타냄.

<표 4>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한 차입제약의 결정요인 분석

추정계수 Z값

차입제약

더미 = ①

ln(가구소득) -0.35
***

-2.81

가구주 연령 -3.29 -0.36

(가구주 연령)
2

4.30 0.45

가구주 성별 0.29 0.68

가구주 학력 -0.09 -0.82

가구원 수 0.03 0.24

상용직 여부 -0.36 -1.25

자가 여부 -0.64
**

-2.04

ln(총자산) -0.16*** -2.75

ln(총부채) 0.23** 2.01

서울 거주 여부 -0.40 -1.25

상수 1.14 0.49

차입금부족제

약 더미 = ②

ln(가구소득) 0.05 0.28

가구주 연령 4.15 0.48

(가구주 연령)2 -2.54 -0.28

가구주 성별 0.48 1.30

가구주 학력 0 0.02

가구원 수 -0.11 -1.01

상용직 여부 -0.40
*

-1.65

자가 여부 -0.50* -1.94

ln(총자산) -0.13** -2.28

ln(총부채) 0.24
**

2.41

서울 거주 여부 -1.54
***

-4.17

상수 -3.81
*

-1.66

관측치수 867

검정치 84.99

Prob > 0.0000
주 :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Multinomial Logit 모형을 사용했으며, 유동성제약 더미는 빌리는 데에

늘 성공했다라고 응답한 경우 0, 빌리려다 실패한 적이 있는 경우 1,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었던 적이 있었던 경우 2의 값을 가짐.

3) 가구주 연령은 계수표기를 위해 연령을 100으로 나눈 값을 사용함.

자료 : 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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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입제약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모형 및 추정방법

□ 본 절에서는 유동성제약 이론이 예측하는 바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적으

로 검정

○ 즉, 차입제약 및 차입금부족에 직면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들이 이와 같은 제

약들로 인해 실제로 소비평활화를 이루지 못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함.

□ 이를 위해 본장에서는 Hayashi(1997)와 차은영(2000)의 모형을 원용하여 유동성

제약 하의 가계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추정식을 도출하여 분석

○ 본고의 차입제약 가구의 소비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을 각각 소비, 소득, 이자율로 정의하고, 통상적인 오일러방정식

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도출

 ln   ln  (2)

○ 추정식의 도출을 위해 효용함수는 CRRA(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형태

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는 상대위험회피계수로 정의

○ 본고에서는 직교검정(orthogonality test)을 통하여 차입 내지 유동성제약이 가

계의 소비최적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도록 함.

○ 이론의 예측에 따르면 유동성제약이 구속력이 없을 경우 소비증가율은 이자율

등의 변수를 제외한 소득증가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유동성제약이

나타나는 가구의 경우 소득의 증가율이 소비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을 갖게 됨.

(2) 실증분석 결과

□ 본 분석에서는 OLS, 도구변수(IV), 고정효과 도구변수(FEIV: Fixed Effect

Instrumental Variables) 추정기법을 사용하였으며, F 검정결과 가계 고유효과들

은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정효과 도구변수 모형은 적합하지 않

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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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본모형으로 OLS를 제시하고 도구변수(IV) 추정 결과도

함께 제시하여 설명함.

□ 한국노동패널(1차~10차) 자료를 이용하여 차입제약과 차입금부족 제약이 있는

가구의 소비행태식을 분석한 결과 소득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 이론의 예측과 마찬가지로 광의의 차입제약 가구가 소비평활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음을 나타냄.11)

○ 전반적으로 차입제약에 놓여있는 강도가 높을수록 가계의 소비민감도는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차입제약이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수준과 관련

이 있음을 감안할 때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소비민감성 확대는 이와 같은 우

리나라 가계부채의 급증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

□ 따라서 최근 거시경제 및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내외

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실이 확산되면서 실물부문의 위기와 금융시장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됨.

□ 종합해 보면, 가계부채와 관련된 실물부문 리스크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의 행태는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변동성을 보다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즉 현재의 높은 부채수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경기충격의 효과

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계

부채 수준의 적정규모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11) ② 그룹의 경우 GMM C 검정치를 살펴보면 소득의 변화율이 외생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있어 

OLS 결과를 토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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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차입제약 추정결과

 ln  

①

 ln  

②

OLS IV OLS IV

 ln    0.10
***

0.49
***

0.06
***

0.74

가구주 연령 -1.82 -2.25 -0.73 1.11

(가구주 연령)2 1.53 2.39 0.74 -1.16

가구주 성별 0.02 0.04 0.03 -0.05

가구주 학력 0 -0.01 0.01 0

가구원 수 0.02 0.03 0.02 0.01

상용직 여부 0.04 0.02 -0.01 -0.07

ln(총자산)/100 0.34 -0.09 -0.27 -1.33

ln(부채)/100 0.25 -2.63 -0.08 1.25

서울 거주 여부 -0.01 0.01 0.02 0.06

상수 0.40 0.61 0.07 -0.17

관측치수 511 415 771 658

검정치 3.00 31.98 2.07 10.94

GMM C 검정치 5.70433 (0.0169) 1.8293 (0.2980)

주 : 1) ①, ②는 각각 차입이 아예 불가했던 그룹, 원하는 만큼 차입하는데
실패한 그룹을 의미함.

2) 괄호안의 수자는 OLS의 경우 t값, IV의 경우 z값을 나타내며, 검정치

는 OLS의 경우 F값, IV의 경우 을 나타냄.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4) 설명변수에 연도더미 포함됨.
5) 도구변수(IV)로 2기 및 3기 전 소득을 사용함.
6) 가구주 연령은 추정계수 표기를 위해 100으로 나눈 수치임.
7) GMM C 검정치 괄호안 수치는  ln   가 외생적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p값임.
8) 가구주 연령의 제곱은 계수표기를 위해 연령을 100으로 나눈 값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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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 금

융시장 관련 리스크에 주목하면서 가계부채의 상환능력 분석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종합적인 분석으로는 미흡한 감이 있음.

○ 본 분석에서는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을 가계재무론적 관점에서 가계와 금

융기관의 대차대조표가 연계되었음을 보이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의 금융부문

및 실물부문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았음.

□ 주요 분석결과 가계의 부채증대 행태는 대차대조표상에서 가계의 금융자산을 감소

시키고 이와 동시에 부동산자산을 증대시키며 저축률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

타나 이러한 가계의 재무행태 변화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가계부채의 확대와 이로 인한 가계대차대조표 및 현금흐름표상의 변화 그리

고 상호 연계된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의 변화는 유동성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

○ 아울러 가계의 부채확대는 소비의 변동성의 확대로 시현될 가능성을 제기하

고 이것이 가계부채로 인한 실물부문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기

― 대내외적인 경제충격이 있었을 경우 가계부채는 경기의 진폭을 보다 확대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기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음을 시사

□ 가계부문의 부채확대는 현재의 여건에서 금융기관이 감내 가능한 위험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부채의 경우 특정 일부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부채 위험관리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계의 부채 및 저축행태로 인해 유동성

위험 역시 지표상보다는 보다 위험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 최근 가계부채의 질이 예전에 비해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임.

□ 본 연구를 통해 가계부문과 금융기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을 동시에 살펴보았을 때 가계부채의 증대는 경제전반적인 리스크의 확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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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온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음을 감

안할 때 가계부채 수준의 적정규모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함.

○ 무엇보다도 가계부채에 있어 지속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

라 가계의 부채행태에 있어 일단 부채를 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부채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되었음.

○ 가계부문의 경우 가계부채의 확대로 유동성위험이 증가하고 이자율 및 자산가

격 변화 위험에 대한 노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득평활화가 제약을 받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

○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가계부채를 통해 자산가격의 변동 리스크에 노출이 확대

되고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의 재무행태의 변화로 인해 유동성위험이 증대될

수 있음을 제기하였음.

□ 따라서 본 분석 결과는 무엇보다도 서민금융정책에 있어서 가계부채를 확대시키

는 현재와 같은 대출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위주의 정책보다는 향후 안정적인 소

득흐름의 확보와 은퇴 및 위험 대비 보유 자산의 축적을 위한 저축 증대가 긴요

함을 강조

○ 가계부채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생계형 가계부채의 수요가

여전히 많고 고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복지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

국 재정이 수행할 일을 금융부문이 대신하고 가계로 하여금 최종 책임을 지우

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향

후 소비자금융정책은 가계부채의 접근성 제고에서 벗어나 가계의 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속도와 이에 대비한 은퇴대비자산의 불충분성은

이와 같은 정책의 당위성을 보다 강화시켜준다고 할 것임.

― 자산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세유인의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조치

가 필요하며 현재의 가계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비, 통신비 등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

- 32 -

○ 부채의 지속성을 감안할 때 저소득계층에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접근성 확대

보다는 사회보장 등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하고 이들

의 자산형성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의 과제로 설정하여 가계부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안심

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 확대의 공급측 요인으로 기여한 금융기관도 그간의 대출위주의 영

업 관행에서 벗어나 대출경쟁을 지양하고 보다 다각화된 수익기반의 영업모

델을 지향할 필요

○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가계부채 관련 종합대책 및 정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정책의 조정(coordination) 기능 강화를 통해 가계

부채와 관련된 종합정책 마련과 일관된 추진이 중요

―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 수 없고 언젠가는 상환되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점진적인 부채조정 계획 수립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임.

· 기존 대출자의 경우 대출상환을 유도하도록 하고 신규대출자들의 경우엔

DTI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건

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12)

― 가계부채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와 같은 서민들의 대출의

접근성 제고가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DTI와 LTV 규제 강화

와 이자율 수준의 정상화를 통해 부채의 접근성에 대한 적정한 기준 마련을

통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 가계부채 확대와 부실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

당금 적립률을 상향 적용하도록 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채무자구제제도

의 정비와 같은 가계부채 관련 퇴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가계부채로 인한 경기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실업보험 등 경기안

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수진작을 위한 선제적 거시재정 정책이

12)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위한 주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한국금융연구원(201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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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원인이 부동산 자산 취득과 관

련이 있는 만큼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됨.

□ 가계부채의 지속성을 감안할 때 가계가 주택가격 하락 및 금리상승시 부담하게

될 리스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채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국민 금융교육

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가계의 재무제표가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며 유동성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

험 투자형 포트폴리오로 운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교육이 필요

□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긴 호흡이 필요하며 보다 점진적이며 조심스러운

정책접근 방식이 필요함.

○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의 불확실성속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감축 노력이 자칫

직접적인 규제로 이어져 가계와 금융부문의 유동성위기를 촉발시켜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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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가계부채 리스크 관련 대응방안

부 문 대응방안

정부

· 소비자금융의 접근성 제고 전략 탈피

· 저축률 제고 및 자산형성 지원 정책

· 교육비 등 서민부담 경감 대책

· 주택가격의 안정

· 실업모험 등 경기안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위험관리 관련 금융교육 강화

· DTI, LTV 강화, 주택금융시스템 개선 등 기존의 가계부

채 종합대책의 지속 추진

중앙은행 · 금리정상화

은행 등 금융기관

· 가계부채와 저축감소에 대비한 유동성위험 관리 강화

·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 대출경쟁을 지양하고 저축 유인 강화

· 예대마진위주의 사업모델에서 탈피하여 수익 다각화

가 계

· 디레버리징

· 은퇴대비 자산 축적 및 디레버리징을 위한 저축 증대

· 유동성위험 등 가계 위험관리 강화

· 투자의 시대에서 저축의 시대로의 전환

· 교육지출의 정상화

기타
· 가계부채의 출구전략

· 개인채무자구제제도의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