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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유동성이 자영업자의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 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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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신한카드의 가맹점주 매출 데이터와 KCB에 등록되어 있는 차주별 신용 데이터를 이

용하여 경기 및 유동성이 자영업자의 금융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가맹점주를 매출규

모, 매출변동, 다중채무(보유대출기관수), 과다채무(DTI)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각 가맹점주군에 대하여

경기 및 유동성이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경기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경

기선행지수를, 유동성변수로는 금융버퍼소진율과 인당신규대출기관수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금융버퍼소

진율은 신용수요를, 인당신규대출기관수는 신용공급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이 두 변수의 비율은 개인신

용시장의 유동성 불일치를 나타낸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 매출과 매출변동을 보면 매출이 작은 가맹점주일수록, 동일

한 매출구간에서는 매출이 감소한 가맹점주가 경기 및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둘째, 대출보유

기관수 3개 이상의 다중채무 가맹점주들이 모든 매출구간 대에서 경기와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

으며, 반응의 정도는 매출이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셋째, DTI가 높은 과다채무 가맹점주의 경우 매

출금액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매출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유동성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다중채무가 유동성 민감도를 구분하는 데 유의한 반면, DTI는 경기 민감도를 구분

하는데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기 및 유동성이 자영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수준, 소득변동, 채무현황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한 최초의 논문으로 향후 자영업자의 관리방안 및 가계부채시장의 경기순

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핵심단어 : 자영업자, 가맹점주, 다중채무, 과다채무, 경기 민감도, 금융버퍼, 경기순응성

Ⅰ. 서론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 및 가계대출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자영업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급여소득자에 비하여 경

기에 의한 소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시 불안정성 증대의 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 대비 약 30%에 달하고 있으며 이

* KCB 연구소 시장분석실(ssy0591@koreacb.com, yhsong@koreacb.com)

** 신한카드 신용기획팀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2012)

- 2 -

는 선진국 평균 대비 2~3배 가량 높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큰 폭으

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외부로부터의 경기 충격, 소득 감소나 이자율 상승에 의한 상환부담 

증가 등의 불안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가계신용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자영업자 관련 연구들은 국가기관에

서 제공하는 총량지표만을 가지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특성에 따라 부실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총량지표가 아닌 자영업자의 개인 

차주별 소득 및 채무 관련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면 훨씬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한카드의 가맹점주 데이터와 KCB의 차주별 카드 ․ 대출 데이터를 결합하여 

자영업자의 연체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가맹점주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매출 규모에 따른 위험 정도를 차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별 소득의 변동이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다. 매출과 소득은 상

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매출의 변동을 소득의 변동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전체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KCB에 등록되어 있는 자

영업자 전체의 연체율에 비해서 신한카드 가맹점주의 연체율이 크게 낮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가맹점주 데이터는 전체 자영업자 모집단 중 우량한 샘플로 구성된 편의

(bias)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얻는 결론들을 전체 자

영업자에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 중에서 매출, 즉 소득이 낮은 그룹이 

경기와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는 사실이 가맹점주가 아닌 자영업자에게 다르게 나타

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가맹점주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영업자를 분석함에 있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

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신용수요와 신용공급의 차이인 신용갭(credit gap)이 자영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는 금융기관 여신행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기에 따른 소득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 시에 신용수요가 증가

하지만, 금융회사에 의한 신용공급의 경기순응성은 영세자영업자의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 즉, 경기하락 시에 신용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하여 신용공급은 감소함으로

써 신용갭이 커지면 거시 불안정성이 더 증폭되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최

근 2년 간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양산된 다중 ․ 과다채무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신용공

급의 경기순응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이러한 결과는 경기순응성

을 완화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정책수립에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는 경기가 자영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를 위에

서 말한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경기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

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금융회사들이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이후의 논지 전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라는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가급적 가맹점주라고 지칭하되, 일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자영업

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가맹점주는 동시에 카드/대출 고객이라는 면에서 필요 시 고객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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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영업자와 신용공급 및 수요에 대한 선행연구

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매출, 다중채무, 과다채무 등이 어떻게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인 모형을 통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분

류된 자영업자군에 대하여 경기 및 유동성이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5장에서는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기존연구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

영업자에 관한 연구인데, 지금까지 자영업자와 가계신용시장의 건전성에 대하여 분석한 자

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본 논문의 주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

만 자영업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는 경기상황과 자

영업자의 소득 관계 혹은 자영업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부채 증가의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

가 있다. 최강식 ․ 정진욱 ․ 정진화(2005)는 자영업의 소득분포 분석에서 경기에 따른 소득 

변동성이 급여소득자에 비해 크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외환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1998년~1999년에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관리직/전문직에 비해 많이 낮았으나 2001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복순(2009)은 외환위기, 카드대란 등 외부적 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

은 영세자영업자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2년 2월에 발간된 삼성경제연구소의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라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생계형 자영업 증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를 소득하위 20% 계층 중 자영업을 영위하는 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은 과잉공급 

→ 사업부진 → 부채증가 → 생활불안 초래 → 신규 자영업 재진입 → 과잉공급이라는 악순

환에 봉착된다고 주장하였다. 자영업자에 대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경기가 자영업자들의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을 매개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

에서도 소득을 경기침체가 연체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구분하는 차원변수로 사용

하였다.

두 번째는 신용수요와 공급의 차이인 신용갭(credit gap)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의 가

장 큰 주제는 신용갭이 자영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가계신용시장

에서 신용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다.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가계신용 시장 잔액 감소의 원인을 연구한 Brown 등(2010)은 신

용보고서 조회건수를 신용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조회건수와 대출잔액의 패턴

을 비교 분석하여 신용수요와 공급의 방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신용공급과 수요를 분석

* 신용보고서 조회건수를 신용수요를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정책 효과를 통제하

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조회건수는 대출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마케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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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이들이 쌍방향으로 가지는 내생성을 제거하고 순수한 

공급 혹은 수요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신용공급은 신용수요에 대해서 내생성을 가지기 때

문에 순수한 공급 측면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생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

다. Gross and Souleles(2002)는 카드시장 한도 증가에 따른 사용량 변화를 분석한 논문에

서 순수한 한도 변화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차주의 신용이력, 부채수준, 금융기관의 한도정

책, 정부의 규제 효과 등을 도구변수와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통제한 바 있다. 동일한 주제

를 연구한 송연호(2011)는 한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용금액과 CB 등급을 통제

한 후, 동일 등급 내에서 일정한 우량 대비 불량 비율(odds)을 갖는 표본을 산출하여 한도 

결정의 내생성을 제거하였다. 본 논문은 수요와 공급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

급 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내생성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 대신,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변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되는 금

융지표를 찾음으로써 이러한 대리변수를 구성할 수 있었다. 

Ⅲ. 유동성과 연체율의 관계
본 장에서는 실물부문의 충격과 금융부문의 충격이 금융 건전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실물부문의 충격을 대표하는 소득과 금융부문의 충격을 대표하

는 유동성이 금융 건전성을 대표하는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유동성 

제약식(liquidity constraints)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
 자금버퍼

 추가대출금액
≥최소생계비용금융비용

    (식 3.1) 

위의 식에서 좌변은 t시점에서 고객 가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을 나타낸다. 가처분소득

은 t시점에서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고*, 자금버퍼는 신규로 대출을 받지 않아

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정의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금버퍼는 다시 동산이나 유동

자산과 같은 내부적인 자산버퍼와 한도대출이나 현금서비스 한도와 같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KCB의 조회건수로부터 확인된다. 따라서 Brown 등의 방법론

은 우리나라 금융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세후소득에서 금융비용을 차감하고 난 후에 소비 ․ 저축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처분소득을 정의하

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융비용을 분리하기 위하여 직접세만을 차감한 소

득을 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한다.

** Karasulu(2008)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DSTI(debt service-to-income ratio) 개념에는 

소비자들이 부채상환의 어려움을 겪을 때 소비를 줄인다거나 보유자산을 청산하여 얻는 자금이 빠

져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유동성 제약식에서 버퍼는 보유자산을 청산하여 얻는 

자금이 포함되고, 우변의 최저생계비용은 소비를 최대한 줄였을 때의 비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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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버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자산버퍼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금융버퍼는 KCB 

신용정보로부터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금융버퍼 소진율의 증

가는 신용수요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다. 금융버퍼 역시 소득처럼 동태적으로 변화하기는 

하지만, 경기침체와 같은 요인에 의해 단기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추가대출금액은 가처분소득과 자금버퍼의 합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할 때 금융권에서 추가

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신규대출의 규모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수요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경기침체나 정책적인 규제가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

다. 신규대출 취급액의 계절성은 수요의 반영을 나타내는 예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출이 감소한 것은 금융회사들의 정책에 의한 것이다. 

우변은 필수적인 비용의 합이다. 최소생계비용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

금으로 정의하고, 금융비용은 t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상환원리금이다. 최소생

계비용은 동태적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반면 소득이나 금융비용은 경

기나 이자율에 의해 단기적인 변동이 가능하며, 이러한 특성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자주 

활용된다.

위의 유동성 제약식에서 좌변이 우변보다 작은 경우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가 발

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유발된다. 첫 번째, 경기

침체가 발생하여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이다.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를 비교하면, 선행연구

들이 지적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가 급여소득자보다 경기에 따른 소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타 변수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경기가 나쁠 때 연체를 하는 고객의 비율이 급여

소득자 대비 커지게 된다. 동일한 경기 침체에 대하여 연체율의 상승이 더 높은 경우를 경

기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고 정의한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득이 작은 자영업자의 경우, 확

보하고 있는 버퍼 및 추가신규 가능 대출도 작을 뿐만 아니라, 소득대비 최소생계비용의 비

율이 더 크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 또는 비율의 소득 감소도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

력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영세 자영업자의 경기 민감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

다. 

또 다른 연체 발생 상황은 추가대출금액이 줄어드는 경우이다. 신용공급이 수요보다 줄어

들게 되면, 소득감소를 보충할 수 있는 신용공급이 필요하거나 차환 등에 의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소득이 줄어들거나 상환부담

이 커져 있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 [그림 1]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2009

년) 중의 연체율 상승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2010년 말 이후의 연체율 상승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두 기간 모두 신규대출이 감소하는 시기와 연체율이 상승하는 시기

가 일치하지만([그림 3] 참조), 전자의 경우 더 단기적이고 급격한 연체율 상승을 보인다. 

이것은 유동성의 축소가 경기침체와 맞물려 있는 이른바 경기순응적 여신행태 때문이다. 글

로버 금융위기 기간 중의 경기침체는 여러 가지 거시지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신규대출 정책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연체율의 상승이 상

식적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하여 금융회사들의 신규대출 제한은 이러한 실물부문의 충격

을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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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용카드 연체율(30일 이상~180일 미만) 추이*

소득 외에 경기 및 유동성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금융비용, 즉 채무상환부담의 

크기를 들 수 있다. DTI(Debt To Income ratio)가 높은 차주들은 가처분소득에서 채무상

환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남아있는 여력도 작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감

소도 DTI가 높은 고객들에게는 더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여러 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다중 채무자들은 신규대출이나 차환에 의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

동성 공급의 축소가 치명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다중채무자들

은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이론적인 고찰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이 작은 영세자영업자들이 그렇

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경기 및 유동성에 더 민감할 것이다. 특히 소득충격(매출감소)을 동

반한 유동성 감소는 건전성에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경기순응성). 둘째, 다중 ․ 과다채

무자들이 경기 및 유동성에 더 민감할 것이다. 특히 유동성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다중채무

자의 경우, 유동성 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반면, 과다채무자의 경우 유동성 보

다는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러

한 이론적인 결론들을 입증하고자 한다. 

* 2000년 이후 국내 가계신용시장의 연체율 추이를 보면, 카드대란으로 인하여 2003년 후반에 10% 

이상의 연체율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이는 연체율 하락의 장기 추이

는 이러한 현상의 일부이며, 이 트렌드를 경기나 유동성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따라

서, 연체율 시계열 분석에서는 장기 추세를 제거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변수를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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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변수 설명

앞서 설명한 직관적인 이해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맹점주 매출 자료는 신한카드 가맹점 전수 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크게 차원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로 나누어진다. 종

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모형 구축에 사용된 변수이고, 차원변수는 가맹점주를 세분화하는데 

사용된 변수이다. 3장의 이론적인 모형에 따라, 연체율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경기

를 대변하는 거시지표와 유동성을 대변하는 CB지표를 각각 선정하여 사용한다. 유동성 변

수는 다시 유동성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변수로 나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 두 변

수를 결합하여 유동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유동성 제약 변수를 정의한다.

1) 차원변수 

본 논문에서는 3가지 차원변수를 사용하여 가맹점주를 분류하였다. 가장 기초가 되는 차

원은 매출금액이다. 고객수가 비슷하도록 매출금액을 상, 중, 하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매출변동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하여 월별 매출금액을 활용하여 이전 4~6개월 

평균 매출 대비 이전 1~3개월 평균 매출이 20% 미만 감소에서 20% 이하 증가까지를 ‘매

출유지’로 보았으며, 20% 이상 감소 또는 증가한 고객을 각각 ‘매출감소’, ‘매출증가’로 분

류하였다. 다중채무 고객의 특성을 보기 위하여 가맹점주의 대출보유기관수**를, 과다채무 

고객의 특성을 보기 위하여 DTI를 차원변수로 사용하였다. 대출보유기관수는 1개, 2개, 3개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통상적인 전례에 따라 DTI 40%를 기준으로 과다채무 여부를 구분

하였다.*** 

2) 모형변수 ① : 2회차연체율(종속변수)

본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로는 고객수 기준 2회차연체율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현재 잔액

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 중에서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60일 미만인 고객의 비율을 말한다. 

* 가맹점주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신한카드 내부 정보이므로 생략한다.

** 다수의 대출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다중채무로 정의할 수도 있으나 계좌수보다는 기관수가 

더 큰 설명력을 가진다.

*** DTI 분류의 기준을 40으로 정하는 것은 다소 임의적이다. 함준호 ․ 김정인 ․ 이영숙(2009)에서는 

강남 투기지역 DTI 상한규제를 적용하여 과다채무의 기준을 DTI 40 이상으로 한 바 있다. 과다채

무 분석 시 DTI 60을 기점으로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이렇게 기

준을 잡을 경우 고객수가 너무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해 40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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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연체율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30일 이상 연체율에 비하여 더 단기간에 상승했

다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경기충격에 대한 반응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30일 이상 연체율은 매각/상각 등과 같은 금융회사의 채권관리 정책에 크게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고객수 기준 연체율 대신 잔액 기준 연체율

(=연체잔액/총잔액)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가지는 수

준 차이는 존재하지만 트렌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1] 변수 설명 

특 성 변 수 설 명

차원변수

가맹점주 매출 매출구간 상, 중, 하 구분

대출보유기관수 1개, 2개, 3개 이상 구분

DTI 40 이상, 40 미만 구분

종속변수 2회차연체율
(연체일수 30일 이상 60일 미만 

고객수)/(카드잔액 보유고객수)

독립변수

경기변수 경기선행지수 통계청 자료

유동성변수

카드CA한도 카드시장 CA한도 합계

한도대출약정금액 대출시장 한도대출 약정금액 합계

카드CA잔액 카드시장 CA잔액 합계

한도대출잔액 대출시장 한도대출 잔액 합계

인당 신규대출기관수 (신규대출 기관수 합)/(총고객수)

3) 모형변수 ② : 경기선행지수(독립변수)

거시상황을 대변하는 변수로는 경기선행지수를 사용하였다. 본 실증분석에서 경기변수가 

포함된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할 유동성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할 때 경기효과를 제외한 순수

한 유동성만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경기침체와 유동성 축

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경기변수를 포함하지 않으면 유동성에 대한 연체율의 민감도가 

과대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거시지표 중에서도 경기선행지수를 사용한 이유는 월별 경

기상황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2회차연체율과 일정한 시차를 가지고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경기선행지수는 변동률을 반영하기 위해 로그차분한 값을 사용하

였으며, 이 값은 3개월 선행하는 시차에서 2회차연체율과 가장 큰 상관계수 -0.57을 갖는

다. 타 경기지표 대비 경기선행지수가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이유는 구인구직비율, 금융기

관 유동성(LF) 등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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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변수 ③ : 유동성변수(독립변수) 

유동성을 나타내는 변수에는 유동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변수가 존재한다. 특

정 시점에서 정확한 신용수요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KCB에서 보유하고 있

는 차주별 카드 및 대출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면 신용수요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본 논문

에서는 신용수요의 나타내기 위하여 ‘금융버퍼 소진율(financial buffer utilization rate)’을 

사용한다.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금버퍼 중 보유카드의 CA

한도와 보유 한도대출 약정금액의 합을 금융버퍼라고 정의한다. 금융버퍼는 장기적으로는 

공급자에 의해서도 조절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미 약정된 한도는 신용도 하락과 같은 특

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쉽게 바꿀 수 없다.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 차주는 자산

을 처분하기 전에 신용시장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금융버퍼를 먼

저 소진할 것이다. CA한도와 한도대출은 유동성 수요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버퍼 소진율은 유동성 수요의 변동을 보여주는 일차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

다. 

[그림 2] 금융버퍼 및 금융버퍼소진율 추이 

[그림 2]에서 금융버퍼의 지난 4년 간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동성 공급 축

소의 영향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대출 확대 및 CA한도 상향에 의해 지속적인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금융버퍼 소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 크게 상승하는 모

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이 기간 중에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신용수요가 증가하였음을 나타낸

다. 그 이후 금융버퍼 소진율의 감소는 경기회복 및 버퍼총액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금융버퍼 소진율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버퍼 소진율을 유동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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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사용한다.

유동성 수요 : 금융버퍼소진율(financial buffer utilization rate) = 

(카드CA잔액+한도대출잔액)/(카드CA한도+한도대출약정금액) 

유동성 공급 측면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인당신규대출기관수를 이용하였다. 신규대출 관련 

데이터에는 신용공급과 수요의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용공급만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규대출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를 공급자가 수용함에 따

라 발생하는 반면, 신규대출의 감소는 주로 공급자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신규대출의 

축소를 유동성 공급의 감소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림 3]은 지난 4년 간 인당 신규대

출기관수 추이를 보여준다. 신규대출기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과 2010년 말 이후 감

소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연체율의 상승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인당신규대출기관수를 유동성 공급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사용한다.*

[그림 3] 인당 신규대출기관수 추이 (2008년 1월 대비) 

신용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위에서 설명한 유동성 수요 대리변수와 유

동성 공급 대리변수를 조합하여 다음과 같이 유동성제약(流動性制弱) 변수를 정의한다.

유동성제약 = 금융버퍼소진율/인당신규대출기관수

* 신규대출기관수보다는 신규대출금액이 더 의미있는 변수로 보이지만, 이 기간 중에 신규대출금액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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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수는 금융버퍼소진율이 증가하거나 인당신규대출기관수가 감소하면 그 값이 커진다. 

이는 신용수요와 신용공급의 갭(gap)이 커져서 유동성이 제약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한

다. [그림 4]는 유동성제약의 추이를 보여준다. 2008년 1월의 값을 1로 놓았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기준시점 대비 약 80%~100% 가량 증가하여 이 기간 중에 수요와 공급

의 불일치가 크게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유동성제약은 2010년 말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

는데, 이 역시 채무상환부담의 증가에 따른 유동성 수요의 증가와 가계대출 시장의 지나친 

팽창 우려에 따른 유동성 감소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 4] 유동성제약 추이 (2008년 1월 대비)

전혀 다른 변수들로 구성된 유동성제약 변수가 절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

는 것은 쉽지 않다. 유동성제약의 특정한 값은 수요 대리변수와 공급 대리변수의 다양한 조

합에 의해 가능하며, 이 각각의 조합이 선험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는 불명확하다. 하

지만, 유동성제약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에 의한 것이든 공급의 감소에 의한 것이든, 신용수

요와 공급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리고 이 차이는 

[그림 1]과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험적으로 연체율의 변화와 큰 상관관계를 갖

는다. 아울러, 유동성제약의 변화의 원인과 정도가 시기별로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시기에는 각 고객군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그림 4]에서 알 수 있다.* 

* 유동성제약의 절대적인 수준은 매출구간 상,중,하의 순으로 커지며, 이러한 수준의 차이에 따른 문

제는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탄력성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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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분석 

1) 분석모형 및 가설

위에서 설명한 경기 변수와 유동성제약 변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여기서 는 샘플 분류에 사용된 차원이다.

회차연체율 
∆경기선행지수유동성제약 

 (식 4.1)

2회차연체율과 유동성제약은 수준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경기선행지수는 로그차분

한 값을 사용하였다. 유동성제약은 2회차연체율과 동일 시차에서 가장 상관관계가 크게 나

타났으므로 시차를 부여하지 않았다. 시간변수는 추세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

다. 

2) 실증분석 결과 ① : 매출규모 및 매출변동과 유동성

매출규모와 매출변동에 따라 분류한 가맹점주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나와 

있다. 매출구간별로 보면 매출이 작을수록 회귀계수 값이 커서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는 회귀계수 값이 유의수준 10%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매출변동별로 보면 매출=중 또는 하인 구간에서 매출이 감소한 그룹의 회귀계수가 

각각 0.017, 0.024로 유의한 수치가 나왔다. 즉, 매출만 보면 매출이 작을수록, 같은 매출 

내에서도 매출이 감소한 가맹점주들이 유동성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식에서 

유동성제약 변수의 회귀계수가 뜻하는 것은 유동성제약 변수가 1만큼 상승할 때 2회차연체

율이 얼마나(%p) 상승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편미분 값(=∂y/∂x)이므로 각 매출구간의 

연체율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각 매출구간별로 지난 4년간 2회차연체율의 

평균을 보면 상, 중, 하 각각 0.103%, 0.215%, 0.295%로 매출이 낮아질수록 연체율이 급

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체율 수준 차이를 반영하여 유동성이 미치는 

영향을 변화율로 보기 위하여 탄력성(=(∂y/y)/(∂x/x))을 계산하였다.

각 차원별로 2회차연체율 평균값에서의 탄력성을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먼저 매출구간 

간에 비교하면 예상대로 매출이 낮은 그룹의 유동성 탄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는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탄력성 산출에 의미가 없고, 매출구간 

중, 하에서 유동성제약 변수가 1% 상승할 때 2회차연체율은 약 0.45% 상승하는 것으로 나

왔다. 매출변동은 매출이 작고 매출이 감소한 그룹일수록 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2회차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은 매출이 작을수록, 매출

이 감소한 그룹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동성 지표의 변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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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의 변화를 절대적인 크기 변화로 측정하든 상대적인 변화율로 측정하든 동일하게 나

타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앞의 이론적인 모형에서 도출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3) 실증분석 결과 ② : 다중 ․ 과다채무와 유동성 

각 매출구간에 대하여 다중채무별로 가맹점주를 분류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3]에 나와 있다. 먼저 같은 매출구간 내에서 대출보유기관수별로 회귀계수를 비교하면, 대

출보유기관수가 3개 이상인 가맹점주군에 있어서 유동성제약 변수의 회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출을 한 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모든 매출 구간에서 회

귀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와서 유동성에 민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출보유기

관수가 2개인 가맹점주들은 매출이 중, 하인 구간에서 계수값이 유의하게 나왔으며, 매출이 

낮을수록 회귀계수가 크게 나타났다(각각 0.024, 0.03). 대출보유기관수가 3개 이상인 가맹

점주들은 모든 매출구간 대에서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매출이 낮을수록 

유동성 민감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각 매출구간별로 다중채무에 따른 탄력성을 보면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매출=하 

& 대출보유기관수=3개 이상인 고객군의 탄력성이 0.95로 가장 크게 나타나, 유동성제약 변

수가 1% 상승할 때 2회차연체율은 0.9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중 & 대출보유

기관수=3개 이상인 그룹과 매출=하 & 대출보유기관수=2인 그룹을 비교하면, 전자(회귀계

수=0.064, 탄력성=0.63)의 경우가 후자(회귀계수=0.03, 탄력성=0.53)보다 더 회귀계수와 

탄력성이 크게 나타났다. 즉,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는 매출보다는 다중채무에 의해서 더 크

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출=상, 대출보유기관수=3개 이상인 고객군(회

귀계수=0.021, 탄력도=0.58) 역시 매출구간=중 또는 하이며 대출보유기관수=2개인 고객보

다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출이 충분히 크다고 할지라도 다중채무자는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구간별 과다채무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나와 있다. DTI 40 이상 고객군은 매출

이 중 또는 하인 구간에서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나왔으며 매출이 작을수록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이 큰 그룹에서는 DTI에 상관없이 유동성에 민감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매출=하인 그룹에서 유동성제약에 대한 회귀계수는 대출보유기관수=3개 이

상의 경우 0.129, DTI=40이상인 경우 0.093으로 다중채무가 과다채무보다 유동성제약에 

영향을 크게 받는 고객을 구분하는 데 더 유의하게 나왔다. 반면, 경기에 대한 회귀계수는 

대출보유기관수=3개 이상의 경우 -8.644, DTI=40이상인 경우 -17.695로 과다채무가 다중

채무보다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고객을 구분하는 데 더 유의하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매출=상 또는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것은 앞의 유동성 제약식으로부터 이론

적으로 도출한 결론과 일치한다. 

* 물론 이 결과는 매출구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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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결과 ③ : 경기지표가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경기선행지수의 회귀계수를 보면 매출구간별로 각각 -4.137, -7.371, -8.915가 나타나, 

예상대로 매출이 작을수록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출변동을 보

면 모든 매출구간에서 매출이 감소한 그룹이 경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과다 ․ 다중채무만큼의 격차는 벌어지지 않았다. 다중채무를 보면 모든 매출구간에서 대

출기관수가 많을수록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출보유기관수가 2개인 

고객과 3개 이상인 고객의 경기 민감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보아 대출기관수 3개 이상

인 가맹점주들이 경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DTI의 경우 40 

이상과 40 미만의 그룹의 경기 민감도가 다른 어떤 차원으로 분리한 경우보다 더 크게 차

이가 나는데, 이것은 양(量)적인 채무상환부담이 커질수록 경기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고 이해할 수 있다. 

5) 실증분석 결과 ④ : 결과 종합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유동성 및 경기가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매출이 작은 자영업자들이 유동성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에 

유동성 민감도가 증가한다. 이것은 소득이 작을수록 내부적인 상환여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유동성 공급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의 경우 모든 매출금액 구간에서 유동성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

났다. 매출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는, DTI가 높거나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대출보유기관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은 유의미하게 반응했

다. 즉,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대출이 많거나 소득변동이 다소 존재하더라도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으나 다중채무자들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반면, 매출이 가장 작은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은 유동성 민감도가 모든 

그룹을 통틀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것은 동일한 설명에 의해 이해가 가능하다. 

셋째, DTI 40 이상 과다채무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가장 높은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DTI에 따른 유동성 민감도의 차이는 다중채무에 의한 차이보다 크지 않은 반면, 

DTI에 따른 경기 민감도의 차이는 다중채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유동성에 의한 

영향이 채무의 양보다는 건수에 의하여 좌우되는 반면, 경기에 의한 영향은 건수보다는 채

무의 양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경기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도의 차이

는 있더라도 모든 자영업자는 경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이 

작고 소득대비 상환부담이 큰 자영업자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이러한 사실들은 이론적인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와 정확하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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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경기 및 신용수요 ․ 공급의 불일치가 자영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출

규모, 매출변동, 다중채무, 과다채무 등 총 4가지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자영업자 분석은 주로 실물부문에서 이루어져왔으며, 본 논문은 자영

업자의 소득 및 신용활동이 금융부문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유동성의 급격한 축소 역시 금융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였으며, 저소득 ․ 매출감소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 및 

유동성 축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였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 의해 문제가 되고 있는 다중 ․ 과다채무 자영업자들의 경기 및 유동성 민감도가 크

다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다중 ․ 과다채무가 금융시장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사후

지표인 연체율이 높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 왔는데, 실제로 더욱 중요한 사실은 경기 및 유

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말까지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던 상황에서는 동일한 등급 내에서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율이 오히려 비다중채무자들

에 비해서 낮았지만, 2010년 말부터 카드론 ․ 할부금융업권의 신규대출이 줄어드는 때와 동

시에 연체율이 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둘째, 본 논문은 경기순응성의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글로벌 금

융위기 기간 중에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경기침체와 유동성 축소가 동시에 작용하였

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기순응성은 매출이 작은 고객군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와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기 때

문에 금융회사들의 경기순응식 여신행태는 이들이 경기침체로부터 받는 영향을 더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유동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

은 제2금융권 또는 비제도 금융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상환부담의 가중은 결

국 연체로 이어져 정상적인 신용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실물부문의 충격이 금융부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이며, 더불어 서민금융 강화 등의 방법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정상적인 신

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위 Boom-Bust라고 불리는 가계신용시장의 팽창

과 축소 사이클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경기 사이클과 반대의 국면을 가지

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계대출시장의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함

에 있어서 다중채무와 과다채무가 갖는 의미 및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본 

논문이 그러한 노력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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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he Business Cycle and Liquidity on

the Delinquency Rate of Micro Business Owners

:Utilizing the Sales Data of Card Affiliates

Sangyoon Song*, Yonho Song, Jaehong Kim**, Chulsoo Park, Yesol Sim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how the business cycle and liquidity affect the credit quality 

of self-employed merchants utilizing sales data from Shinhan Card merchants and 

credit data from Korea Credit Bureau. Merchants are classified by sales volume, 

changes in the sales volume, multiple and over indebtednes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for each group. The leading composite index indicates the 

business cycle while the financial buffer utilization rate and the number of lenders 

granting new loans to each person represent the liquidity demand and supply, 

respectively. The ratio between the two variables shows the discrepancy in liquidity.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erchants with a lower sales 

volume are more sensitive to the business cycle and liquidity changes, with those 

who've undergone a decrease in sales being more easily affected in the same level of 

sales volume. Second, merchants with multiple loans from three or more lenders appear 

sensitive. However, the smaller the volume is, the more sensitive they are.  Third, 

heavily indebted merchants with a high DTI ratio are relatively more sensitive to the 

business cycle regardless of sales volumes. Meanwhile, merchants with a low sales 

volume are also swayed by liquidity changes.

This is the first study that shows how the effect of the business cycle and 

liquidity on the credit quality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merchants' 

characteristic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give implications for policy 

making to reduce the procyclicality of the consumer credit market as well as manage 

risk of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Keywords: Self Employed, Credit Card Affiliates, Over Indebtedness, Business Cycle 
Sensitivity, Liquidity, Financial Buffer

* Research Center, Korea Credit Bureau

** Credit Panning Team, Shinhan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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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매출 및 매출변동별 OLS 결과

설명변수

차원

매출금액 상 중 하

매출변동 전체 감소 유지 상승 전체 감소 유지 상승 전체 감소 유지 상승

상수항

회귀계수 0.112  0.126 0.128  0.096 0.121 0.138  0.126 0.117  0.162  0.164  0.184  0.158 

t-stat. 3.573 3.385 4.466 3.098 2.397 2.38 2.596 2.435 2.716 2.508 3.152 2.69

유동성제

약

회귀계수 -0.000 0.002 -0.005 0.001 0.013 0.018  0.009 0.011 0.017 0.024 0.01 0.012

t-stat. -0.183 0.356 -1.328 0.257 2.054 2.199 1.472 1.898 2.435 2.826 1.476 1.805

경기

회귀계수 -4.137 -4.809  -3.559 -4.173  -7.371 -7.938  -6.861 -7.0 -8.915 -9.394  -7.62  -8.664 

t-stat. -6.349 -5.942 -6.005 -6.21 -6.323 -5.792 -6.204 -6.134 -6.248 -5.826 -5.723 -6.153

시간 

회귀계수 -0.003 -0.004  -0.003 -0.003  -0.005 -0.005  -0.004 -0.005  -0.005 -0.005  -0.005 -0.004 

t-stat. -7.988 -7.747 -8.065 -7.539 -6.192 -5.79 -5.555 -6.577 -4.914 -4.673 -5.374 -4.489

F 50.59 47.56 46.10 47.0 47.14 41.88 39.26 47.46 39.31 37.44 33.95 33.48

adj.   0.78 0.77 0.76 0.77 0.77 0.74 0.73 0.77 0.73 0.72 0.70 0.70

(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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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매출 및 대출이용기관수별 OLS 결과(다중채무)

설명변수

차원

매출금액 상 중 하

대출기관수 1 2 3+ 1 2 3+ 1 2 3+

상수항
회귀계수 0.123  0.093  0.083 0.125 0.108 0.177 0.165  0.168 0.052

t-stat. 3.899 2.726 1.79 2.834 1.577 2.121 2.83 2.372 0.479

유동성제

약

회귀계수 -0.004 0.002 0.024  0.007 0.024 0.064  0.012 0.03 0.129

t-stat. -1.256 0.506 2.285 1.379 2.126 3.442 1.651 2.603 5.38

경기
회귀계수 -3.265  -4.231  -6.845 -5.98 -8.034  -14.77  -8.05  -9.847  -17.695

t-stat. -5.496 -6.259 -6.419 -6.343 -5.59 -6.827 -6.25 -6.095 -6.334

시간 
회귀계수 -0.003  -0.003  -0.002 -0.005 -0.006  -0.004  -0.005  -0.005  0.000

t-stat. -8.364 -7.862 -3.23 -7.826 -5.725 -2.931 -6.141 -5.233 0.433

F 46.91 53.33 28.29 58.20 41.53 33.88 43.60 40.35 27.81

adj.   0.77 0.79 0.66 0.80 0.74 0.70 0.75 0.74 0.66

(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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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매출 및 DTI별 OLS 결과(과다채무)

설명변수

차원

매출금액 상 중 하

DTI 40 미만 40 이상 40 미만 40 이상 40 미만 40 이상

상수항
회귀계수 0.104  0.175 0.106 0.387  0.128  0.617

t-stat. 5.000 2.86 3.546 2.932 3.792 3.381

유동성제

약

회귀계수 -0.008 0.014 -0.000 0.062  0.002 0.093

t-stat. -2.592 1.601 -0.104 3.536 0.651 4.057

경기
회귀계수 -1.815  -10.052  -3.110 -26.073  -4.761  -29.0

t-stat. -4.413 -7.043 -4.741 -7.22 -6.128 -5.658

시간 
회귀계수 -0.002  -0.006 -0.004 -0.012  -0.004  -0.013

t-stat. -9.430 -6.411 -8.362 -4.998 -7.848 -3.695

F 46.59 49.91 47.49 51.54 53.06 39.39

adj.   0.76 0.78 0.77 0.78 0.79 0.73

(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2012)

- 21 -

[표 5] 유동성제약 변수 탄력성 분석

매 출 차원 구분 탄력성 비고

상

전체 • 계수 비유의

매출변동

감소 • 계수 비유의

유지 • 계수 비유의

상승 • 계수 비유의

대출기관수

1 • 계수 비유의

2 • 계수 비유의

3+ 0.58 •

DTI
40미만 • •

40이상 • 계수 비유의

중

전체 0.45 •

매출변동

감소 0.49 •

유지 • 계수 비유의

상승 0.45 •

대출기관수

1 • 계수 비유의

2 0.56 •

3+ 0.63 •

DTI
40미만 • 계수 비유의

40이상 0.63 •

하

전체 0.45 •

매출변동

감소 0.53 •

유지 • 계수 비유의

상승 0.4 •

대출기관수

1 • 계수 비유의

2 0.53 •

3+ 0.95 •

DTI
40미만 • 계수 비유의

40이상 0.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