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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결 요인에 한 실증  연

신남
학  계학과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Household Debt

Shin-Nam Lee

Dept. of Tax & Accounting, Hyupsung University

  약 본 연  목적  채보  가계  상 로 가계 채에 미 는 결정 에 하여 하고  한 연

다.  로는 SPSS 22.0  사용하 다. 연 결과는 다 과 같다. 첫째, 채보  가계  상 로 검 한 결

과, 통계학적 특 로는 학력  낮 수록, 나 가 많 수록, 직업  림  어업에  그리고 가 원 수가 많

수록, 별에 어 는 여 들   많  심리적 채 담  갖는 것 로 나타났다. 째, 채보 가계  월평균 

채상 액과 산에 한 채 담특  심리적 채 담에 향  미 는 것 로  나타났다. 는 취약계  

하여 채 담  낮  수 도록 채 리  낮 고, 가계 채 에 한 해도  는 것  필 하 , 그에 

적합한 과 컨  필 하다는 것  시사한다. 째, 채보  가계  심리적 채 담에 향  미 는 

로 나 가 많 수록, 득에 비해 월평균 지   상 액  수록, 산에 비해 채가 많 수록 

심리적 채 담에 향  미 는 것 로 나타났다. 가계 채에 향  주는 다   후 연 에  다루어질 것 다.

주제어 : 가계 채, 통계학적 특 , 심리적 채 담, 채특 , 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ffecting factors and debt characteristics with household 

debt. The method of analysis was used SPSS 22.0.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sychological debt 

burden group were found to be lower academic background, more household members, job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women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s suggests the need for the 

governments who are interested in the risk from household debt. Second, psychological debt burden group 

showed higher level of debt and average monthly debt repayments. This study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do financial education and consulting. Third, psychological debt burden group seemed that the households with 

more the average monthly interest payments and repayments on income, the more total liabilities compared to 

total assets. As the ages get higher, it was gradually increased. It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 for debtor with household debt. Other factors(property prices or the financial 

environments) will be dealt with in the subsequ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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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 선진국에서 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증가는 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2015년 11월 22일국제 융 회에 따르면GDP 비 가계

부채비율(1분기말 기 )은 84%로 신흥국 에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18,20].

한국은행은 융안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고

령화와 더불어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험이

된다고 평가하 다. 2015년 3분기 말 1,166조원으로 이는

1년 에 비해 110조원이 증가된 것이며, 미국의 기

리인상으로 가계의 원리 상환부담은 가 될수밖에 없

다. 이와 련하여 2015년 12월 21일에 통계청과 융감

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 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비해 2.2%p(130만원) 증가한 6,181만원이고, 소

득분 별로는 1분 에서 4분 까지 부채가 모두 증가하

다. 그 4분 (상 20%∼40%)의 증가폭이 두드러

졌으며 부채는 7,287만원으로 2014년 비 3.8%p증가하

다. 가구당 자 업자의 부채가 가장 큰 폭(3.8%p)으로

증가하 으며 자 업자 부채는 부분 신용등 이 낮고

고 리 부채 비 이 높아 그 험성이 더욱크다.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요즘

과 같은 불경기에는 더욱 부실화가 될 험요인이 되고

있다[18,19].

2016년 1월 26일 한국은행과 융 원회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기 국내 시 은행의 체 주택담보부채 잔액

은 400조8000억원으로 집계 다. 2015년 하반기(7∼12

월)에만 29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아 트 집단부

채 잔액이 110조3000억원(주택 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제외)으로 6개월 사이 10조원 넘게 늘어 가계부채 증가

를 주도했다. 하나 융경 연구소는최근 ‘부채보유 가구

의 재무건 성 검 시사 ’ 보고서를 통해미국 리

인상의 향으로 국내 리가 오르면 고령층 차주와 다

채무자의 채무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 집

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 다[19,21].

부채보유 가계의 자녀 학생의 축은행 신용부

채 취 잔액은 2014년 11월 말 2,074억원으로 2013년 하

반기부터 지속 으로 감소하 지만 학생 신용부채 잔

액기 가 평균 리는 27.7%로 채무자 부분이 일정

소득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여 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21,23]. 2015년 학 졸업생의 평균부채는 1,321만원

이고, 2015년 학졸업생 1095명을 상으로 잡코리아가

조사한자료에따르면졸업생 5명 3명정도가 ‘빚’을 안

고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계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평균 부

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를 합리 으로

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다. 이에 부채가 있는 가계

를 상으로 연령, 주택소유여부 등 미시 방법이 가계

부채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1,2]를 기 로 가계부

채의 험성에 어떠한 요인이 가장 많은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같이 부채보유 가계를 상으로 미시자료

를 이용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거시경제 요인변수인 경기

지표, 고용과 가계소득지표, 물가지표, 리, 환율 등이

가계부채에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3,4]과는 다

른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가계 채 상  존 헌  고찰

2.1 가계 채 상 

Jeremy(2012)는 LTV(Loan-to-value)와 DTI(debt-to-income)

한도가 도입된 이래 부동산 담보부채는 가계부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5]. Main et

al(2013)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로벌 경기

침체의 정도는 가계 부채의 증가를 제공하 고, 지속되

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취업상황 등이 소비 축을 래

해 경기부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 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세계시장의 변화를 제

로 읽어내지 못하 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부가 가계부채를 늘려가는 것은 매우 험하다고 하 으

며, Eggertsson과 Krugman(2012)은 새로운 Keynesian

–style model을 제시하여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이 일본

의 잃어버린 18년이나 공황과 같은 심각한 경제 어

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 다[6,7]. 다음 [Fig.

1]은 GDP 비 가계부채를 나타낸 것이다[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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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ousehld Debt to GDP

가계부채는 가구나 개인이 빌린 빚을 의미한다. 한국

의 가계부채 규모는 2015년 9월말 재 1166조원이다.

년 동기 비 10.4% 증가했고 2013년 4분기에 1000조원

을 넘어선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8월

주택 융 련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이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

다.

다음 [Fig. 2]는 연령 별 융부채 가구보유 비율

가구당 보유액을 나타낸 것이다[20].

[Fig. 2] Financial Debt to Age

융부채, 소득, 자산 별로 막 그래 의 비율을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융부채 액이 높고, 소득 상 를 차

지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산도 많지만 부채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Fig. 3]은 OECD 회원국들의 가계부채 비

융자산 비율 최근 황이다[20].

[Fig. 3] Financial Asset/Debt Ratio

가계부채가 많아도 융자산이 이보다 월등히 많으면

건 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할 수 있다. 그러나한국은

이 비율이 회원국들 간 값 보다 낮은 상황이다. OECD

회원국들 간의 비교를 통해 보면 분명 심각한 집단에 속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간 값보다 험한 구간에 속한

나라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

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이 있다. 가계가 부채와

련하여 갖는 가계의 부채부담은 재정 어려움을 뜻한

다. 이러한 재정 어려움을 자산, 부채, 소득과 같이 객

인정보에기 하여표 한것이객 인부채부담이다.

2.2 가계 채 담 연

DeVaney(1994), Hayhoe et al.(2011)은 가계의 부채부

담을 가계의 총부채, 월평균부채 상환액, 융부채 비 ,

월평균 부채 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총부채/ 융자산,

총부채/총자산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 으며 가계

의 부채 보유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하 다[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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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es와 Retting(1994), Retting et al.(1997)은 심리

부채부담에 미치는 요인을 경제 스트 스 6개 문항을

이용하여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11,12].

김경아(2011)의 연구에서는 국내 가계는 외환 기를

겪은 1999년부터 카드사태가 발생한 2003년 직 인 2002

년까지 부채규모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 특히 이 기간 동안 부채가구가 지닌 부채의 비 이

소득뿐 아니라 상 으로 화내지 유동화가 수월한

융자산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았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가계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있는 수 이상의

부채를 계속 으로 늘려왔다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카드 사태를 겪었던 2003년부터 2007년 로벌

융 기를 겪기 2006년까지 부채의 규모가 수용 가

능한 안정 인 수 을 보 다. 그러나 2007년 다시 국내

가계의 융자산 비 부채규모뿐 아니라, 국내 가계가

가구소득 비 감당할 수 있는 채무부담 역시 다시 높아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부분에 하여는 우려

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한국노동패 조사 2차～11차

연도의 패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가계의 부채유무 부

채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결과, 가구주가 남성이

고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의 수가 많고 자가 주택보유

가구일수록,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부채

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17].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계 부채부담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별 , 연령, 거주 지역, 직업, 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

졌다. 융 기가 발생한 2008년 4분기 이후에 일반

인구학 특성과 부채특성에 한 가계부채부담에 한

미시 방법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에서 이러한 특성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보는 것은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최근에 부채 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인구통계학 특성은 심리 부채부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부채특성은 심리 부채부담에 따라 차이

가 것이다.

<가설 3> 인구통계학 특성과 부채특성은 가계 부

채에 향을 미칠 것이다.

3. 실 적 료  

3.1 연 료  상

통계청이 융감독원 한국은행과 동으로 2만 가구

를 표본가구를 상으로조사한 2015년 가계 융·복지조

사를 이용하여 발표한 2015년 3월말 우리나라의 가구당

보유자산은 3억 4,246만원, 부채는 6,181만원으로 나타났

으며 부채는 2014년에 비하여 2.2%증가하 다. 부채는

융부채 69.9%와 임 보증 30.1%로 구성되며, 융

부채는 4,321만원으로 년에 비해 4.9% 증가하 으며,

임 보증 은 1,860만원으로 년 비 3.7% 감소하 다.

가구주 연령 별로는 년 비 60세 이상가구가 8.6%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종사상 지

별로는 자 업자 가구가 3.8%로 가장 많이 증가하

다. 시도별부채규모가가장높은지역은서울, 경기로나

타났다. 부채규모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가계는 6,100

가계 고, 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한 가계는

21.8%, 약간 부담이 된다는 가계는 48.3% 다.

의 자료를 바탕으로 부채규모가 가장 큰 서울, 경기

지역을 심으로 부채가 없다는 가계를 제외하고 부채가

있다고 답한 가계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부채에

미치는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3.2 조사내용  

본 연구의 조사는 설문지를 직 작성하는 자기기입

법과 온라인 조사방법을 병행하 다.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의 300부의

278부의 유효하다고 단되는 설문지를 상으로 분

석하 다. 일반 인구통계학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 , 직업, 가구원수 등으로 구성하 다. 부채부담

은 부채부담지표로 분석하 다. 실증 분석에는 SPSS

22.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4. 실 적 연  결과

4.1 연 상  적 특

본 연구를 하여 회수된 설문지의 인구통계학 특

성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65명으로 59.4%, 여성이 113명으로 40.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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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50 가 157명으로 56.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패 조사 결과, 연령이 높을

수록 부채 보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호황시기에 기

심리가 50 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표본 수와 일

치한다[13,17]. 교육수 은 학졸업( 문 졸 포함)이

191명(68.7%)으로 가장 많았다. 한 직업은 사무직이 89

명(32.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 으며, 가구원

의 수는 4명이상이 103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165 59.4

female 113 40.6

Age

(year)

<40 7 2.5

40～49 105 37.8

50～59 157 56.5

�60 9 3.2

Academic

Background

Under middle-school graduate 9 3.2

High-school graduate 67 24.1

University graduate 191 68.7

Over graduate school 11 4.0

Job

Office job 89 32.0

Self-employed 73 26.3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trades
67 24.1

Homemaker 15 5.4

Others 34 12.2

Number of

household

1 20 7.2

2 58 20.9

3 97 34.8

�4 103 37.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4.2 채특  

Mian et al.(2013)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부채의 험으

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부채에 하여부담을 가지는

가계가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소비감소 상은 실업

률을 증가시키고 궁극 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하게

된다고 하 다[14]. 부채부담지표는 최 자․이희숙․양

세정․성 애(2003)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가계에 합하

도록 개발한 지표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처분소

득( 거기 < 0.25), 총부채/ 융자산( 거기 < 10),

총부채/총자산( 거기 < 0.8)의 3가지를 이용하 다

[15]. 부채부담에 한 분석은 다음 <Table 2>와 같다.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처분소득은 0.37로 거기

보다 높아 경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총

부채/ 융자산과 총부채/총자산은 거기 허용범 안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Average/N%

Debt

Characteristics

average monthly debt

payments / average

monthly disposable income

0.37(standard<0.25)

total debt / financial assets 0.93(standard<10)

total debt / total assets 0.66(standard<0.8)

<Table 2> Debt Burden Analysis        (N=278)

4.3 통계학적에 한 심리적 채 담 

심리 부채부담에 따른 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분석은 다음 <Table 3>와 같다.

Classification M D t/F

Gender
male 3.41 0.5231

.498***
female 3.49 0.4308

Age

(year)

<40 3.43 0.6190

.732**
40～49 3.11 0.8611

50～59 3.42 0.4632

�60 3.50 0.4832

Academic

Background

Under middle-

school graduate
3.78 0.6944

.701**High-school graduate 3.40 0.4564

University graduate 3.45 0.5009

Over graduate school 3.36 0.2545

Job

Office job 3.39 0.4459

3.555***

Self-employed 3.47 0.4467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trades
3.63 0.5708

Homemaker 3.40 0.3987

Others 3.18 0.4528

Number of

household

1 3.45 0.5763

1.790***
2 3.39 0.3488

3 3.43 0.5608

�4 3.48 0.4815

* p<0.05, ** p<0.01, *** p<0.001

<Table 3> Psychological debt burden analysis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78)

인구통계학 분석에서 여성(M=3.49)이 심리 부채

부담을 많이 느끼며 유의한 향(F=0.498, P=0.000)이 나

타났으며 가장 심리 부채부담이 높게 나타난 나이는

60 (M=3.50)이상이었다(F=0.732, P=0.004). 학력은 졸

이하(M=3.78)에서 상 으로 심리 부채부담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0.701, P=0.002). 이는 고학력 집단에 비해 학력 집

단이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취약한 리를 용받

을 가능성이 높아 심리 부담을 호소하는 가계가 증가

할 것이라는 상되므로 학력이 낮은 가구에 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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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고 시사한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직업에서는 농림 어업(M=3.63)이 가장 높은 심

리 부채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555,

P=0.000), 가구원 수는 4명 이상(M=3.48)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790, P=0.000).

4.4 심리적 채 담에 미 는  

심리 부채부담에 미치는 요인 분석은 다음 <Table

4>와 같다.

Independent variables B S.E
Odds

Ratio
p

Gender

(male=1, female=0)
0.089 0.085 1.052 0.294

Age

(continuous variable)
0.589 0.024 24.786 0.000

Academic Background

(University graduate=1,

Others=0)

-0.045 0.072 -0.629 0.530

Job

(Office job=1, Others=0)
-0.024 0.032 -0.765 0.445

Number of household

(continuous variable)
0.095 0.070 1.351 0.178

average monthly debt

payments / average monthly

disposable income

0.342 0.062 5.483 0.000

total debt / financial assets 0.088 0.069 1.274 0.204

total debt / total assets 0.081 0.037 2.173 0.031

<Table 4> The affecting factors on Psychological

debt burden

심리 부채부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살펴보기

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심리 부채부담을 많이 느끼는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곽민주 등(201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며,

승훈과 임병인의 연구에서 고령자 가구에서 부채 험가

능성이 크며 향후에는 부채 험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

다는 연구결과[16,17]에 확장하여 고령자 가구가 심리

부채부담도 많이 느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

월평균 부채상환액/ 월평균 경상소득, 총부채/총자산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 월평균

부채상환액/ 월평균 경상소득, 총부채/총자산이 많을수

록 심리 부채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격이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채가 있는 가계를

상으로 심리 부채부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보유 가계를 상

으로 검증한 결과, 인구통계학 특성으로는 학력이 낮

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은 농림 어업에서 그리

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여성들이 더 많은 심리 부채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 부채부담이

높은 가계 상당부분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심을 가지고 극 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부채보유가계 월평균

부채상환액과 총자산에 한 부채부담특성이 심리 부

채부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

층을 하여 부채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부채 리를 낮

추고, 가계부채자에 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

며 합한 융교육과 컨설 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셋째, 부채보유 가계 심리 부채 부담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에 비해 월평균

지 이자 상환액이 높을수록, 총자산에 비해 총부채

가 많을수록 심리 부채부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여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기 이

필요하며 부채보유 가계에 인구통계학 분석만이 아니

라 객 부채특성도 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조사 상

자들의 지역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부채보유 가계의 원인으로 부동

산 가격이나 융환경의 변화 등에 한 요인을 고려하

지 못했다는 한계 이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에서 계속

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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