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소득계층별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본 장에서는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가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0.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18) 한편, 소득계층별로는 0.8~1배 사이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계층 중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

은 1분위 계층으로 1.0 수준이고 나머지 계층은 0.8 수준이다.

소득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융부채(만원, A) 2,881.0 1,022.1 1,796.9 2,424.7 3,726.3 5,880.1

가구연소득(만원, B) 3,420.9 1,023.2 2,151.8 3,081.3 4,141.8 7,272.8

소득 대비

금융부채(A/B)
0.8 1.0 0.8 0.8 0.9 0.8

<표 III-1>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하지만 이와 같은 지표만으로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가계의 부채와 관련된 부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리금 상환부담 정

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시자료에는 이와 같은

18) 총량자료를 이용한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6년 1.4배로 동

자료의 비율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두 자료간 포괄범위의 차이, 소득의 정의

차이, 표본자료의 대표성 등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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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자부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출금리를 연 10%19)로 가정하여 이자부담과 흑자규모를 비교하여 채무상환

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 결과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분위 이상

의 계층에서는 이자부담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흑자율20)을 하회하여

부채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반면 1~2분위 계층의 경우 이자부담 비율이 흑자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

났지만 2분위의 경우에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출금리를 보수적으로

높게 가정한 점을 감안하여 2006년도 실제 대출금리(5.6%)를 적용하면 이자부

담비율은 4.5%로 낮아져 흑자율과 대등한 수준이다.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A)     

부채규모(B) 1.0 0.8 0.8 0.9 0.8

이자

(10%, C=0.1XB)
0.1X1.0 0.1X0.8 0.1X0.8 0.1X0.9 0.1X0.8

이자부담율

(E=C/A)
0.10 0.08 0.08 0.09 0.08

흑자율(D) -0.49 0.04 0.15 0.24 0.35

D-E
-0.59

(-0.55)

-0.04

(-0.004)

0.07

(0.11)

0.15

(0.19)

0.27

(0.31)

주 : 1) 부채규모(B)는 <표 III-1>의 각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사용

2) ( )내는 실제 대출금리 5.6% 적용시의 부채상환능력 평가

<표 III-2> 소득계층별 부채상환 능력 평가

한편, 앞서 <표 Ⅲ-1>의 경우와 같이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실제

19) 현재(2008년 11월) 은행권의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7.6% 수준인데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보다 높은 수준을 전제하고 계산하였다.

20) 흑자율은 처분가능소득대비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비율을 의미하며 통계

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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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채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다

른 계층에 비해 1분위는 1.0에서 1.8로, 2분위는 0.8에서 1.0으로 높아졌다.

소득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융부채(만원, A) 3,489.9 1,972.8 2,243.1 2,610.6 3,831.2 6,016.2

가구연소득(만원, B) 3,802.2 1,100.1 2,173.3 3,085.8 4,144.8 7,226.5

소득 대비

금융부채(A/B)
0.9 1.8 1.0 0.8 0.9 0.8

<표 III-3>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부채>0)

저소득 계층의 채무부담 정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소득 대비 부

채비율을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소득계층별로 그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흥미로운 점은 3~5분위 소득계층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여

겨지는 1~2분위 계층에서도 70% 이상의 가구들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비

교적 건전하다고 간주되는 1배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1분위 소득계층

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배 미만인 가구 비중(75.2%)이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높은 동시에 5배 이상인 가구21)의 비중(5.9%)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22) 즉 1분위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전한 계층의

비율도 높은 반면 취약한 계층도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계층에

비해 이질적인 성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3․4분위 계층에서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3배 이상인 가구가 4%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고 소득계층인 5분위에서도 소득 대비 부채비율

이 높은 가구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토대로 전체 가구

중 약 5%가 소득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고액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

21) 은행 및 재무상담가들은 대출심사시 ‘간편기준'(rule of thumb)으로 세전소득

대비 3배 이상을 대출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통상 4배에서 5배 이상은

위험대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Riiser, 2006).

22) 부채규모가 소득의 3배를 넘을 경우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이자부담율이 흑자

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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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편 1분위 계층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이미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중상위 소득계층의 가구 중 일부

가구가 실직이나 사업실패의 이유로 1분위 계층에 진입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연구원(2006)에 따르면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가구는 2분위 계층

으로부터의 이동이 61.8%, 3분위 계층으로부터 26.8%, 4, 5분위 계층으로부터

는 1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 대비 부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0～1배 미만 75.2 72.4 72.8 68.0 71.0 73.6

1～3배 미만 14.1 22.3 22.1 27.8 26.3 21.4

3～5배 미만 4.8 3.8 4.0 2.6 1.8 3.0

5배 이상 5.9 1.5 1.2 1.6 0.9 2.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주 : 각 소득계층별로 특정 소득대비 부채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을

계산

<표 III-4> 소득계층별 부채부담 가구의 비중

(단위: %)

2.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가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파악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0.6으로

전체적으로는 금융자산 규모가 금융부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았을 때 1분위 계층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

23) 총량자료를 이용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6년 0.4로 동 자료의 비

율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두 자료간의 포괄범위의 차이, 표본자료의 대표성,

부채 및 자산에 대한 과소․과대 보고 등의 요인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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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4분위 계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융부채(만원, A) 2,881.0 1,022.1 1,796.9 2,424.7 3,726.3 5,880.1

금융자산(만원, B) 4,569.8 2,000.1 2,778.6 3,824.6 4,915.0 10,000.6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A/B)
0.6 0.5 0.6 0.6 0.8 0.6

<표 III-5>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

한편 부채보유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저소득계층(1․2분위)의 금

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0.5~0.6에서 0.8로 높아

졌다. 이들 계층의 비율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

구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 1, 2분위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

다.24)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융부채(만원, A) 3,489.9 1,972.8 2,243.1 2,610.6 3,831.2 6,016.2

금융자산(만원, B) 5,047.6 2,469.9 2,851.7 3,815.0 4,933.3 9,862.4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A/B)
0.7 0.8 0.8 0.7 0.8 0.6

<표 III-6>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0)

앞의 분석과 비슷하게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소득계층별로 그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64%가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

24) 부채비보유자 비중은 3, 4, 5분위의 경우 2~7%로 나타난 반면 1, 2분위 계층의

경우 각각 49%, 2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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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1배 미만으로 순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자산

의 5배 이상25)의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도 12.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간배율(예컨대 3~5배)의 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일부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에 비해 금융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지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 대비 부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0～1배 미만 70.4 62.3 63.2 57.8 67.0 64.1

1～3배 미만 10.9 15.9 17.7 24.4 20.4 17.9

3～5배 미만 2.9 5.0 7.0 6.1 4.9 5.2

5배 이상 15.8 16.8 12.1 11.7 7.7 12.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주 : 각 소득계층별로 자산 대비 부채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을 계산

<표 III-7>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대비 부채부담 가구의 비중

(단위: %)

3. 소득 및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동시 고려
소득 및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함께 적용하여 가구의 분포를 정리하

면 다음 표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3

배 미만) 동시에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낮은(3배 미만) 가구는 전체 가

구의 79.8%이며 이중 두 비율이 모두 1배 미만인 가구는 57.7%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배 이상인 동시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3배

25) 은행 및 재무상담가들은 가계의 자산보유가 가계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

적으로 정하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금융부채 규모가 금융자산 대비 3배 미만,

전체 자산(금융자산+부동산자산) 대비 부채가 50%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을 권

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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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가구는 전체가구의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대비 금융부

채 비율이 3배 이상인 가구는 5%(3.0+2.0),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3배

이상인 가구는 18%(5.2+12.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 대비 부채

자산 대비 부채

0～1배 1～3배 3～5배 5배 이상 소계

0～1배 57.7 5.6 0.5 0.3 64.1

1～3배 9.0 7.5 0.8 0.5 17.9

3～5배 2.1 2.5 0.4 0.2 5.2

5배 이상 4.8 5.8 1.3 1.0 12.8

소계 73.6 21.4 3.0 2.0 100

<표 III-8> 전체가구 중 위험가구의 비중

(단위: %)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비율이 모두 높은 가구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기준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가 동시에 자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

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계부채와 자산간 관계를 실증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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