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가계부채와 자산간 관계 분석
본 장에서는 가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한 상태에서 부채가 많은

가구가 동시에 자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정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이질성 및 종속변수의 특성(비음의 값)을 감

안하여 가계부채와 자산보유의 동시적인(simultaneous) 의사결정 행태를 분석

한다. 이를 위해 2변수 토빗(bivariate Tobit) 모형을 이용, 부채와 자산의 결

정요인을 추정한 후 이로부터 두 추정식의 오차항간 상관계수를 구하여 가계

부채와 자산 보유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나아가 부채와 금융자산간 관계분

석과 아울러 가계자산구성에 있어 부동산의 중요성을 감안,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각 소득계층별로 나

누어서도 수행되었다.

1.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Brown et al.(2005)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산과 부채간

관계를 검정한다. 아래 식 (1)은 전형적인 토빗 모형을 나타내며 자산과 부채

식을 동시적으로 추정한다. 추정방법은 완전정보 우도함수(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unction)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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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j의 자산 또는 부채수준을 나타내는 latent variable

: 가구j의 특성변수 벡터

: 자산(a) 또는 부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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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설명변수()로는 Guiso et al.(2002)과 Brown et al.(2005)을 원용

하여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사용한다.26)   는 확률변수로

 ∼  
 

 이며 공분산은  로 나타나고 오차항  

은 분산이 각각 
 

로 표시되며 결합정규분포로 가정한다. 만약 금융부채

와 자산 추정식의 오차항  의 상관계수 가 0이 아니라면 동시추정은 다

른 추정기법에 비해 효율성이 높게 된다.

부채가 많은 가구가 자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추정식의 오차항간 상관계수 의 부호와 크기이다. 즉 자산과 금융부채간에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금융부채를 많이 보유한 가구가 동시에 자

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반대의 경우

를 의미한다. 한편 상관계수가 ±에 가까울수록 자산과 금융부채간 선형관

계의 강도가 커짐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느슨함을 의미한다.

2. 실증분석 결과
자산과 금융부채의 행태식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에서 정리하고 있다. 다

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가구의 자산 및 부채수준을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결과 대부분의 통제변수들이 1% 수준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설명변수의 실증분석결과는 기존의 자산 및

부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결과27)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연령 프로화일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축적간 관계를 살펴보면 앞선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축적은 역U자 형태로 일생

주기가설의 예측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연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와 자산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항상소득가설과 어느 정도

26) 가구주 연령 및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 수, 혼인상태, 자가여부, 주거주택의 유

형, 가구 소득이 포함되며 두 식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27) Guiso et al. 2002; Karasulu and Schif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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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혼인여부는 가계 금융자산 축적에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계 금융부채 축적과는 유의한 관계

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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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금융자산 금융부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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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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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1> 2변수 토빗 모형 분석결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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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산과 금융부채간 상관계수는 금융부채와

금융자산 간에는 마이너스(-), 부동산을 포함한 총자산과 금융부채간에는 플러

스(+)로 나타났다. 금융자산과 부채간의 마이너스(-) 관계는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가 금융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부동산을 포함하

는 경우에는 금융부채가 많을수록 총보유 자산규모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한

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관계수()는 0에 가까운 반면 부동산을 포함한

총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관관계는 0보다 뚜렷하게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금융부채가 많을수록 금융자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실증

분석 결과는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 간

플러스(+)의 관계가 나타났다(Brown et al., 2005). 이는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가구의 높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소득계층별로 적용하여 분석해보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추정결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로 추정되었

으나 일부계층(2, 3분위)에서만 유의하고 다른 계층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금융부채와의 관계는 전소득계층에서 플러스(+)

로 나타난 데다 유의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중상위 소득계층인 4, 5

분위 계층의 상관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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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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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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2> 소득계층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간의 상관관계

이상의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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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된다. 이는 부채규모가 큰 가구의 재정상태가 유동성 측면에서 양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앞선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

구입 여부가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 크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축적하였

던 금융자산을 활용하고 부족분을 차입으로 충당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규모

와 금융부채의 크기간의 상관관계가 바뀌면서 계수크기도 높게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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