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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특히 총 가계부
채의 증가속도가 가계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점에서 부채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성이 금융시스템 전
체로 퍼져나가는 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2015년 12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인상을 시작하면서 가계부채의 규모가 커진 우리경제 내
의 가계들이 직면하는 대출이자율 역시 머지않아 오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
고 있으며, 이와 같은 외부충격에 따라 부채를 보유한 가구들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거시경제에 외생적인 충격이 주어지는 경우 가
계부채 규모의 변화와 채무조정 위험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주택
소유여부, 부채규모 등이 서로 다른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모형경제를 설정하고,
2014년의 한국의 경제상황을 잘 나타내는 통계량들을 이용하여 모수를 설정한 후, 이
자율 충격,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 충격, 가처분 소득 충격 등의 외생적 거시충격이
발생했을 때 모형경제 내에서의 가계의 부채규모 변화와 채무조정 유입과 관련된 통
계량들의 변화를 실험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경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전적으로 동질적인 가구들
은 매기 개별적 소득충격과 지출충격을 받고 서로 다른 선택을 통해 이질성을 띄게
된다. 모형 내에서 가구는 매기 주택의 보유 여부 및 크기, 담보대출의 크기, 신용대
출 혹은 저축의 크기, 소비 수준, 채무조정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대출계약을 맺는
과정에는 LTV와 DTI 규제한도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신용대출한
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모형 내의 부채 보유 가구는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
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특징을 반영한 채
무조정제도를 모형화하였으며, 채무조정 중인 가구는 저축과 대출이 모두 금지되는
대신 최소한의 소비수준을 보장받고 잔여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잔여채무를 모두 상환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확률로 채무조정을 완료하여 기존의
채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모형화하여 현실 제도의 평균변제기간에 대한 특징도
반영한다.
외생적 충격에 따른 실험을 용이하게 하도록 저축,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이자율과
주택의 단위면적당 가격, 효율성 단위당 노동소득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부분균형모
형을 이용하고, 이러한 모수들의 변화가 장기적, 단기적으로 가계의 부채규모와 채무
조정 유입과 관련된 통계량들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분석한다.
본 논문에 사용된 모형은 Livshits et al.(2007)과 Chatterjee et al.(2007)의 가계
부채와 채무조정을 다룬 해외 연구에 기반하였다. 이들 연구는 신용대출에 대해 개인
파산이 가능한 미국의 Chapter7 파산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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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모형경제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모형 경제 내의 후
생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대표적 선행 연구가 발표된 이후로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가계부채의 기본모형을 확장한 후속 연구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Hatchondo et el.(2015), Chatterjee and Eyigungor(2015)와
Mitman(2016)을 들 수 있다. Hatchondo et el.(2015)는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파산이 가능한 모형경제를 구성한 후 책임한정(비소구적) 주택담보대출의
존재 유무와 LTV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파산확률과 주택에 대한 수요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다. Chatterjee and Eyigungor(2015)은 장기담보대출에 대한 파산
이 가능한 모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압류위기(foreclosure crisis)를 분석
한다. Mitman(2016)은 Chapter7 파산과 Chapter13 회생 및 주택에 대한 압류
(foreclosure)가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모형경제를 통해 최근 미국의 채무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계부채와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부채를 다룬 국내의 연
구들도 축적되어 왔다. 대표적인 국내의 연구로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와 금융
연구원의 가계부채백서 등의 선행연구들이 있으며, 개별적인 연구자들의 대표적인 선
행연구로는 김현정(2010), 장민(2010), 송인호(2012), 허석균(2012), 김영식 외(2014),
김지섭(2015)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내 채무조정제도의 현황을 다룬 선행연구로는
김두얼 외(2013)과 오윤해(2014)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이 하락하는 경우,
가처분소득이 하락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 내의 변화의
크기를 상정하고 모형경제를 통한 실험을 진행한다. 주택보유 가구의 비중, 가처분소
득대비 총부채의 크기, 채무조정으로 유입되는 가구의 비율, 그리고 채무조정으로 유
입되는 가구당 평균부채의 크기에 대한 변화를 중심으로 개별 외생충격의 장기적, 단
기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보유가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
비 부채는 감소한다. 채무조정신청은 증가하지만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가구의 평균부
채는 감소한다. 주택가격과 낙찰가율이 하락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보유가구의 비
중은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는 감소한다. 채무조정신청 수와 채무조정 유입가
구의 평균부채도 감소한다. 가처분소득이 하락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보유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는 증가한다. 채무조정 유입은 증가하지만 이
들 가구의 평균부채는 감소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가계부채와 채무조정제도의 현황을 살
펴본다. Ⅲ장에서는 모형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Ⅳ장에서는 2014년 한국의 경제상
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모수값을 설정한다. Ⅴ장에서는 부채의 규모와 채무조정신청을
중심으로 모형경제의 균제상태를 분석한다. Ⅵ장에서는 이자율, 주택가격 및 낙찰가
율, 가처분소득의 변화에 따른 부채의 규모와 채무조정 유입에 관련된 통계량의 변화
에 대해 분석한다. Ⅶ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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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
1. 가계부채 현황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1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그림1>은 2003년
1분기이후 한국의 가계대출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보여준다. 한국은행 가계신용통계의
가계대출항목으로 측정한 명목가계부채는 2003년 1분기 420.7조원에서 2016년 2분
기 1191.3조원으로 연평균 8.1% 속도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06년 1분기부터 2008
년 3분기까지 연평균 10% 이상 빠르게 증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2015년 3분기 이후 다시 연평균 10%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그림 1: 가계대출의 규모 및 증가율
가계대출의 정의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의 가계대출 항목

특히 이러한 가계부채의 성장속도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림2>는 가계의 처분
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보여준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국민
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상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연간 명목 총처분가능소득
(GDI)으로 측정한 값이다.
2004년 기준으로 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은 90.3%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
가하여 2015년에는 128%에 이르렀다. 이러한 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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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증가율은 2006년에 6.7%로 도달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소 둔화되었지
만 2015년에 증가율이 5.6%에 이르면서 다시 커지고 있다.

그림 2: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 및 증가율
가계대출의 정의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의 (명목) 가계대출 항목. 가계총처분가
능소득은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상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연간 명목 총
처분가능소득을 의미함.

2. 채무조정제도 및 현황
한국의 상시적 채무조정제도1)로는 2016년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
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각각의 제도별 특징은 오윤해
(2014)에서 인용한 <표1>에 요약되어 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의 청산가치가 부채에 비해 작아 부채상환의 여력
이 없을 경우 이용되는 제도이다. 현재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고
잔여채무에 대한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 반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장래 계
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걸쳐 채무의
일정비율만큼의 변제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통상 5년에 걸쳐서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을 이용하여 조정된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개인워크아웃은 최대
8년(유예기간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년)에 걸쳐서 조정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프리
1)

이외에 비상시적 채무조정제도로 한국자사관리공사에서 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캠코신용지원
(OnCredit) 및 희망모아와 은행 등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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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연
체가 장기화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분
제도
주체
시행

대상
채권

공적구제제도
청산형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원
2004.9.

1962.1

기간

개월 이상 연체)

제한 없음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
무담보 최장 8년

청산 후 면책

통상 5년

생활비 제외한
채무

면책대상 채권

소득을

5년간

조정

(세금, 벌금 등

변제 (단, 변제

수준

은 비면책)

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때)

보증
인
법적
효력

인가

시

면책
‘연체 등’은 면

신용
정보

책 시 해제
공공정보(파산
면책)는 5년 후
해제

기타

소득

4000만원

1년간

이하

누적

연체

30일)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부채상환비율

3%이상 & 6개월 내
신규 채무 30% 이하)
무담보 최장 10년

(2년 이내 유예 가능)
(1년 이내 유예 가능)
담보채무 최장 3년 거치 후 20년 이내
무담보채무: 이자 감
면, 채무원금은 상각채
권에

한하여

최대

50% 감면

연체이자 감면

담보채무: 연체이자 감
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면책

체 1~3개월, 혹은 연
&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범위
변제

협약기관 보유채권 (3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조정
채무

사적구제제도
재건형 채무재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2002.10
2009.4
협약기관 보유채권 (연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
‘연체 등’은 인

사적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시 면책

가 시 해제

신용회복지원 확정 시

공공정보(개인

‘연체 등’ 정보 해제

회생

공공정보(신용회복중)

인가)는

변제계획 이행

미등록

는 2년 상환 시 삭제

완료시 삭제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이용가

소액금융지원,

능

선, 신용관리교육

취업알

표 1 한국의 상시적 채무자 구제제도
오윤해(2014)에서 저자가 서민금융나들목 홈페이지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을 인용.

<그림3>은 프리워크아웃을 제외한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신규이용자의 수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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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4년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회생제도의 신규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
가하고 개인파산제도의 신규 이용자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
인워크아웃 이용자수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추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법원 홈페이지의 통계를 이용하여 직접 정리함.

본 연구에서는 부채보유가구가 부채를 전액 상환하는 대신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
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모형화한다.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 수가 감
소하고 있는 개인파산의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최소소비수준을 보장받는 대신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주택서비스에 대한 지출 외에는 모두 채무상환에 이용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제도를 단순화한다. 그리고 상태공간(State Space)의 차원을 줄이기 위해 채
무조정이 개시된 이후의 기간을 독립적으로 추적하는 대신 외생적 확률로 채무조정이
종료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이 확률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최대변제기간을
반영하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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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형경제
1. 경제 환경
모형경제는 무한히 사는 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의 수는 1로 정규화한다. 시
간은 이산적(discrete)이며 t=0,1,2,...로 나타낸다.
1.1. 가계
모든 가계는 사전적(ex-ante)으로 동질적이다. 가계는 매기 소비와 주택서비스를
통해서 효용을 얻으며, 기대할인평생효용(expected discounted lifetime utility)을
극대화한다.




∞



   










여기서   는 0기에 가진 정보 집합을 조건부로 한 기대값을 계산하는 연산자이고,
 는 시간할인율을,  는  기의 소비수준을,  는  기의 거주주택의 크기2)를 나타낸다.

기간효용함수      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여기서  는 주택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는 소비재와 주택에 대한 대체탄력성의
역수를,  는 상대적 위험기피도를 의미한다.
가계는 주택을 구매하여 거주하거나 임차하여 지낼 수 있다. 구매용 주택의 크기는

     으로 주어지고,    이면    가 성립한다. 다주택 소유는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임차용 주택은 한 가지 크기만이 가능하고 그 크기는  로, 가장
작은 구매용 주택보다 작다고 가정한다     . 구매용 주택과 임차용 주택은 모두
매기 일정한 비율  로 감가상각된다.
주택의 단위면적당 가격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하고 이를  로 나타낸다. 임
차용 주택의 임차료는   로 주어지며 이때 단위면적당 임차요율  는 무위험이자
율  , 수익율  을 이용하여
        
로 나타낸다3).
사전적으로 동질적인 가계는 매기 개별적인(idiosyncratic) 소득충격과 지출충격에
노출되며 이들 충격의 실현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하여 사후적으로 이질성
(heterogeneity)을 띄게 된다. 가계의 노동소득은 경제전체에서 동일한 효율성 단위
2) 여기서는 주택의 크기에 비례해서 매기 주택서비스의 유량(flow)이 생성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3) 본 모형에서 주택 가격변화는 모두 기대하지 못한 충격에서 오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변
화에 따른 자본이득부분은 임차료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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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임금인  , 소득충격 중 지속적인(persistent) 부분   와 일시적인(transitory) 부분
 의 곱    으로 표현된다. 효율성 단위당 임금은 외생적으로 주어지고 모든 가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반면, 소득충격은 가계들 사이에는 서로 독립적인 확률과정을 따
른다. 지속적인 소득충격은 AR(1) 확률과정을 따르고 일시적인 소득충격은 매기 독립
적이고 동일한 (identical and independently distributed) 정규분포를 따른다.
log  log      ∼ 
log ∼   
여기서  는 소득충격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모수(parameter)이고,  는 지속적인
소득충격의 조건부 분산을,  는 일시적인 소득충격의 분산을 나타낸다.
가계는 소득충격 이외에 지출충격도 받게 된다. 개별 가계는 직면하는 지출충격은
가계 간에 서로 독립적이고 기간 간에도 독립적이며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또한 지
출충격은 소득충격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지출충격을  로 표기할 때,  는     

      의 값을 취할 수 있다. 지출충격은 가계의 부채를 같은 크기만큼 늘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 대출계약
가계가 저축을 할 때는 무위험이자율  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가계가 대출을
할 때는 주택소유여부와 소득의 지속적인 부분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대출계약이
이루어진다. 모든 종류의 대출은 만기가 1기라고 가정4)한다.
지속적인 소득충격을 이산화(discretize)했을 때 실현될 수 있는 값 중 가장 작은
값   는 실업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이
다.     이면 주택소유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임차인의 경
우에는 신용대출만 가능하다.
현실에서 가계의 대출이자율은 소득, 직업, 신용등급, 연령, 과거의 연체경험 등 가
계의 특성에 의존한다. 본 모형에서는 이를 단순화하여 가계의 대출이자율이 소득 중
지속적인 부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5)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로, 신용대출의 이자율을    로 표기하면, 주택담보대출의 가격    과 신용대


      을 만족하게 된다.
출의 가격    은   
   

가계의 대출계약은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양적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4) 현실에서는 다기간 만기의 대출계약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1기간 만기의 대
출만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1기간 만기의 대출이라도 상환과 재대출의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다기
간 대출의 상환과정의 자금흐름을 모방할 수 있다.
5) 소득 중 지속적인 부분은 가계의 대출이자율 결정요인 중 소득 외에도 직업 및 연령을 상당부분 반영
한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이자율을 결정할 때 현재시점의 가계소득의 지속가능성을 간접적
으로 직업과 연령을 통해서 유추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 신용등급과 연체이력 등도 소득의 지속적
인 부분과 상관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 8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Loan-to-Value:

담보인정비율)

규제한도와

DTI

(Debt-to-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규제한도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
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 , 신용대출의 원리금을 ′ , LTV 규제비율을  , DTI
규제비율을   , 데이터에서 주택담보대출 평균적인 만기를  , 데이터에서 신용대출의
평균적인 만기를  라고 할 때6),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해야 한
다.
′ ≤ ′

  

′ 
′ ≤  





여기서 첫번째 부등식은 LTV 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은 주택
가격의  비율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부등식은 DTI규제를 표
현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균등상환액과 신용대출의 원리금 균등상환액 중
이자부분의 합이 소득의 지속적인 부분의   비율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신용대출의 경우 소득 중 지속적인 부분의 크기에 따라서 다음 부등식과 같이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  
′ ≤ 




즉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균등상환액과 신용대출의 원리금균등상환액의 합이 소득
의 지속적인 부분의  비율 이내에 있어야 한다.
본 모형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과 신용대출 이자율 모두 외생적7)으로 결정되는 것
으로 가정한다.
1.3. 채무조정
매기 가계는 주택소유여부 및 크기, 담보대출의 크기, 신용대출 및 저축의 크기, 소
비수준, 그리고 채무조정을 선택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가계가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경우 채무조정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저축과 대출이 모두 불가능해지고 주택의 소유
역시 금지되지만 대신에 소득충격과 지출충격의 크기에 관계없이 최소소비수준은 보
장받는다. 최소소비수준과 임차료 이상의 소득은 모두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고
잔여채무는 무위험이자율로 다음기로 롤오버 된다. 가계는 잔여채무를 모두 상환하게
되거나 외생적인 확률8)로 채무조정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채무조정변제
6) 모형에서 대출계약은 모두 1기간이지만 상환과 재대출이 이루어지면 순상환액은 일반적으로 1기간 대
출 원리금에 비해 작게 된다. 여기서는 현실 경제에서의 다기간 대출의 평균적인 만기를 이용하여 모
형에서의 1기간의 원리금 순상환액을 표현한 것이다.
7) 채무조정가능성을 반영하여 금융중개기관이 대출이자율을 내생적으로 결정하는 모형 구성이 가능하지
만 여기서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외생적이라는 가정을 도입하였다.
8) 실제 제도는 개인워크아웃은 최대 8년, 개인회생은 최대 5년 이내에 조정된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
지만 여기서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상태변수(state variables)의 수를 줄이고자 확률적인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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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은  로 주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모형화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던 가계가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택은  의 비율로
할인되어 팔리게 되고 이 금액은 주택담보대출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게 된다.
만일 담보대출액이 주택급매가격 (fire-sale price)보다 큰 경우 소득 중 최소소비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용하여 잔여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지출충격의 금액을
액수에 비례해서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무위험이자율로 다음기로 롤오버 된다.
만일 담보대출액이 주택급매가격보다 작은 경우 담보대출은 전액 상환되고 남은 판
매액과 소득의 합 중 최소소비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신용대출과 지출충격 금액을
액수에 비례하여 상환하는데 사용된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선택하게 되면 소득 중 최소소비수준과 임차료를 초
과하는 금액은 신용대출과 지출충격의 금액을 액수에 비례하여 상환하는데 사용되고,
남은 채무는 무위험 이자율로 다음기로 롤오버 된다.
이상의 논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총변제액을  , 주택담보대출에 대
한 변제액을   , 신용대출에 대한 변제액을   , 최소소비수준을  라고 표기하면,


경우  이고       일때

         
      

          × 
        


  
 × 
          

   max  min              .
여기서 


경우  이고 ≤      일때

    
  


  
 × 
 

   max  min              .
여기서 


경우   일때
 max  min       

종료를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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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조정과정이 종료되면 가계는 임차인으로 새로운 기간을 시작하게 되고 가계의
채무 및 저축은 0이 된다.
1.4 기간 내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
지난 기에 결정한 주택보유여부, 담보대출규모, 신용대출/저축의 규모 등의 상태변
수를 가지고 있는 가계는 매기 초에

지출충격과 소득충격의 지속적인 부분과 일시적

인 부분을 관측하게 된다. 이러한 충격을 관측한 이후 가계는 주택소유자가 될 것인
지, 임차인이 될 것인지, 기존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
한다. 주택소유자가 되기로 결정한 가계는 주택의 크기와 담보대출규모, 신용대출 및
저축 규모, 소비수준을 결정하게 되고, 임차가구는 신용대출 및 저축규모와 소비수준
을 결정하게 된다. 채무조정을 선택한 가구는 채무조정제도에 따른 소비와 채무상환
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모형경제 내의 사건의 흐름은 <그림 4>에 요약되어있다.

그림 4: 모형경제의 흐름

2. 가계의 의사결정문제
주택소유자는 지난 기에 결정된 주택의 크기, 담보대출규모, 신용대출 및 저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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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매기 초에 관측한 지출충격과 소득충격에 따라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된
다. 즉 주택소유자의 상태변수(state variables)는        이다. 임차인은 지난
기에 결정된 신용대출 및 저축의 규모와 매기 초에 관측한 지출 충격과 소득 충격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즉 임차인의 상태변수는       이다. 채무조정중인
가계는 지난 기에 결정된 잔여채무규모와 매기 초에 관측한 지출 충격과 소득 충격에
따라서 채무조정제도가 규정한 대로 소비와 채무상환을 수행하게 된다. 즉 채무조정
중인 가계의 상태변수는       이다.
주택소유가계와 임차가계, 채무조정중인 가계의 가치함수(value functions)을 각각
        로 표기하기로 한다. 그리고 주택소유자가 다음 기에 주택소유를 선택하는

경우의 가치함수를    로, 다음 기에 임차를 선택하는 경우의 가치함수를    로,
다음기에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경우의 가치함수를    로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임차
인이 다음기에 주택소유를 선택하는 경우의 가치함수를   로, 다음 기에 임차를 선
택하는 경우의 가치함수를   로, 다음 기에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경우의 가치함수
를   로 나타낸다. 이러한 표기를 이용하면 가계의 의사결정문제를 축차적 형태
(recursive form)로 표현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는 다음 기에 주택소유를 선택할 때와 임차를 선택할 때 그리고 채무조
정을 선택할 때의 효용을 비교해 보고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결정을 한다.

   max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효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서 구할 수 있다.

  

max
    ′′′′′′
′′′

s.t.   ′      ≤        ′   ′
′ ≤ ′

  

′
′ ≤  






′  
′ ≤ 






 

max
   ′′′′
′

s.t.      ≤        ′

′ ≤ 



    ′′′′
s.t.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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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역시 다음기에 주택소유를 선택할 때와 임차를 선택할 때 그리고 채무조정
을 선택할 때의 효용을 비교해 보고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결정을 한다.

  max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효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서 구할 수 있다.

  

max
    ′′′′′′
′′′

s.t.      ′    ≤   ′   ′
′ ≤ ′

  

′
′ ≤  








′  
′ ≤ 





 

max
   ′′′′
′

s.t.        ≤   ′

′ ≤ 




    ′′′′
s.t.   max         

′       
채무조정중인 가구는 주어진 채무조정제도에 따라서 소비수준과 다음기의 잔여채무
가 결정된다.

       ′   ′′′ ′   ′′′′  ′′′ 
s.t.   max         

′       
3. 균형
본 모형은 가구의 효율성 단위당 소득, 주택의 단위면적당 가격, 무위험이자율 및
주택담보대출이자율과 신용대출이자율이 모두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부분균형모형이므
로, 가계의 최적선택이 바로 모형경제의 균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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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수설정
본 장에서는 모형경제의 균제상태(steady state)9)가 2014년의 한국의 경제상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실제 자료들을 이용하여 모수(parameter)를 설정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모형에서 1기간은 1년을 의미한다. 모형경제의 모수들은 그 설정방식에 따
라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독립적으로 설정한 모수들
기존의 연구문헌과 기타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설정한 모수의 정의와 값
은 <표2>와 <표3>에 요약되어 있다.
기간효용함수의 소비와 주택간 대체탄력성과 상대적 위험기피도는 Song(2013)에서
추정한 값인 각각 2.5와 2를 이용한다. 이 경우  의 값은 0.4이고  의 값은 2이다.
거주주택의 크기는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10)의 주택소유가구와 전세가구11)의 전
용면적의 크기의 분포를 이용하여 구한다. 구매용 주택으로 세 가지 크기가 선택가능
하다고 설정하고 각각의 크기를 데이터의 30분위, 50분위, 90분위 값을 이용하여 구
한다. 이렇게 구한 주택의 크기는

    (단위:

 )이다.

임대주택의 크기  은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월세 및 사글세 가구의 중위주
택의 크기를 이용하여  (단위:  )로 정한다.
주택의 단위면적당 가격  는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가거주가구의 주택가격
과 전세가구의 전세보증금을 거주주택의 전용면적으로 나눠서 단위면적당 가격을 구
한 다음 이 분포의 중위값을 이용하여 1.8824 (천만원)로 정한다. 이 때 모형경제내의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중위주택의 가격은 1억5059만원이 된다.
주택의 감가상각률  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014년 전국 2인이상 가구의 월
평균가계수지의 주택유지 및 수선항목을 이용하여 0.0017로 정한다.
가계의 효율성단위당 가구소득  는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가처분소득을
이용한다. 여기서 가처분소득의 정의는 재산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에서 이자비용을
제외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것이다. 이렇게 구한 중위가처분소득은 3.27 (천만원)이
다.
지속적인 소득충격은 김선빈 외(2008)에서 한국노동패널 1998년~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와 Storesletten et al.(2004) 및 Livshits et al.(2007)에서 사
용한 미국의 지속적인 소득충격의 분산과 일시적인 소득충격의 분산의 상대적 크기를
9) 균제상태는 모형경제의 균형 중, 모형 내의 가계의 분포, 즉 개별가구의 상태변수 위에서 정의된 가계
의 분포가 동태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10)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4년의 소득과 비소비지출 등의 유량(flow) 자료와 2015년 3월의 거
주투택의 크기, 자산, 부채 등의 저량(stock) 자료를 담고 있다.
11) 모형경제에서는 주택소유여부에 따라서 자가가구와 임차가구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에서는 자가가
구와 월세가구 이외에 전세가구가 존재하는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 존재하고 점점 비중이 확대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가구를 임차가구로 분류하지 않고 자가가구로 분류한다.

- 14 -

참고하여 설정한다.
모수


값
2



0.4

   






정의
위험기피도
소비와 주택서비스간의 대체탄력성의 역













 
4.5
1.8824
0.0017
3.27
0.7
0.6
0.6
15
2
1.06 (%)
3.37 (%)

     

{2.57, 2.46, 2.43, 2.39, 2.33}

         

{7.54, 5.68, 4.70, 4.01, 3.34}



수
보유주택의 크기
임차주택의 크기
단위면적당 주택가격
주택의 감가상각률
효율성 단위당 가구소득
주택담보대출의 LTV 규제비율
주택담보대출의 DTI 규제비율
신용대출의 DTI 한도
주택담보대출의 평균만기
신용대출의 평균만기
무위험 저축이자율
임차료율
소득의 지속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주택담
보대출의 대출이자율
소득의 지속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신용대
출의 대출이자율
주택 급매도의 할인률
외생적인 채무조정 종료 확률
채무조정시 최소소비수준

0.136


0.20

0.997

표 2: 소득충격을 제외한 독립적으로 설정한 모수들의 값과 정의

좀더 구체적으로는  와  의 상대적 크기가 미국의 추정결과와 일치한다고 가정하
고 log의 비조건부 분산이 김선빈 외(2008)에서 추정한 값과 일치하도록 하는  ,
  ,   값을 찾는다. 이렇게 구한 지속성 모수 는 0.9814, 지속적인 소득충격의 조

건부 분산  은  , 일시적인 소득충격의 분산  은  이다. 이 값들을 이용
하여 지속적인 소득충격은 6가지 상태로, 일시적인 소득충격은 3가지 상태로 이산화
(discretize)한다. 지속적인 소득충격은 추정된 AR(1) 확률과정을 Tauchen(1986) 방
법을 이용하여 5가지 상태

와 이에 대응되는  × 마르코프 행렬을 구

하고, 실업상태를 의미하는  를 추가한다.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구한 실업률 3.53%와 김혜원(2008)에서 추정한 취업
상태와 실업상태간의 이행확률을 참조하여 취업상태에서 실업상태로 이행확률은 연간
3.43%이고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행확률은 연간 93.63%가 되도록 설정한다. 여
기에 취업상태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실업으로 이행확률이 같다는 가정과 실업상태
에서 취업상태로 이동할때는 지속적인 소득상태의 비조건부 확률을 따른다는 가정을
추가하여 확장된  × 마르코프 행렬을 구한다. 일시적인 소득충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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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산화하되,      가 되도록 설정한다. 이렇게 구한 소득충격의 모수값은
<표3>에 요약되어 있다.
모수
                 

 ′  

   
P r   

값
{0.1356, 0.2022, 0.4497, 1.0000, 2.2239, 4.9456}

           
     
        
         
         
       





{0.4671, 1.0000, 2.1406}
{0.0668, 0.8664, 0.0668}

표 3: 소득충격 모수의 값

무위험 저축이자율 은 2014년의 월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서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값의 평균을 이용하여 로 정한다. 담보대출
이자율은 은행연합회의 2014년 담보대출이자율의 신용등급별 평균이자율에서 CPI 인
플레이션을 차감하여      (단위: %)로 정한다. 신용대출이자율
은 은행연합회의 2014년 신용대출이자율의 신용등급별 평균이자율에서 CPI 인플레이
션을 차감하여     (단위: %)로 정한다.
임차료율  은 2014년 주거실태조사의 중위월세의 연환산 360만원을 월세생활자의
중위주거면적 주택의 가격 8471만원으로 나눈뒤 CPI인플레이션을 차감하여 구한
3.37%를 이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의 LTV 규제비율 는 0.7으로 정하고, DTI 규제비율  는 0.6으로 정
한다. 신용대출한도를 결정하는 비율인  는 0.6으로 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의 평균약
정만기  는 15년12)으로, 신용대출의 평균약정만기는  는 2년으로 정한다.
주택소유자가 채무조정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주택급매도로 인한 할인율 은 2014
년 법원의 경매낙찰가율 자료를 이용하여 0.136으로 설정한다.
외생적 채무조정 종료확률을 의미하는 는 신용회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의 지속기간
이 최대8년이고, 법원의 개인회생의 지속기간이 최대5년임을 고려하여 0.20로 정한
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동안 보장되는 최소소비수준  는 2014년 가구원수별 최

저생계비에 평균가구원수 2.53명을 적용하여 구한 값의 70%로 설정하여 0.997 (단
위: 천만원)의 값을 이용한다.

12) 주택담보대출의 평균약정만기는 김현정(2009)의 계산에 의하면 2009년의 경우 13.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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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경제의 균제상태값을 통해 함께 설정한 모수들
모형경제의 균제상태의 통계량을 계산하여 데이터의 해당되는 통계량의 값과 일치
시키는 방식을 통해 값을 설정하는 모수들은 총 6개이다. 소비대비 주택에 대한 상대
적 선호도를 나타내는 , 시간할인율 , 지출 충격의 크기를 나타내는

, 그리

고 이러한 지출충격이 실현될 확률을 표현한 Pr  , Pr  이다.
이러한 모수의 값을 정하기 위해 이용한 데이터의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주택소유
비율, 주택소유자의 평균 LTV (Loan-to-Value) 비율, 임차가구 중 신규로 채무조정
을 신청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택소유가구 중 신규로 채무조정
을 신청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신규채무조정자의 부채하위 50%
의 평균부채, 신규채무조정자의 부채상위 50%의 평균부채 이렇게 총 6개이다.
주택소유비율은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자가주택 거주가구의 비율은
58.9%이고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20.2%이다. 따라서 본 모형경제에서 일치
시키려는 값은 79.1%이다.
주택소유자의 평균 LTV 비율은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13.5%이다. 자
가 거주자의 경우 거주주택의 가격과 거주주택담보대출 항목을 이용하고, 전세 거주
자의 경우에는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과 전세용도담보대출 항목을 이용하여 평균을
구한 값이다.
신규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4년의 신용회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확정자수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인가자 수의 합13)을 2014년의 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구한다. 이렇게 구한 값은 0.8%이다.
오윤해(2014)의 결과에 의하면 2012년 서울지역 개인회생 이용자중 자가주택거주자
는 5.0%이고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중 자가주택 거주자는 3.7%라는 점을 이용하여 신
규채무조정 신청자 중 4.25%는 기존의 자가주택 거주자라고 가정한다. 이때 신규채
무조정 유입률 0.8% 중 0.035%는 기존의 자가주택 거주가구, 나머지 0.765%는 기존
의 임차가구라고 설정한다.
신규채무조정자의 부채하위50%의 평균부채와 부채상위 50%의 평균부채는 신용회
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사례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다. 여기서는 부채하위 50%의 평균부채는 2천만원으로 상위50%의 평균부채는 7천만
원으로 설정14)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6가지 통계량과 모형경제의 해당되는 통계량을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수의 값은 <표4>에 요약되어 있다.
13)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이용자 단위가 개인이고 본 모형은 가구가 기본단위이다. 한 가구내에
채무조정제도 이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없다는 가정을 한다.
14) 신용회복위원회의 보도자료에는 부채구간별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인원수가 나와있고, 대한법률구
조공단의 보도자료는 동기관이 다룬 개인회생사례의 평균부채규모가 나와있다. 두가지 제도 확정자의
미시자료를 직접 보고 계산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한 2천만원과 7천만원은 근사값로 간
주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균제상태를 계산한 이후에 모형경제의 결과와 법원과 신용회복위의 표본
자료를 직접 살펴본 오윤해(2014)의 결과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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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0.160
=0.966
P r    =4.14%
P r    =1.75%
 =2.59
 =7.52

타겟
주택소유비율
주택소유자의 평균 LTV
임차에서 채무조정으로 유입하는 가구/전체
가구
주택소유에서 채무조정으로 유입하는 가구/
전체가구
신규채무조정자 부채 하위 50%의 평균부채
신규채무조정자 부채 상위 50%의 평균부채

데이터
79.1%
13.5%

모형
78.6%
13.2%

0.765%

0.809%

0.035%

0.024%

2.00 천만원
7.00 천만원

2.27
6.80

표 4: 모형경제의 균제상태를 통해 함께 설정한 모수

이러한 6가지 모수 값은 모두 모형경제에서 일치시키고자 하는 통계량에 동시에 영
향을 주지만 각 통계량별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한 모수가 존재한다. 값은 주
택소유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값은 주택소유자의 평균LTV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의 값은 신규채무조정자의 평균부채에 영향을 주는 주
요요인이고, P r     , P r     은 신규채무조정 유입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이
다.
이렇게 구한 모수의 값에서 모형경제에서 계산된 통계량과 데이터의 통계량을 비교
해 보면, 주택소유비율과 주택보유가구의 평균 LTV는 거의 근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으로 유입되는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임차에서 유입되
는 가구의 비중은 모형경제에서 거의 근사한 반면 주택보유에서 유입되는 가구의 비
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신규채무조정자의 평균부채의 경우 하위50%는 데이
터에 비해 모형경제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고, 상위50%의 경우에는 반대로 모형경제
에서 약간 낮게 나타났다.
Ⅴ. 균제 상태의 분석
이 장에서는 모형경제의 균제상태(Steady State)를 데이터와 비교하여 모형경제의
설명력을 살펴본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모형경제 균제상태에서의 가처분소득대비 가
계부채의 규모와 채무조정 유입확률 및 신규 채무조정 가구의 평균적인 부채규모 등
의 통계량을 실제 데이터의 통계량과 비교함으로써 모형경제의 장점과 한계를 살펴보
고 모형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1. 부채규모
모수를 설정할 때 주택소유가구의 주택가격대비 거주주택담보대출의 규모(LTV)는
직접적으로 일치시키려한 값이다. <표5>는 이러한 모수설정에 따른 주택보유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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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량을 데이터와 비교하고 있다. 부채보유가구의 비율은 거의 근사하지만 주
택보유가구의 LTV 중간값은 모형경제에서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난다. 모형경제에서는
LTV규제 비율이 70%로 모든 가구가 이 범위 내에 있는 반면, 데이터에서는 거주주
택담보대출 보유가구의 7.2% 정도가 LTV비율 70%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LTV분
포의 쏠림정도의 차이로 인해 모형경제의 중위값은 더 크게 나타난다.
<표5>의 하단부와 <표6>은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모형경제와 데이터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DTI)의 비율을 비교하고 있다. 주택보유가구의 경우에는 모형경제의 평
균적인 DTI 비율이 0.61로 데이터의 1.13의 54%를 설명한다. 반면 임차가구의 경우
에는 모형경제의 평균적인 DTI비율이 0.27로 데이터의 0.31의 87%를 설명한다. 이를
종합한 전체가구의 경우에는 DTI 비율이 0.65로 데이터의 0.96의 68%를 설명한다.
모형경제의 경우 DTI 비율이 데이터에 비해서 작고, 특히 주택보유가구의 경우 모
형경제와 데이터간의 차이가 더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모형경제내의 가구는 주택담
보대출을 통한 다주택 소유와 같은, 부채를 이용한 실물/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선
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15). 이러한 점은 <표7>과 <표8>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의 표는 가처분소득구간별 및 주택소유여부 및 크기별로 모형경제와 데이
터의 평균부채를 비교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중위소득 구간까지는 모형경제와 데이터의 평균부채
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상위 2개 구간에서 모형경제의 부채규모가 급격히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모형경제에서의 가계는 소비를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하
려는 유인을 강하게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시기에 저축을 하고 소득
이 낮은 시기에 대출을 받는 선택을 하게 된다. 소득 중 지속적인 부분이 커질수록
가계는 대출이자율이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커지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한 자산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한 앞서의 소비의 평활화 유인이 대출계약상의 이점에 비해 더욱 크게
작용하여 모형경제내의 고소득자들의 경우 부채의 규모가 낮아지게 된다. 모형경제내
의 고소득자 부채규모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또 다른 가능성은 고소득자 자영업자
의 개인사업자금 담보대출이다. 모형내의 고소득자는 모두 고임금의 노동소득을 올리
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경우 가계의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인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도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주택소유여부 및 크기에 따른 평균부채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
다. 모형경제의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주택의 크기 간의 상관계수는 0.63으로 서로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소비의 평활화 유인이 주택의 크기
에 대해서도 작동하여 모형경제 내 중간 크기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부채규모
는 데이터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게 된다. 주택의 크기가 커질수록 LTV 규제에
따른 대출한도 역시 커지게 되지만 이러한 측면은 소비의 평활화 유인에 비해 작다.
가구의 부채상환능력에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순자산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9>
15) 본 보고서의 중간발표와 겸한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세미나에서 실제로 이러한 제안을 받았으
나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다주택 보유와 같은 부채를 이용한 금융/실물자산 투자를 모형에 도입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일은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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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처분소득 구간별로 모형경제와 데이터의 가구의 순자산을 비교하고 있다. 가처
분소득 구간별로 모형경제는 데이터상의 순자산의 42%~9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순
자산의 규모가 모형경제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은 모형경제에는 주택구입 이외에 순자
산을 축적할 수 있는 도구가 무위험저축만 존재하는 반면 현실경제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금융투자/실물투자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16).
모형경제의 소득대비 부채규모가 실제보다 작다는 점은 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을 과
대평가할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모형경제의 소득대비 순자산의 규모가 실제보다
작다는 점은 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LTV 비율

DTI 비율

평균
부채보유가구비율
보유가구중간값
평균
부채보유가구비율
보유가구중간값

데이터
0.135
35.9%
0.33
1.13
49.0%
1.14

모형경제
0.132
35.7%
0.46
0.61
39.5%
1.58

표 5: 주택보유가구의 LTV 및 DTI 비율
LTV 비율=거주주택담보대출/주택가격 (자가거주자) 또는 전세용도담보대출/전세보증금 (전
세거주자)
DTI 비율 =총부채/가처분소득. 여기서 총부채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부채항목중 자가거주자
의 거주주택담보대출, 전세거주자의 전세용도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관련대출을 합산한
금액임. 가처분소득은 재산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비소비지출을 차
감하여 정의

전체가구 DTI

임차가구 DTI

평균
부채보유가구비율
보유가구중간값
평균
부채보유가구비율
보유가구중간값

데이터
0.96
44.7%
1.00
0.31
28.1%
0.46

모형경제
0.65
37.0%
1.58
0.27
13.4%
1.01

표 6: 전체가구 및 임차가구의 DTI 비율
DTI 비율 =총부채/가처분소득. 여기서 총부채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부채항목중 자가거주자
의 거주주택담보대출, 전세거주자의 전세용도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관련대출을 합산한
금액임. 가처분소득은 재산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비소비지출을 차
감하여 정의

16) Chatterjee et al. (2015)도 본 모형과 유사한 모형에서 소득대비 주택자산과 금융자산이 모형경제
에서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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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천만원)
0.55미만
0.55이상 1.07미만
1.07이상 2.37미만
2.37이상 5.27미만
5.27이상 11.72미만
11.72이상

데이터
0.57
0.66
1.35
2.82
4.94
8.16

모형경제
0.43
1.23
1.45
2.21
0.81
0.40

표 7: 가처분소득구간별 평균부채 (천만원)
여기서 부채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부채항목 중 자가거주자의 거주주택담보대출, 전세거
주자의 전세용도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관련대출을 합산한 금액임. 가처분소득은 재
산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비소비지출을 차감하여 정의

주택소유여부 및 크기 ( )
   
  
  
임차가구
채무조정가구

데이터
4.58
3.69
1.92
0.60

모형경제
0.30
0.64
3.39
0.36
4.13

표 8: 주택소유여부 및 크기에 따른 평균부채 (천만원)
여기서 부채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부채항목 중 자가거주자의 거주주택담보대출, 전세거
주자의 전세용도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관련대출을 합산한 금액임. 데이터에서 주택
의 크기에 따른 평균부채는 자가 및 전세가구의 백분위수 p70과 p40을 경계값으로 해서
분류한 값임.

가처분소득 (천만원)
0.55미만
0.55이상 1.07미만
1.07이상 2.37미만
2.37이상 5.27미만
5.27이상 11.72미만
11.72이상

데이터
20.8
12.2
15.9
24.5
45.1
113.8

모형경제
17.2
5.5
6.7
14.4
42.9
59.5

표 9: 가처분소득구간별 순자산 (천만원)
가처분소득은 재산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비소비지출을 차감하여
정의

2. 채무조정 유입
신규 채무조정 유입비율과 이들의 평균적인 부채규모는 모수 설정 과정에서 실증자
료와 직접적으로 일치하도록 맞춘 통계량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차가구에서 채무조
정으로 유입되는 가구의 비율, 주택소유에서 채무조정으로 유입되는 가구의 비율, 신
규채무조정자의 상위 50% 및 50%의 평균적인 부채를 모두 실증자료의 통계량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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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방향으로 모수를 설정한다.
<표10>은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형경제와 실증자료의 통계량17)을 비교하고 있다.
앞서의 4가지 모수를 근사한 상태에서 채무조정상태가 지속되는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40%로 나타났다. 모수설정시 외생적인 채무조정 완료확률을
20%로 설정하였고 균제상태에서는 채무조정유입자의 수와 채무조정완료자의 수가 같
으므로 외생적 채무조정 완료률은 0.693%가 된다. 따라서 모형경제에서는 잔여채무
를 모두 갚고 채무조정을 완료하는 경우가 전체 채무조정가구의 16.2%이다.
모형경제의 신규채무조정자의 평균부채는 4.45(천만원)으로 기존주택보유자가 채무
조정을 선택하는 경우 이들 가구의 평균부채는 14.00(천만원)으로 기존임차가구가 채
무조정을 선택하는 경우 이들 가구의 평균부채는 4.1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모형경제에서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가구의 평균부채의 분포를 데이터18)와 비교
한 결과이다.

채무조정 유입률
주택보유가구의 채무조정 유입률 기여도
임차가구의 채무조정 유입률 기여도
채무조정상태가 지속되는 가구/전체가구
신규 채무조정자의 평균부채
주택보유에서 채무조정 유입가구의 평균부채
임차에서 채무조정 유입가구의 평균부채

데이터
0.80%
0.035%
0.765%
4.50
-

모형경제
0.833%
0.024%
0.809%
2.640%
4.53
14.00
4.23

표 10: 균제상태의 채무조정 유입
채무조정 유입자의 평균부채는 2014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다룬 개인회생사례의 평균부채
와 신용회복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평균부채를 가중평균한 값임.

모형경제에서는 지출충격이 양의 값을 가진 경우를 2590만원 7520만원의 두가지
상태로 분류했기 때문에 지출충격의 분포에 두 개의 봉우리가 나타난다. 데이터에서
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부채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부채보다 평균적으로 크게 나타
난다. 모형경제의 부채의 분포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부채분포보다는 부채의 크기
가 큰 쪽으로 좀더 쏠려있고 개인회생 신청자의 부채의 분포보다는 부채의 크기가 좀
더 작은 쪽으로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경제는 이 두가지 경우를 묶어서 하나
로 모형화했기 때문에 중간에 위치한 모형경제의 분포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17) 채무조정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적으로 미가공 데이터(raw data)에 접근 가능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달리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윤해(2014)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표본을 이용하여 직접 정리한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가공된 자료와 동 저자가 김두얼 외(2013)의 표본
을 바탕으로 정리한 개인회생에 대한 가공된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보도자
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자체적으로 다룬 개인회생사례를 정리한 보도자료도 역시 참고하였다.
18) 오윤해(2014)에서 정리된 데이터와 비교하는데 시기, 포괄지역, 부채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데이터는 2012년 자료이고 모형경제는 2014년의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데이터는 서울지역에 국한된 자료이다. 그리고 채무의 정의도 데이터에서는 조정대상원금/전체
채무/원금 등으로 다양하지만 모형경제에서 채무의 정의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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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신규채무조정자의 채무규모 분포: 모형 및 데이터
데이터는 오윤해(2014)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표본을 이용하여 직접 정리한 개인워크아웃
에 대한 자료와 동 저자가 김두얼 외(2013)의 표본을 바탕으로 정리한 개인회생에 대한
자료

모형경제의 외생적 상태변수는 소득충격과 지출충격이고, 가구의 소비, 저축 및 대
출, 주택구입 등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태변수의 실현된 값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가구의 채무조정에 대한 선택도 이러한 외생적 상태변수에 의존하게 된다.
<표11>은 소득충격과 지출충격에 따른 채무조정을 선택할 확률19),20)을 보여준다.
소득이    상태는 실업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저축과 대
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그보다 높은 소득수준인    일 때에 비해 채무
조정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낮다. 그 이유는    일 때 다음 기에 취업하여 더 큰
소득 수준으로 이행할 확률이    인 경우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이다. 채무조정을 선
택하는 경우 다음기에 소득이 크게 실현되고 잔여채무를 모두 갚는다고 해도 곧바로
주택보유자가 될 수 없고 1기간은 임차가구로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인 경우에
   에 비해 채무조정을 선택할 확률이 더 낮다.

19) 모형경제에서 지출충격을 제거하면 채무조정 유입률은 0.8%에서 0.03%으로 감소하게 된다. 즉
충격만으로는 적절한 크기의 채무조정 유입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Livshits et al.(2007)는 이
강조하고 있다.
20) 지속적인 소득충격외에 일시적인 소득충격도 모형경제에 존재하지만 시뮬레이션의 결과 일시적
충격의 채무조정 선택확률의 표준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여기서는 지속적인 소득충격 위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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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점을
소득
살펴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부터    까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채무조정을 선택할 확률이 단조적으로 감소한다. 그리고 같은 소득수준 내에서
는 지출충격의 크기가 커질수록 채무조정을 선택할 확률이 단조적으로 커진다. 소득
충격과 지출충격 중 상태적으로 지출충격이 채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충격이    인 경우에는 소득충격에 대해 조건화하지 않는 비조건부
채무조정 선택 확률이 17.4%이지만, 소득충격이    인 경우에는 지출충격에 대해
조건화하자 않은 비조건부 채무조정 선택 확률은 7.21%이다.

  
  
  
  
  
  



  

  

1.40

17.89

38.74

2.73

3.47

68.84

71.34

7.21

0.18

49.03

65.28

3.34

0

0.38

6.00

0.12

0

0.02

0.17

0.00

0
0.12

0
10.71

0
17.36

0
0.86

표 11: 모형경제의 외생적 상태변수인 소득충격과 지출충격에 따른 채무조정 유입 확률

주택보유 여부와 주택의 크기에 따른 채무조정 확률은 <표1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임차가구의 채무조정 확률은 4.49%인 반면 주택보유가구의 채무조정
선택확률은 이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주택보유가구의 경우 가장 작은 주
택을 보유한 가구는 채무조정을 선택할 확률이 0.066%이지만 가장 큰 주택을 보
유한 가구는 어떠한 충격이 와도 채무조정을 선택하지 않는다. 주택보유가구의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모형에서 설정된 지출
충격이나 소득충격의 크기 및 그 실현 확률에 비해 LTV규제가 70%, DTI 규제가
60%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부정적인 충격을 주택의 크기를 줄이거나 임차가
구로 전환하는 것으로 흡수하기 때문이다.

채무조정 유입 확률

임차가구
4.490%

  
0.066%

  
0.002%

  
0%

표 12: 모형경제의 주택소유여부 및 크기에 따른 채무조정 유입 확률

Ⅵ. 모형경제에서의 실험
이 장에서는 모형경제에 기대하지 못한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단기적, 장기
적으로 모형경제의 부채규모와 채무조정 유입 등의 통계량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
본다. 구체적으로는 앞 장의 균제상태의 모형을 기준모형이라고 하고, 기준모형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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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값에서 이자율이 1%p 증가할 때, 주택가격이 10% 하락하고 낙찰가율이 80%로 하
락할 때,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5% 하락할 때 각각 채무규모와 관련된 통계량과 채
무조정 유입에 관련된 통계량의 변화를 분석한다. 여기서 장기는 새로운 균제상태를
의미하고 단기는 충격이 발생한 동기의 변화를 의미한다. 모형경제의 이자율과 주택
가격 및 낙찰가율, 가처분소득이 모두 외생적으로 주어진 부분균형모형이므로 이행과
정에 있어서 균형가격의 변화로 인한 피드백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충격이
발생한 동기간의 효과를 단기적 효과로 정의해도 충분하다.

주택보유가구 비중

평균 총부채/가처분소득

채무조정유입률

채무조정 유입자의 평균부채

기준모형

단기

장기

이자율 상승

78.6

77.6

84.1

주택가격 하락

78.6

78.6

79.1

소득 하락

78.6

78.3

77.6

이자율 상승

0.659

0.629

0.442

주택가격 하락

0.659

0.610

0.556

소득 하락

0.659

0.707

0.819

이자율 상승

0.833

1.218

1.508

주택가격 하락

0.833

0.843

0.822

소득 하락

0.833

0.833

1.357

이자율 상승

4.53

3.57

2.37

주택가격 하락

4.53

4.73

4.47

소득 하락

4.53

4.13

3.53

표 13 모형경제를 이용한 실험결과 요약

<표13>은 모형경제에 외생적인 충격이 주어지는 경우 주요 경제변수의 변화를 단
기, 장기로 나누어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개별 외생충격의 자세한 효과는 다음 각 절
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1. 이자율 증가의 효과
이 절에서는 이자율 증가의 장단기적 효과를 살펴본다. <그림6>은 한국은행 경제통
계시스템에서 추출한 월별 명목금리에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한 인플레이
션을 차감한 실질 금리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의 실질기준금리는 2001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월평균 0.6%이고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2%21)를 상회하기도 하였
다. 기준모형에서 설정된 무위험이자율이 1.06%이므로 1%p 이자율 상승은 장기적으
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1) 2007년 8월에 이 기간 중 최고치인 2.96%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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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질이자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월별 금리자료에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한 인플레
이션을 차감하여 실질금리를 산출함.

본 모형의 이자율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모수는 저축이자율, 임차요율, 담보대출이자
율, 신용대출이자율이다. 이들 모두가 동일하게 1%p22)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
에 따른 모형경제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와 같은 이자율 증가의 장단기적 효과는 <표
14>-<표18>에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나타낸다.
단기적 효과
이자율 상승의 직접적 효과로 저축이자율이 상승하여 가계의 저축 유인이 커지게
되며 대출이자율 또한 상승하여 가계의 대출 유인이 줄어든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대출비용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주
택 보유 가구는 대출의 크기를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해 이 중 일부는 더 작은 크기의
주택 보유하거나 주택을 임차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즉,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이용가
구의 경우 비용상승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크기를 줄이거나, 담보주택의 크기 자체
를 줄이는 선택을 하기도 하며, 극단적으로 주택소유에서 임차로 선택을 변경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경제의 주택소유가구의 비중은 줄어들게 되고 주택보유가구의
22) 데이터에서는 실질기준금리 상승하락에 비해서 임차요율, 담보대출이자율, 신용대출이자율의 변화가
더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변화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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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부채와 평균 주택가격대비 부채비율 역시 줄어들게 된다. 주택보유가구 중 부채
를 보유하는 비율 또한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보유가구의 총부
채 역시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주택보유가구의 부채가 감소하는 요인과 대출비용 증
가에 기인한 한계가구의 주택소유에서 임차가구로의 전환에 따른 주택 보유가구의 평
균 가처분소득이 상승한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자율 상
승의 단기적인 효과 중 하나로 주택보유가구가 이자율 상승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적
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라는 점도 주목할 점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임차가구의 경우 역시 대출을 줄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이자율
상승에 기인한 임차료 상승으로 인하여 더 많은 거주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늘리
는 유인 역시 가지게 된다. 실제로는 후자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해서 기존의 임차가
구가 임차가구로 남는 경우 평균적인 대출의 크기가 늘어나게 되고 임차가구 중 부채
를 보유하는 가구의 비율 역시 증가하게 된다. 이자율 충격이 오기 전에 비해 평균적
으로 소득이 더 큰 가구들이 주택을 구매하게 되므로 임차가구의 평균적인 소득은 감
소하게 되고 따라서 임차가구의 평균적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역시 증가하게 된다.
경제 전체로 보면 주택보유가구의 부채 감소정도가 임차가구의 부채의 증가정도에
비해 커서 경제전체의 부채와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주택보
유가구 중 부채를 보유하는 가구비율의 감소에 비해 임차가구 중 부채를 보유하는 가
구의 비율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경제 전체로는 부채보유가구 비율이 증가한다.
기존의 임차가구가 이자율 상승 충격이후 임차가구로 남는 선택할 때는 증가한 이
자율에도 불구하고 임차료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부채를 늘리게 되어 후
생의 감소폭이 크다. 반면 이들이 채무조정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최소소비수준을 보장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임차료율의 상승의 부담을 반감시킬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기존 임차가구는 전에 비해 채무조정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
자율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비해 부채규모가 더 작은 그룹도 채무조정을 선택하게 된
다. 따라서 임차에서 채무조정으로 유입되는 가구의 평균부채는 감소하게 되고, 임차
가구의 채무조정 유입 기여도는 증가한다.
기존의 주택보유가구의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확률과 이들 집단의 평균적인 부
채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 전체로는 채무조정 유입률이 증가하고 신규
채무조정자의 평균부채는 감소한다.
장기적 효과
장기적으로는 가계는 이자율 상승의 충격을 저축을 늘리고 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유인은 단기적으로도
존재하지만, 저축을 늘리고 대출을 줄이는 선택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순자
산이 크게 증가하게 되며, 단기적으로 주택의 크기를 줄이거나 임차가구가 되었던 가
구들 또한 순저축을 늘려가면서 다시 주택의 크기를 늘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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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늘어난 순자산은 경제 전체로는 주택보유가구의 비중을 이자율 상승 충격이
오기 전에 비해 늘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대출의 비용이
크다는 점은 여전히 작동하여 주택보유의 분포는 이자율 충격이 오기 전에 비해 상대
적으로 작은 크기의 주택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단기에 임차가구였던 그룹
은 이후 상대적으로 좋은 충격이 실현되면 자산 축적에 성공하여 장기적으로 임차가
구에서 벗어나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그룹은 부채를 조금 줄이는 데 그치게 된다.
주택보유가구는 평균적으로 기준모형의 경우와 단기에 비해 부채를 더욱 줄이게 된
다. 같은 크기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택보유가구의 평균 가
격대비 부채비율 (LTV) 역시 기준모형이나 단기에 비해 줄어든다. 주택보유가구의 비
중이 증가하면서 이들 집단의 평균소득은 기준모형과 단기에 비해 감소하지만 그 정
도가 부채의 감소폭에 비해 작아 평균적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도 기준모형과 단기
에 비해 감소한다.
임차가구는 단기에 비해서는 부채의 규모를 줄이게 되지만 높은 임차료로 인해 그
감소폭이 작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 자산축적이 용이하지 않아서 임차가
구로 남게 되므로 이들의 평균소득은 기준모형과 단기에 비해 감소하게 되고, 소득의
감소폭이 부채의 감소폭에 비해 작아서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는 기준모형
과 단기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경제 전체로는 주택보유가구의 부채감소의 효과가 임차가구의 부채에 대한 변화의
효과에 비해 크게 되어 전체가구의 평균부채 및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역시 감소하게
된다. 임차가구의 부채보유비율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경제전체로 부채보유가
구비율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이자율 상승충격에 대한 장기 효과가 경제전체의 평균부
채 감소와 부채보유가구 비율 감소 등으로 가계부채 전체의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자율 증가가 주택보유가구와 임차가구의 부채수준에 장기적으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음은 주목하여야 할 점이다. 즉, 이자율 상승으로 순자산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중산층, 주택보유층의 경우 부채를 감소시키고 있으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용(임차비용) 상승이 임차가구의 부채를 증가시켜 부의 불평등은 상대적으
로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장기적으로 주택보유가구의 채무조정 유입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들
집단은 기준모형과 단기에 비해 평균적으로 소득 대비 부채를 줄이고 순자산을 충분
히 축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상태이다.
그리고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경우에 후생의 감소폭이 증가한 임차료로 인해 기준모형
과 단기에 비해서 더 커서 이전에 비해 부채의 규모가 더 큰 경우에만 채무조정을 선
택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소유에서 채무조정으로 유입하는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이들의 평균적인 부채의 크기 역시 감소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단기에 비해 부채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지만 상대적으
로 소득이 더 낮은 집단이 남게 되어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의 크기로 본 상환능력 자
체는 감소한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후생을 늘리는 데 이점이 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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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증가하여 채무조정 유입은 커지고, 이전에 비해 부채의 크기가 더 낮은 가구도
채무조정을 선택하게 되어 채무조정유입가구의 평균적인 부채는 줄어들게 된다.
경제 전체로는 임차가구의 채무조정 유입에 대한 기여도의 증가폭이 주택보유가구
의 채무조정 유입에 대한 감소폭에 비해 크기 때문에 채무조정 유입률은 증가하고 채
무조정을 선택한 기존의 임차가구의 부채의 감소폭이 주택소유에서 채무조정을 선택
한 집단의 부채의 증가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신규 채무조정자의 평균부
채는 감소한다.

주택소유가구 비중
주택소유가구 평균 LTV
중위 순자산/가처분소득
평균부채 (천만원)
부채보유가구 비율
주택소유가구 평균부채 (천만원)
임차가구 평균부채 (천만원)
평균 총부채/가처분소득
주택보유가구 총부채/가처분소득
임차가구 총부채/가처분소득

기준모형
78.6%
13.2%
3.45
1.62
36.9%
1.79
0.360
0.659
0.614
0.263

단기
77.6%
11.7%
3.45
1.50
40.0%
1.59
0.588
0.629
0.541
0.414

장기
84.1%
4.30%
5.97
0.86
24.3%
0.74
0.568
0.442
0.291
0.426

표 14: 이자율 1%p 증가의 장단기적 효과 1: 부채규모와

관련된 변수

기준모형
0.833%
0.024%
0.809%
4.53
14.00
4.23

단기
1.218%
0.024%
1.194%
3.57
14.01
3.36

채무조정 유입률
주택보유가구의 채무조정유입 기여도
임차가구의 채무조정유입 기여도
신규 채무조정자의 평균부채
주택소유에서 채무조정 유입가구의 평균부채
임차에서 채무조정 유입의 평균부채

장기
1.508%
0.012%
1.496%
2.37
14.48
2.27

표 15: 이자율 1%p 증가의 장단기적 효과 2: 채무조정과 관련된 변수

   
   
   
임차가구
채무조정가구

기준모형
22.3%
22.2%
34.0%
17.9%
3.5%

단기
14.6%
11.0%
51.9%
18.5%
3.9%

장기
18.0%
14.2%
51.9%
9.9%
6.0%

표 16: 이자율 1%p 증가의 장단기적 효과 3: 주택보유여부 및 크기에 따른 가구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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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채무조정가구

기준모형
0.30
0.62
3.54
0.35
4.19

단기
0.25
0.28
2.24
0.59
4.01

장기
0.24
0.26
1.04
0.57
3.03

표 17: 이자율 1%p 증가의 장단기적 효과 4: 주택보유여부 및 크기에 따른 평균부채

  
  
  
임차가구
채무조정가구

기준모형
7.54
3.68
3.10
1.79
1.52

단기
8.37
5.48
3.25
1.78
1.51

장기
8.04
4.34
3.07
1.77
1.43

표 18: 이자율 1%p 증가의 장단기적 효과 5: 주택보유여부 및 크기에 따른 평균소득

2.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 하락의 효과
이 절에서는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 하락의 장단기적 효과를 살펴본다. <그림7>의
2006년 1월 이후의 한국감정원의 데이터를 이용한 매매실질가격지수를 살펴보면,
2008년 10월에서 2013년 9월에 걸쳐서 누적으로 6.2% 주택가격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은행의 매매가격지수에 의하면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 11
월에서 1998년 1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3% 주택가격이 하
락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중간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10% 주택가격의 하락을
가정하고 그 효과를 보기로 한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차가율로 동시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법원의 용도별 경매통계에 의하면 주택의 낙찰가율은 2006년
이래로 연평균 76.1%에서 86.4%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절에서는 주택가
격 하락과 동시에 낙찰가율이 기준모형의 86.4%에서 80%로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하
고 분석한다. 이러한 변화는 <표19>-<표23>에 요약되어 있다.
단기적 효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가구는 주택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좀 더 용이하게 된다. 따
라서 단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큰 주택으로 분포가 쏠리는 현상
이 일어난다. 한편 주택가격의 하락은 임차료의 하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임차를 선택
했을 때의 효용역시 증가하여 임차가구의 비중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단기적으로는 주택소유가구의 비중 역시 거의 변화하지 않고 주택보
유가구 내에서 주택의 크기의 분포만 큰 주택 보유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가장 작은
주택이나 중간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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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이들 집단의 평균부채는 줄어드는 반면 주택가
격하락으로 인해 신규로 가장 큰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
출을 늘리게 되어 가장 큰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의 평균부채는 증가한다. 그렇지만
중간 규모 이하의 주택보유자의 부채의 하락이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
에 주택보유자 전체로는 평균부채는 감소한다.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이전에 임
차가구였던 일부 저소득층의 주택구입 또한 가능하게 되어 주택보유가구의 평균적인
가처분소득 역시 하락하지만 평균부채에 비해 그 감소폭이 작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는 감소한다.

그림 7: 월별 실질매매가격지수와 연평균 주택 낙찰가율
매매가격지수는 한국감정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14년을 기준년도로 정리. 연평균 주택 낙찰가율은 대법원 경매정보 용도별 매
각통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의 가중평
균값.

임차가구의 경우 단기적으로 평균적인 부채가 증가한다. 이는 임차가구 중 부채를
보유하는 가구의 비율이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
는 이유는 기존의 소규모 주택 보유가구 중 대출규모 큰 가구들이 부정적인 소득충격
이나 지출 충격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출규모를 크게 늘리지 못하며
임차가구로 전환하는 선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의 하락은 주택보유자가 임
차가구로 전환할 때의 비용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임차료 하락으로 인해 임차가구로
전환했을 때의 효용감소를 상대적으로 줄여주기도 한다.
임차가구의 평균소득은 감소한다.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 하락의 충격이 오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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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소득이 높은 집단은 주택구매로 유출되고 소득이 낮은 집단은 임차로 유입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역시 증가한
다.
경제전체로는 임차가구의 부채증가가 주택보유가구의 부채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평균부채는 감소하고 가처분소득대비 총부채 역시 감소한다. 주
택가격의 하락의 폭이 부채의 감소의 폭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중위 가처분소
득 대비 순자산도 감소한다.
주택보유가구는 충격이 오기 전에 비해 채무조정유입이 증가한다. 주택보유가구 중
부채가 많은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대출한도의 감소의 영향을 직접
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 집단은 부정적인 소득충격이나 지출충격이 올 때 임
차가구로 전환하거나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주택가격하락에 동
반하는 임차료 하락으로 인해 기준모형에 비해 이들 중 부채가 더 큰 집단도 채무조
정대신 임차가구로 전환을 택할 수 있게 되어 주택소유에서 채무조정으로 유입되는
가구의 평균부채는 증가한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료하락으로 인해 부정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져 기준모형에 비해 채무조정으로의 유입이 감소한다. 임차에서 채무조
정으로 유입되는 가구의 평균부채는 감소하는데, 주어진 소득과 지출충격에서는 채무
조정을 선택하게 되는 부채의 기준점(threshold value)은 증가하지만 이 기준점이 높
을수록 그 구간에 분포하는 가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부
채가 감소하게 된다.
경제 전체로는 주택보유가구의 채무조정 유입의 증가폭이 임차가구의 채무조정 유
입의 감소폭에 비해 크기 때문에 채무조정 유입은 증가한다. 또한 채무조정으로 유입
되는 주택보유가구의 평균부채의 크기의 증가정도가 채무조정으로 유입되는 임차가구
의 평균부채의 크기의 감소 정도에 비해 크기 때문에 채무조정자의 평균부채 또한 증
가한다.

주택소유가구 비중
주택소유가구 평균 LTV
중위 순자산/가처분소득
평균부채 (천만원)
부채보유가구 비율
주택소유가구 평균부채 (천만원)
임차가구 평균부채 (천만원)
평균 총부채/가처분소득
주택보유가구 총부채/가처분소득
임차가구 총부채/가처분소득

기준모형
78.6%
13.2%
3.45
1.62
36.9%
1.79
0.360
0.659
0.614
0.263

단기
78.6%
12.3%
3.11
1.50
38.2%
1.64
0.365
0.610
0.554
0.265

표 19: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 하락의 장단기적 효과 1: 부채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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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79.1%
10.6%
3.31
1.31
34.5%
1.40
0.356
0.556
0.491
0.261
관련된 변수

장기적 효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 주택보유가 용이해짐에 따라 가구는 대출을
조금씩 줄여가며 자산을 축적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택보유가구의 비중도 증가하고
주택보유가구 내의 주택의 크기 분포도 상대적으로 큰 주택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 따라 주택보유가구의 평균 LTV는 단기에 비해서도
더욱 감소하게 된다. 순자산은 단기에 비해 증가하지만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 효과
도 동시에 작용하여 기준모형에 비해서는 순자산이 감소한다.
주택보유가구는 단기에 비해 더 적은 부채로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이들의 평균
부채는 감소하게 된다. 기준모형과 단기에 비해 소득이 작은 가구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주택보유가구의 평균적인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그렇지만 부채의 감소
폭이 이러한 소득의 감소폭에 비해 커서 주택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는
감소하게 된다.

채무조정 유입률
주택보유가구의 채무조정유입 기여도
임차가구의 채무조정유입 기여도
신규 채무조정자의 평균부채
주택소유에서 채무조정 유입가구의 평균부채
임차에서 채무조정 유입의 평균부채

기준모형
0.833%
0.024%
0.809%
4.53
14.00
4.23

단기
0.843%
0.050%
0.794%
4.73
14.15
4.15

장기
0.822%
0.026%
0.796%
4.47
13.22
4.19

표 20: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 하락의 장단기적 효과 2: 채무조정과 관련된 변수

임차가구는 줄어든 임차료로 인해 장기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커지고
또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보유의 가능성 역시 커져서 저축의 유인 역시 커진
다. 따라서 임차가구의 평균부채도 기준모형 및 단기에 비해 감소한다. 단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도 자산 축적을 통한 주택보유가 가능하게 되어 임차가
구의 평균소득은 단기에 비해 증가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역시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기준모형
22.3%
22.2%
34.0%
17.9%
3.5%

   
  
  
임차가구
채무조정가구

단기
23.1%
21.6%
33.9%
17.9%
3.5%

장기
23.8%
22.7%
32.7%
17.4%
3.5%

표 21: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 하락의 장단기적 효과 3: 주택보유여부 및 크기에 따른 가구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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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체의 평균부채는 주택보유가구와 임차가구의 평균부채가 기준모형 및 단기에
비해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한다. 부채를 보유하는 가구의 비율 역시 감소한다.
단기에 비해 주택보유가구의 부채감소로 인해 부정적인 소득충격과 지출충격을 흡
수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여 주택보유가구의 채무조정으로의 유입은 단기에 비해
감소한다. 그렇지만 기준모형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주택가격하락으로 인
한 대출한도의 제약이 커지게 되고, 주택보유가구 중 대출한도가 낮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비중 또한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택보유가구 중 채무조정으로 유입되는 가구의 평균부채는 기준모형과 단기에 비
해 감소한다. 주택보유가구의 부채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이 단기에 비해 채무
조정으로 유입되는 가구의 평균적인 부채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한편
기준모형에 비해서도 채무조정 유입가구의 평균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대출한도의 제
약이 커지게 되면서 기준모형에 비해 부채가 더 낮은 가구들도 채무조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임차가구는 단기에 비해 채무조정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의 평균부채 역시 증가한
다. 단기에 비해 장기에서는 줄어든 임차료의 영향으로 인해 임차가구 중 부채의 규
모가 큰 집단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부정적인 큰 충격이 오게 되면 이들 집단이
채무조정을 선택하게 되어 채무조정 유입과 이들의 평균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그렇
지만 기준모형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임차료하락으로 인해
부정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커져 기준모형에 비해 채무조정
으로의 유입이 감소하게 된다. 주어진 소득과 지출충격에서는 채무조정을 선택하게
되는 부채의 기준점(threshold value)은 증가하지만 이 기준점이 높을수록 그 구간에
분포하는 가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부채가 감소하게 된
다.
기준모형
0.30
0.62
3.54
0.35
4.19

  
  
  
임차가구
채무조정가구

단기
0.40
0.57
3.16
0.37
4.17

장기
0.37
0.49
2.77
0.35
4.12

표 22: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 하락의 장단기적 효과 4: 주택보유여부 및 크기에 따른 평균부
채
기준모형
7.54
3.68
3.10
1.79
1.52

   
  
  
임차가구
채무조정가구

단기
7.48
3.51
3.12
1.77
1.51

장기
7.41
3.48
3.08
1.78
1.52

표 23: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 하락의 장단기적 효과 5: 주택보유여부 및 크기에 따른 평균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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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체로는 기준모형과 단기에 비해 채무조정 유입률과 이들 집단의 평균부채가
모두 감소하게 된다.
3. 가처분소득 하락의 효과
이 절에서는 가처분소득 하락의 장단기적 효과를 살펴본다. <그림8>은 2006년 1분
기 이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
용하여 환산한 실질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나타낸다. 2007년 1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며 2009년 2분기까지 실질소득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였고 그 이후로는 다
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2007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누적하여 실질소
득은 9.2% 하락하였고, 계절 조정되지 않은 자료임을 감안하여 4분기 단위로 이동평
균(rolling average)하여 구하면 동기간 실질 소득은 누적하여 3.1% 감소하였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볼 때 5%의 가처분소득의 하락은 일어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이
절에서는 모든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5%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모형경
제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러한 변화는 <표24>-<표28>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8: 실질 가구당 가처분소득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분기별 전국1인가구의 이상의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4년을 기준년도로 실질소득으로 환산함.

단기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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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가처분소득이 모든 상태(state)의 가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낮아지는 상황
을 분석한다. 단기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던 가구 중 주택의 크기를 줄이거나
임차로 전환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주택보유가구의 비중은 줄어든다.

주택소유가구 비중
주택소유가구 평균 LTV
중위 순자산/가처분소득
평균부채 (천만원)
부채보유가구 비율
주택소유가구 평균부채 (천만원)
임차가구 평균부채 (천만원)
평균 총부채/가처분소득
주택보유가구 총부채/가처분소득
임차가구 총부채/가처분소득

기준모형
78.6%
13.2%
3.45
1.62
36.9%
1.79
0.360
0.659
0.614
0.263

단기
78.3%
13.0%
3.64
1.63
41.8%
1.75
0.620
0.707
0.626
0.465

표 24: 가처분소득 5% 하락의 장단기적 효과 1: 부채규모와

장기
77.6%
14.3%
3.40
1.83
44.4%
1.91
0.884
0.819
0.673
0.632

관련된 변수

가장 큰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는 가구의 평균부채는 이들 중 상대적으로 부채가 큰
집단이 주택의 크기를 줄이면서 유출이 발생하여 단기에 감소한다. 중간크기의 주택
과 가장 작은 주택을 보유하는 가구 집단에는 좀 더 큰 주택을 보유하던 가구들의 유
입이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중소형 규모 주택으로 이전한 가구들의 평균부채는 이전
기에도 같은 크기의 주택을 보유하던 가구의 평균부채보다 작은데 그 이유는 기존의
대형 주택을 보유하던 가구들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들의 기존 부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중소형 주택으로 전환하면서 주택가격의 차이만큼의 부채를 발
생시키지 않아도 되는 여력이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모형과 비교하
여 모든 크기의 주택크기에 대해 평균부채는 감소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택보유가
구의 평균부채는 감소하고 평균 LTV 역시 감소한다. 하지만 가처분소득하락에 비해
부채감소의 정도는 작아 주택보유자의 가처분소득대비 평균부채는 증가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평균부채는 증가한다. 기존의 임차가구 중 소득의 하락으로 인해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던 가구도 신규로 대출을 받게 되고, 부채를 보유하던 가구
도 부채의 크기를 늘리게 된다. 주택보유에서 임차로 전환하는 가구의 평균부채는 상
대적으로 작지만 이들의 유입규모는 크지 않아 임차가구의 평균부채는 증가하게 된
다.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므로 가처분소득 대비 평균부채 역시 증가하게
된다.
경제전체로는 임차가구의 부채의 증가정도가 주택보유가구의 부채의 감소정도 비해
커 평균부채는 증가한다. 임차가구 중 부채보유비율의 증가정도가 중위 이상의 주택
보유집단에서의 부채보유비율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커 부채를 보유하는 가구의 비중
도 증가한다. 가처분소득의 하락이 부채의 변화나 순자산의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므로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와 중위 가처분소득 대비 순자산도 증가한다.

- 36 -

단기적으로는 채무조정으로 유입되는 가구의 비율과 이들의 평균부채는 거의 변화
하지 않는다. 채무조정을 선택할 경우 보장되는 최소소비수준은 가처분소득의 하락과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가구는 채무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커지지만 이
유인에 반응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부채를 지닌 가구의 비중이 단기적으로는 거의 존
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채무조정 유입률
주택보유가구의 채무조정유입 기여도
임차가구의 채무조정유입 기여도
신규 채무조정자의 평균부채
주택소유에서 채무조정 유입가구의 평균부채
임차에서 채무조정 유입의 평균부채

기준모형
0.833%
0.024%
0.809%
4.53
14.00
4.23

단기
0.833%
0.025%
0.808%
4.53
14.07
4.23

장기
1.357%
0.022%
1.335%
3.53
14.00
3.36

표 25: 가처분소득 5% 하락의 장단기적 효과 2: 채무조정과 관련된 변수

장기적 효과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보유하는 가구의 비율이 더욱 감소한다. 소득의 감소로 인해
자산축적이 어려워지면서 기준모형에 비해 가구소득의 효율성단위 ()가 큰 집단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소득충격이 실현되기 전에 부채의 크기가 작아 단기적으로 주
택을 보유할 수 있던 집단도 장기적으로는 부채의 증가로 인해 더 이상 주택을 보유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주택의 크기를 줄이는 과정에서 주택보유자의 평균부채가 감소하게 되
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준 모형에 비해서도 주택보유자의 평균부채는 증가한다. 기준
모형에 비해 소득의 감소로 인해 가장 작은 크기의 주택방향으로 분포의 쏠림이 일어
나고 이 가장 작은 크기의 주택을 보유하는 집단의 부채의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이
다. 주택 보유자의 평균 LTV도 같은 이유로 기준모형에 비해 증가한다.
주택보유가구는 효율성단위가 큰 집단위주로 구성이 바뀌었지만 경제전체에 적용되
는 가처분소득 하락의 폭이 더욱 커서 기준모형에 비해 가처분소득이 하락하고 따라
서 가처분소득대비 총부채는 증가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평균부채는 단기에 비해서도 더욱 증가한다. 채무조정을 선택할
때의 최소소비수준이 가처분소득의 하락과 관련 없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집
단은 기준모형에 비해 부채를 늘려서라도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가
지게 된다. 만일 부정적인 소득충격이나 지출충격이 실현되었을 때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효용의 감소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임차가구의 평균적인 가처분소득은 기준모형과 거의 같다. 가처분소득하락을 상쇄
할만큼의 효율성단위가 높은 집단이 임차가구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가
구의 평균적인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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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체의 평균부채는 임차가구와 주택보유가구의 평균부채가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가한다. 부채보유가구 비율 또한 가장 작은 크기의 주택을 소유하는 가구와
임차가구에서 부채를 보유하는 가구가 늘면서 증가한다.
기준모형
22.3%
22.2%
34.0%
17.9%
3.5%

   
  
  
임차가구
채무조정가구

단기
21.6%
18.2%
38.5%
18.2%
3.5%

장기
21.3%
19.1%
37.1%
17.1%
5.3%

표 26: 가처분소득 5% 하락의 장단기적 효과 3: 주택보유여부 및 크기에 따른 가구의 분포

장기적으로 주택보유가구의 채무조정 유입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하게 된다. 가처분
소득이 하락하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의 효율성 단위가 높
은 가구 위주로 바뀌게 되고 주택보유가구 중 부채의 크기와 가구소득의 효율성 단위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약화가 된다. 즉 상환능력이 높은 가구가 부채의 규모도 커질
확률이 증가하면서 주택보유가구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비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그리고 주택보유자중 채무조정유입 가구의 평균부채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
다.
기준모형
0.30
0.62
3.54
0.35
4.19

  
  
  
임차가구
채무조정가구

단기
0.27
0.43
3.20
0.62
4.15

장기
0.27
0.49
3.57
0.88
3.78

표 27: 가처분소득 5% 하락의 장단기적 효과 4: 주택보유여부 및 크기에 따른 평균부채
기준모형
7.54
3.68
3.10
1.79
1.52

   
  
  
임차가구
채무조정가구

단기
7.24
3.54
3.02
1.71
1.45

장기
7.22
3.55
3.02
1.79
1.37

표 28: 가처분소득 5% 하락의 장단기적 효과 5: 주택보유여부 및 크기에 따른 평균소득

임차가구의 채무조정 유입률은 증가한다. 임차가구가 채무조정을 선택하게 될 때
가처분소득 하락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이 보장되는 최소소비수준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택할 유인은 기준모형에 비해 증가한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택하
게 되는 부채규모의 기준점(threshold value)는 하락하게 된다. 임차가구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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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직면하여 부채규모를 평균적으로 늘리게 되고 부정적 충격이 오면 채무조정을
택하는 방식의 의사결정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임차가구의 채무조정 유입
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한다.
채무조정을 택한 임차가구의 평균적인 부채는 감소하게 되는데 부채규모의 기준점
이 하락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낮은 임차가구도 채무조정을 선택하게 되는 효과가 임
차가구의 전반적인 부채의 크기와 부채보율비율의 증가에 따른 효과를 압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 전체로는 채무조정 유입률은 증가하고 채무조정유입자의 평균적인 부채는 감
소하게 된다.
Ⅶ. 결론
거시경제적인 충격이 가계부채의 규모와 채무조정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충격과 지출충격이 가구간의 이질성을 만들어내는 모형경제를 구성하고 이
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이 하락하는 경우, 가처분소득이 하락하
는 경우 각각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자율이 1%p 상승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택보유가구의 비중이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보유가구의 비중이 기준모형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처분소득 대비 총부채는 새로운 균제상태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채무
조정으로 유입되는 가구는 새로운 균제상태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채
무조정에 유입되는 가구당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10% 하락하고 낙찰가율이 80%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주택보유가구 비
중은 단기적으로는 거의 변화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는 새로운 균제상태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채
무조정으로 유입되는 가구는 단기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준모형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무조정자의 평균부채도 단기적으로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준모형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 5% 하락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가구의 비중은 새로운 균제상태에 이
를 때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는 평균적
으로 새로운 균제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채무조정으로 유입되는
가구는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한다. 그리고 신규채무조정자
의 평균부채는 단기적으로 변화가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경제를 이용한 실험에서 사용한 이자율,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 가처분소득 변
화의 크기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서로 비교 가능한 값이라고 가
정한다면, 이중 부채규모와 채무조정유입 관련 통계량에 영향이 큰 요인을 골라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자율 상승의 효과가 가장 크고 주택가격 및 낙찰가율 하락의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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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자율 상승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단
기적으로 채무조정유입과 장기적인 가계부채규모에 큰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계부채관련 주요 통계량에 대하여 주택가격하락의 직접적 효과가 다
른 외부충격의 효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볼 때,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보다는 이자율 관련 정책이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모형경제는 저소득가구의 부채는 비교적 잘 근사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소
득가구와 큰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부채를 과소평가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모형경
제에 다주택보유와 같은 부채를 이용한 금융/자산 투자를 도입하여 모형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후에 수행하여 본 모형의 실험결과가 달라지는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기피도의 조정을 통해서도 균제상태의 부채의 분포와 외생적 충격에 대한
실험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하는 작업도 향후 과제이다. LTV, DTI 규제
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모형경제를 통해 살펴보는 일도 미래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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