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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의 부담

은 물론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였다. 가계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계가 감내가능한 부채규모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가계소득 대비 부채규모를 측정하는 지표

인 DTI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DTI 개념을 도입하여 장기, 고정

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해오고 있다. 따라서, DTI 정책변화

에 따른 가장 많은 경험자료를 축적하고 있음은 물론, 민간 금융회사 수

준 이상의 엄격한 위험관리를 하고 있어 적정 DTI를 탐색하기 위한 적

절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공사의 정상 가구를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로

평균 DTI를 추출하여 우리나라 표준가구에 적용하여 부실 발생 가능성

완화효과가 있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표준가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부문 조사대상 가구자

료를 활용하였다. 거주주택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에 대하여 한국

주택금융공사 정상가구의 평균 DTI를 적용하기 전의 일반 가계와, 적용

후의 조작 가계의 효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통계분석하였

다.

통계분석 결과, 일반 가계에 비하여 조작 가계가 신용등급이 우수할수

록, 가계 소득수준이 양호할수록 부실발생 가능성이 감소함을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 금융회사에게 담보평가보

다는 신용평가 중심의 대출심사로 전환함은 물론, 가계 상태별 부채감내

능력인 적정 DTI 수준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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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민간 금융회사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

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단계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민간 금융회

사들은 그들 기관 내부의 경험자료를 토대로 고객의 신용상태와 상환능

력 등 신용판별자료를 분석하여 고객을 세분화하고 고객계층별 대출한도

부여산식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금융회사는 자체 경

험자료에서 신용등급과 소득수준 등 다양한 대출취급 요소의 교차표 상

에서 각 교차점별 유의한 DTI 수준을 탐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 주택금융을 대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민간 금융

회사가 적정 DTI 산출이 어려워 외면하는 저소득, 저신용 등 사회적 배

려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 역할

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민간 금융회사의 예

대금리차를 통한 약탈적 초과수익 향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사가 공급

하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정책금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아직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시장은 단기, 변동금리, 일시

상환 방식의 불안정한 상품 및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사가 저금리

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확대공급한다면, 민간

금융회사의 동조화 현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민간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과 공공기관의 시장유

인 정책이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다면, 가계부채의 안정은 물론 주택금

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DTI, 한국주택금융공사

학 번 : 2014-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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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년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말 현재

1,080조원을 초과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다. 통상 가계부채는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판매신용과 가계대출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다시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우

리나라 가계부채의 외형과 증가 추이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1] 연도별 가계부채 구성 및 증가 추이

(십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가계대출(a) 793,779 861,388 905,944 962,897 1,029,334

주택담보대출 362,816 392,005 404,183 418,121 460,603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47,801 50,411 62,903 75,218 77,051

판매신용(b) 49,411 54,774 57,850 58,461 59,648

합계(a+b) 843,190 916,162 963,794 1,021,358 1,088,981

증가율 - 8.65 5.20 5.97 6.62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감축이 진행된 선진국과 비교해 보

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국민경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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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가계의 역할은 가처분소득으로 가늠해 볼 수 있

는데 IMF 등 세계 유수의 경제전문기관이 우리나라 잠재성장율의 저하

요인으로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문의 소비위축을 주요원인으로

꼽고 있는 실정이다. OECD 주요국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2] OECD 주요국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p)

구 분
2002
(A)

2007
(B)

증감
(B-A)

최근
(C)

증감
(C-B)

증감률
(C-B)/B
×100

미국 112.4 143.1 30.7 114.1 -29.0 -20.3

영국 142.0 187.1 45.1 154.0 -33.1 -17.7

스페인 94.5 150.7 56.2 131.9 -18.8 -12.5

독일 113.9 102.8 -11.1 93.9 -8.9 -8.7

일본 139.5 133.6 -5.9 129.2 -4.4 -3.3

프랑스 77.5 96.6 19.1 104.2 7.6 7.9

네덜란드 200.3 257.3 57.0 281.8 24.5 9.5

이탈리아 59.3 80.2 20.9 90.2 10.0 12.5

한국 124.8 140.5 16.8 164.2 23.7 16.9

OECD평균 130.5 133.5

* 출처 : 국회의원 김기준 보도자료 (OECD 자료 재구성)

** 최근의 시점은 한국 2014. 4분기, 일본 2012. 2분기, 기타 국은 2013.4분기

과거 우리 정부는「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년 6월)을 발표하

였고, 2014년 2월에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

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주택금융

규제 합리화’ 정책이 소개되었고 규제완화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업계에

서는 부동산 활성화 차원의 규제완화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반론도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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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았다.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도 팽팽

히 맞서게 되면서 뜨거운 논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그 간의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가계부채의 생성원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

보대출시장의 대표적인 금융규제는 LTV와 DTI를 들 수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ratio)는 담보주택의 평가금액

에 대한 금융기관의 최대 대출가능금액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이 부과하

는 LTV 비율은 기존에는 금융업권(은행/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

전문사, 주택금융공사)별로 차등 적용되었으나, 현재 정책당국의 규제완

화로 전 금융권이 70%로 확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LTV는

50% 이내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선진 주요국의 허용 LTV한도

60~115%, 평균 LTV 60~80% 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제수준으로 미

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위기발생 확률은

상당부분 사전에 통제되고 있음을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표 1-3] OECD 주요국별 2000년대 최대 LTV

(%)

국가 최대 LTV 국가 최대 LTV

미국 80 일본 80

영국 110 프랑스 75

스페인 100 네덜란드 115

독일 80 이탈리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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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dentifying Sources of Housing Market Fluctuation in OECD Countries(2012)

** 미국은 Catte et. al(2009), 최대값이 아닌 일반적인 LTV, 그 외 국가는

Catte et. al(2004),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

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상환액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이 2005년 8월 DTI를 도입한 이래 주택시장의 경기

상황에 따라 40~6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즉, 미분양주택 과

다, 건설경기 침체기에는 DTI 완화를,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경기 과

열기에는 DTI 강화의 선별적, 임의적인 규제정책을 펴왔는데, 현재의 정

책당국은 전 금융권 60%로 허용한도를 확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은 DTI 규제를 권역별(수도권과 비수도

권), 지역별(투기와 비투기지역)로 차등적용 또는 전 금융권 일괄적용

등, 부동산시장 경기조절의 주요한 수단 또는 거시경제의 부담을 감안한

가계부채의 총량관리 관점에서 활용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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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 수준은 여타 산업의 동 수준과 비교하여

OECD국가는 물론 역외국가에 비하여도 상당히 열세에 속하는 편이다.

이는 금융의 자유화 수준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자유화

는 주로 해외의 글로벌 스탠더드 요구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행되어져

왔다. 거시적으로는 자본시장(선물(환)시장, 자본시장통합), 외환시장(변

동환율제, 통화스왑), 금융제도(IFRS회계기준, 바젤협약) 등이 그러했고,

미시적으로는 금융업권별(은행, 증권, 보험)로 증가하는 규제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여 왔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시장 자율규제 환경(법, 제도)을 조성하기 보다는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중앙집권적 시장조정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부

동산, 특히 주택(금융)정책이 직접규제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하고 가격 매커

니즘에 의한 시장조절기능보다는 공권력이 부동산 자산의 가격통제를 해

주기 바라는 여론도 한 몫하고 있다. 법, 제도에 의한 통제라기보다는 정

책당국, 감독당국의 ‘지도, 지침 등’ 행정적인 창구규제가 강력한 수단으

로 기능하여 왔다.

주택가격 급등기(2004~2007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DTI 규제는 이러

한 금융당국의 부동산(건설) 실물시장 호・불황기 조절과 국민의 (주택

투기)금융시장 수요통제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여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Contingency Plan에 의한 유효한 수단으로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

지만, 금융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DTI 규제

에 대한 시각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 주요국의 DTI 규제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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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택담보대출 실행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자율규제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즉, 금

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평가, 충당금설정, 자기자본비율규제 등

간접적으로만 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기관 자체적으로 개

별 가계의 재무상황을 감안한 ‘DTI 적용 기준’ 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주택담보대출시장 운영을 고민해야 할 때다. 즉, 금융기관 스스로가 정부

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시장개입,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

른 자의적인 DTI 기준(정책) 제시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을 탈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직접적인 시장규제를 완화

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DTI 규제환경을 조성하며, 합리적인

규제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판단의 플랫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

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통하여 「DTI 규제 모범규준」 제정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DTI를

국내에 소개하였으며 이후 금융당국이 규제수단으로 채택하였다. 한국주

택금융공사의 시계열자료는 DTI 자체 적용기, 정부의 규제 채택기, 이후

규제수준 변화의 정책효과까지 모두 반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현

존하는 가장 좋은 시계열 분석자료이다.

「DTI 자율규제 모범 규준」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약탈적인

대출관행을 제어하고, 가계에 대하여는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부채운영

을,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이 기준이 되는 주택금

융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7 -

제 3 절 우리나라의 DTI 도입배경 및 규제 연혁

1. DTI 도입배경

DTI 개념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

된 2004년으로 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에 적용하면서 소개되

었다. 이후, 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및 부실율이 시중은행 등에 비

하여 건전하게 관리되면서 금융당국의 관심과 규제수단으로서의 유효성

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5년 8월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주택가

격 상승국면에서 금융당국이 시장안정을 목적으로 은행권에 DTI를 적용

하면서 본격적으로 규제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부동산시장 부침에 따른 DTI 적용기준의 변화로 인한 경제

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대상이 되어왔

으며 최근에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

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된 바도 있다.

이처럼 일천한 DTI 적용사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우리나라의 DTI 규제

연혁은 아래 표와 같고 주요한 선행연구는 다음 장에서 소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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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DTI 규제 연혁

[표 1-4] 우리나라 DTI 규제 연혁

규제시기 주요 규제내용

2004 3.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에 우리나라

최초로 DTI 적용

2006

03.
- 투기지역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취득 시 DTI

40% 이내로 규제 시작

11.
-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취득 시

DTI 40% 이내로 운용

2007

01.
- 신규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이 아닌 기존 소유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TI 적용

02.
- 시중은행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

대출시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 40~60% 적용

2008 11. - 강남3구 이외 지역 투기지역 해제

2009 09.
-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DTI

기준 확대 적용(서울 50% 이내, 인천․경기 60% 이내)

2010 09.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수도권(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시 DTI 적용을 은행이 자율심사․결정

(2011. 3월말까지 한시적 운용)

2011
03.

- 2010년 9월에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DTI규제 부활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 DTI 가산항목(고정금리, 분할상환 등)에 비거치식을 추

가하여 최대 15%p 한도 내에서 DTI 비율을 확대 적용

: 이 경우 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06.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발표

2014 08.

금융권 전체, 수도권 전체 일괄적으로 60% 적용

- 적용대상 : 수도권 전 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제외) 아파트 담보대출

- 규제비율 : 기본비율 60%, 고정금리 및 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상환은 DTI비율 5%p 가산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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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계부채의 생성원인, 현황 그리

고 주택담보대출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두 번째로 주택담보

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금융규제(LTV, DTI)의 필요성 및 효율

성과 집행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선행연구가 있다.

1.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구

첫 번째 유형의 연구에 있어서는 미시적인 개인 CB(Credit Bereau)자

료를 통하여 위험성을 분석한 문헌이 있다. 김영일, 변동준(2012)은 과다

채무자, 다중채무자, 자영업 종사 채무자, 연체차주의 개인부채 현황별

위험성을 분석하였고, 함준호, 김정인, 이영숙(2010)은 22백만 명의 개인

신용 전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차주별 특성 및 금융업권별 부채상환능

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택담보대출 차주별 특성에 근거한 선행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허석균(2012)은 주택담보대출 원장을 이용하여 연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높은 DTI, LTV는 가계대출 연체율을 유의하게

높이는 한편, 장기/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은 연체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방두완, 박세운, 박연우(2010)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목적부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에 대한 채무불이행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

데, LTV, DTI가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채무불이행이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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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연우, 방두완(2011)은 주택담보대출이 이례

적인 거시경제 충격으로 인한 차주의 신용등급 악화와 그로 인한 상환능

력의 감소는 DTI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해외문헌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결정요인과 선진 주요국의

가계부채 실증분석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Karasulu(2008)는 한국노동

패널조사 시계열, 횡단면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하여 스

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여 가계부채의 원인과 리스크를 측정하였다. 가

계부채의 증가원인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거나, 가계신용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이미 높은 일부 가구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Debelle(2004)는 과거 20년간 20개 주요 선진국가들의 소득 대비 가계부

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요원인은 유동성 제약의 완화, 낮은 인플레이

션과 대출이자율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며 거시경제에 대한 가계부채의 민

감성을 파악하였다. Crook(2003)은 미국, 독일, 영국의 Survey Data를

이용하여 가계신용에 대한 국가별 비교정태적인 신용 수요공급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Debelle와 Crook의 연구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제학적 직

관의 실증적인 확인이었다.

2. 주택금융 규제에 대한 연구

두 번째 연구분야는 주택금융규제(LTV, DTI)에 관한 것으로 순차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상윤, 최성호(2014)는 주택담보대출 계좌별 CB자료를 활용하여 주택

담보대출의 연체율과 DTI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DTI 규제수

준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의미를 가지나, 위기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위기상황을 염두에 둔 DTI 규제수준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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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봉(2013)은 주택시장의 대출규제(LTV, DTI)와 주택가격, 가계부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완화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도 있지만, 가계부채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지나친

성향의 주택담보대출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심원(2011)은 한국노동패널자료와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를 근

거로 주택금융규제(LTV, DTI)의 효과를 두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소

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이, 지역별로는 서울, 수도권이, 주택규모별로는

고가주택이, 주거형태별로는 자가가구가 주택금융규제의 제약을 많이 받

고 있으며, 둘째, 저소득층은 DTI규제에, 고소득층은 LTV규제에, 지역별

로는 광역시 등이 LTV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가계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도 있어왔다. 홍종

학(2011)은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문제와 금융당

국이 부과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대책을 4단계로 제시하였다. 1단계는 정상금융과 비정상금융

을 구분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단계로, 비정상금융은 약탈적 대출의 속성

을 가진 대출로 가계의 소득상환능력(개인신용평점)이 확인되지 않은 대

출이 여기에 속한다. 2단계는 비정상금융을 정상금융으로 전환하는 단계

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이러한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유동화하는 방안이다. 3단계는 비정상금융

에 대해 금융회사의 비용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단계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과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

자본 산출시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4단계는 비

정상금융 피해 소비자를 구제하는 단계로, 소비자 도산법제(신용회복, 파

산・면책)를 개선하여 파산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면제재산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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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범위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임윤수(2011)는 DTI 규제완화의 폐단을

분석하여 부동산정책에서 DTI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DTI를

가장 핵심지표로 정착시켜야 하며, 둘째, 정부 주도의 지역별 DTI규제를

금융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겨 BIS비율과 더불어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규제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해외문헌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주택금융규제의 효율성에 대한 경험을

살펴볼 수 있다. Igan & Kang(2011)은 주택금융규제(LTV, DTI)가 원활

하게 작동하는가를 Metropolitan, 강남3구, Bubble7지역에 대하여 경험으

로 분석하였다. 주택금융 규제정책의 변화는 거래량에 있어서는 3개월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하락이 있었으며, 주택가격 변화는 거래량에 후행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DTI 규제보다 LTV 규제의 효과가 주택가격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주택시장에서 기대

심리는 Bubble Dynamics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LTV 규

제는 투기세력을 제약하고 부동산 Boom을 완화하며 잠재리스크를 관리

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임을 주장하고 있다. Cllyns and Senhadji(2002)

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적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은행대출과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를 부동산시장에서 이론적인 논쟁과 경험적인 증

거를 통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산가격 버블은 대

부분 부동산 가격에 의한 것이며 상업은행의 부동산 대출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규제시스템의 작동여부에 따라 버블붕괴 위험의 확산이 다르게

전개되었으며 외부 투기자금에 취약한 동아시아 상업은행에 대한 금융감

독 당국의 강력하면서도 시장에 유효한 규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을 주장하였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는 가계부채의 생성원인과 심각성, 그 중에서도 가

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부실율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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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높이는 인과관계 분석 및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초점이 맞

추어져 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차별화를 하고자

한다. 첫째, 차주의 특성에 기인한 신용등급과 소득구간별 특정한 DTI

비율의 특정한 조합이나 궤적이 부실율을 낮출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러한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DTI 규제가 정부 주도

의 거시적 부동산경기 조절수단이 아닌, 금융회사의 미시적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허용할 수 있는 적

정 DTI 비율구간을 제시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 규제환경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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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분석자료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담보대출 원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2004년

부터 DTI를 산출하여 적용한 주택담보대출 미시데이터로 가계별 자산,

부채, 소득정보에 근거하여 산출된 DTI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에 의한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의 신용등급을 담고 있다. 또한, 차주가 대출금

연체로 부실화된 경우 동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DTI구간별 다양한 부실 발생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모두 포

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범(2004. 3. 1.) 이후 2014. 8월까

지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판매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

론1) 및 적격대출2)) 857,315건에 대하여 판매기관에서 소득자료, 신용등

급자료, DTI자료 등의 입력오류 및 누락 원장 41,543건을 제외한

815,772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23,309건은 ‘기한의 이익 상

1)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범한 2004년부터 공급해온 장기(10, 15, 20,

30년) 고정금리, 분할상환(원리금균등/체감/체증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출금

리는 공사가 결정하고 매월 초 공시한다.

2) ‘적격대출(Conforming Loan)’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2012년 3월 도입되었다. 대

출만기는 5, 7, 10, 15, 20, 30년이고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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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3)’을 사유로 부실원장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신용등급별 취급 및 부실 발생 교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별 교차분석 결과

N(%)

신용

등급

가계부실 발생
계 χ2 (p)

부 여

1 151,644 (99.5) 779 (0.5) 152,423 (100.0)

34,267.966*

(.000)

2 162,298 (99.1) 1,457 (0.9) 163,755 (100.0)

3 141,876 (98.5) 2,229 (1.5) 144,105 (100.0)

4 113,667 (97.6) 2,848 (2.4) 116,515 (100.0)

5 95,048 (96.3) 3,654 (3.7) 98,702 (100.0)

6 70,503 (94.2) 4,316 (5.8) 74,819 (100.0)

7 40,382 (90.3) 4,329 (9.7) 44,711 (100.0)

8 13,157 (84.2) 2,468 (15.8) 15,625 (100.0)

9 3,753 (75.3) 1,229 (24.7) 4,982 (100.0)

계 792,328 (97.1) 23,309 (2.9) 815,637 (100.0)

* p<.05

일반적으로 신용등급별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반하여 한국주택금

3) ‘기한의 이익 상실’은 대출계약을 통해 고객은 대출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이를

회수조치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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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공사 고객의 신용등급 분포는 신용등급이 우수할수록(1에 가까울수록)

취급비중이 높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등급 10등급4)을 제외하고 취

급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위탁 금

융회사의 우수고객 선별 및 우량 신용등급 고객의 금융회사 접근성이 우

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신

용등급별 부실발생 교차분석 결과, 신용등급이 우수한 고객일수록 대출

취급이 많고 부실발생도 낮아 경제적 직관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며,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소득구간별 취급 및 부실 발생 분석

을 위하여 소득구간을 연간 가계 경상소득 구간별로 정의하였다. 소득구

간은 후술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6단계와 분석의 일관성 및 편

의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조작하여 분석하였다.

[표 3-2] 한국주택금융공사 소득구간 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구간 연간 가계소득 소득단계 연간 경상소득

1구간 3천만원 이하
1단계 1천만원 이하

2단계 3천만원 이하

2구간 5천만원 이하 3단계 5천만원 이하

3구간 7천만원 이하 4단계 7천만원 이하

4구간 1억원 이하 5단계 1억원 이하

5구간 1억원 초과 6단계 1억원 초과

4)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

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

아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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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소득구간별 대출취급 및 부실 발생 교차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소득구간별 교차분석 결과

N(%)

소득

구간

가계부실 발생
계 χ2 (p)

부 여

1 344,063 (96.6) 12,087 (3.4) 356,150 (100.0)

823.911*

(.000)

2 314,127 (97.4) 8,533 (2.6) 322,660 (100.0)

3 86,873 (98.0) 1,752 (2.0) 88,625 (100.0)

4 34,775 (98.2) 638 (1.8) 35,413 (100.0)

5 12,490 (97.7) 299 (2.3) 12,789 (100.0)

계 792,328 (97.1) 23,309 (2.9) 815,637 (100.0)

* p<.05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소득구간 분포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1에 가

까울수록) 취급비중이 높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목적 및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를 저소득,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을 우선하는데 그 근거

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소득구간별 부실 발생 교차분석 결과, 소득수

준이 낮은 고객일수록 대출취급이 많으며 부실발생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초생활을 위한 고정경비 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

환을 위한 여유재원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신용등급

과 부실 발생의 교차분석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직관이 작동되고 있는 것



- 18 -

으로 보이며,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등급과 소득

수준의 관점에서 부실발생 가능성과 교차분석을 해보면, 신용등급과 소

득수준이 양호할수록 부실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경제적 직관과 일

치함은 물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필요성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대출이 정상인 가구

와 부실인 가구의 평균 DTI 수준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 차이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인 가구의 DTI가 평균적으로 부실가구

에 비하여 2.48%p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3-4]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가구상태별 평균 DTI 현황

(%)

구분 정상가구 부실가구 전체가구

평균 DTI 32.62 35.10 32.69

정상가구 792,328가구의 신용등급과 소득구간 교차표 상에서 평균 DTI

를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이 낮을수록 DTI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용등급별로는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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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정상가구의 신용등급, 소득구

간별 평균 DTI 현황

(%)

구분

신 용 등 급

1 2 3 4 5 6 7 8 9 평균

소

득

구

간

1 41.63 40.73 40.58 40.13 40.35 40.04 39.52 38.20 35.70 40.48

2 26.89 27.21 27.20 27.88 27.92 28.17 27.85 27.24 26.06 27.43

3 24.18 24.88 25.34 26.24 26.90 26.76 27.02 25.86 24.54 25.40

4 22.52 23.46 24.39 24.99 25.66 25.63 25.37 23.59 22.39 23.94

5 20.13 21.25 21.27 22.46 21.64 22.12 20.98 19.13 16.04 21.12

평
균
31.36 31.98 32.74 33.25 33.60 33.66 33.65 32.92 31.04 32.62

마지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대

출취급 및 부실율 현황을 금액과 건수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록 1], [부록

2]에 첨부한 바와 같다.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이 우수할수록 부실 가능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평균 DTI 현황은 [부록 3]과 같다.

소득이 낮을수록 DTI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용등급별로는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 -

2.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분포

우리나라 가계의 일반적인 신용등급 분포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5)

가 매 월말 제공하는 자료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데, KCB의 개인신용

평가 체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제2항7호에 근거하여 2012년 최

초 공시되었고, 현재 공시체계는 2014년 7월에 수정되었다. 그 간의 신용

등급 평가체계 변화와 2013년 말 우리나라 금융활동 국민 전체를 대상으

로 한 신용등급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6] KCB 개인신용평가 체계

평가부분 평가내용 활용비중 변화 (%)

상환이력정보 채무 적시상환 및 그 이력 25 ~ 27

현재부채수준 현재 보유부채 수준 25 ~ 35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기간 14 ~ 16

신용형태정보 신용거래 종류 및 행태 24 ~ 34

신용조회정보 새로운 신용거래 활동 정보 0 (금융미거래자에 한해 활용)

5) KCB는 국내 19개 대형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150여 금융회사가 회원

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 카드, 보험 등 개인의 금융거래 Big Data 정보를 바

탕으로 개인신용평가(Credit Bureau)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대표성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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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활동 인구의 신용등급 분포

신용등급 인원 (만명) 인원 비중 (%)

1 425 10.20

2 616 14.80

3 727 17.50

4 629 15.10

5 642 15.50

6 519 12.50

7 295 7.10

8 185 4.50

9 71 1.70

10 43 1.00

합 계 4,151 100.00

3. 가계금융․복지조사

우리나라 표준가구의 가계 재무구조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소득수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작

성하여 공표하는 국가지정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6)’를 활용하였다.

6) ‘가계금융․복지조사(KLIPS)’는 2010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전수조사) 중 전

국 65개 층화 중 2만 가구를 표본으로 매년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되는 조사자료이다. 패널 유지율은 약 91.1%로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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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계의 평균부채는 5,818만원이며 그 중 금융부채는 3,967만원으로 2012

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각각 6.8%, 7.7% 증가하였다. 특히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이 3,189만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평균소득은 5,128만원, 자

산은 3억 5,723만원, 금융부채는 6,537만원으로 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부

채규모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보 및 신용대출의 용도별로는 거주주택 마련이 34.7%, 대출기관은 은

행이 74.5%, 대출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08.8%로 전년 대비 2.8%p 늘어

났으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도 2.3%p 늘어난 19.5%로

조사되어 가계부채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부문 조사대상 1만 가구 중 거주주택에 주택담보대

출을 보유하고 있는 2,061가구 중 원리금 납부액이 없거나, 경상소득이 1

백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한 2,000가구를 연구모형의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이 중 원리금 연체여부, 원리금상환액이 생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정상가구와 부실가구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횡단면 재무분석에 가장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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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부문 분석대상 가구상태 분류 기준

원리금 연체여부 원리금상환 생계부담 가구상태 분류

연체 없음

부담 없음

정상 가구 : 1,787

약간 부담

매우 부담

연체 있음

부담 없음

약간 부담

매우 부담 부실 가구 : 213

조사대상 가구의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3-6]의 개

인신용평가 체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부채수준’을 기준으

로 삼았다. 조사대상 가구를 부채비율(부채총액/자산총액)에 따라 정렬하고

[표 3-7]의 ‘인원 비중’에 따라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다.

상기와 같이, 거주주택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조사대상 가구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가구 상태를 정의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

보대출을 분석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

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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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가계금융․복지조사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의 신용등급별

교차분석 결과

N(%)

신용

등급

가계부실 발생
계 χ2 (p)

부 여

1 198 (96.1) 8 (3.9) 206 (100.0)

157.657*

(.000)

2 293 (97.7) 7 (2.3) 300 (100.0)

3 323 (91.2) 31 (8.8) 354 (100.0)

4 282 (92.5) 23 (7.5) 305 (100.0)

5 284 (90.7) 29 (9.3) 313 (100.0)

6 211 (83.4) 42 (16.6) 253 (100.0)

7 113 (78.5) 31 (21.5) 144 (100.0)

8 68 (74.7) 23 (25.3) 91 (100.0)

9 15 (44.1) 19 (55.9) 34 (100.0)

계 1,787 (89.4) 213 (2.9) 2,000 (100.0)

* p<.05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별 부실발생 교차분석 결과가 신용등급이

우수한 고객일수록 대출취급이 많고 부실발생도 낮아 경제적 직관과 임

치함을 보이는데 반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유의수준 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기는 하였지만, 교차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신용등급이 하락할수록(9등에 가까울수록) 부실 발생율이 일관

되게 정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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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구간별 대출취급 및

부실 발생 교차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10] 가계금융․복지조사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의 소득구간별

교차분석 결과

N(%)

소득

구간

가계부실 발생
계 χ2 (p)

부 여

1 388 (82.4) 83 (17.6) 471 (100.0)

42.805*

(.000)

2 528 (89.0) 65 (11.0) 593 (100.0)

3 355 (91.3) 34 (8.7) 389 (100.0)

4 292 (92.4) 24 (7.6) 316 (100.0)

5 224 (97.0) 7 (3.0) 231 (100.0)

계 1,787 (89.4) 213 (10.7) 2,000 (100.0)

* p<.05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구간별 취급분포는 소득 2구

간(경상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3년

도 조사결과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평균소득이 5,128만원임이 반영되어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1에

가까울수록) 부실 발생이 높은데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대상 가구는 신용등급과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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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부실발생 가능성과 교차분석을 해보면, 신용등급과 소득수

준이 양호할수록 부실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분석결과와 비교해보면, 신용등급 및 소득수준 구간

별로 역전현상이 있는 등 일관되게 정렬되어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대상 가구의 신용등급별, 소득구간

별 대출취급 및 부실율 현황을 금액과 건수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록 4],

[부록 5]에 첨부한 바와 같다.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이

우수할수록 부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일관되게 정

렬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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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간2 절 연구모형

1. 연구의 흐름

제1절 분석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등급 및 소득구간에 따라 부실 가능

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음을 살펴 보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있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리스크관리

는 민간 금융회사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준거적 위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11]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비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은행권 (a) 0.52 0.60 0.73 0.58 0.41

주택금융공사
MBS7) 기초자산 (b) 0.35 1.19 0.50 0.27 0.03

차 이 (a-b) 0.17 -0.59 0.23 0.31 0.38

* 출처 : 은행권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월보

** 주택금융공사 연체율=연체원리금/당월말 대출잔액

상기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등급별, 소득구간

별 대출취급과 부실 가능성이 경제학적 직관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리스

7)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주택구입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한 뒤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

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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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관리수준 또한 은행권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민간 금융회사의

벤치마킹 준거대상으로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정상가구의 신

용등급별, 소득분위별 평균 DTI 매트릭스인 [표 3-5]를 활용하여 우리나

라 ‘거시 주택담보대출시장8)’의 부실발생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 소개한 분석자료를 기초로 연구흐름도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 연구 흐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주택담보대출

우리나라

거시 주택담보대출시장

① HF 신용등급별

부실발생 교차분석

<표 3-1>

② HF 소득구간별

부실발생 교차분석

<표 3-3>

④ KCB 신용등급 분포<표 3-7>를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대상

가구의 부채비율에 따라 신용등급9)

부여

→ 분석대상 2,000가구 : 일반 가계

⇓ ⇓

③ HF 정상가구의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평균 DTI

<표 3-5>

⇒

⑤ ④의 2,000가구에 ③의 평균 DTI를

초과하는 가구를 삭제

→ 분석대상 1,316가구 : 조작 가계

8) ‘거시 주택담보대출시장’으로 명명한 이유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대상 가

구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융회사, 대출만기, 상환방식, 금리방식 등에 있어 우리나

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담보대출 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취급 가능 신용등급이 9등급까지로 가계금융․복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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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연구 흐름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평균 DTI를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적용하기 전(2,000가구),

후(1,316가구)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독립변수로는 신용등급(1~9등급)과 소득구간(1~5구간)을, 종속변수로는

가계의 부실발생 여부(1=발생, 0=정상)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로

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이상의 연구 흐름도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도해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2] 연구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석방법

•신용등급

(1~9등급)

•소득구간

(1~5구간)

→

• 가계부실

발생 여부

(1=발생, 0=정상)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사 조사대상 가구 중 10등급 해당가구를 제외하면 최종 분석대상 가구는 2,000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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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증분석

1. 일반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

거주주택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우리나라 일반 가계 2,000가구에 대하

여 본 장 제1절 분석자료와 제2절 연구의 흐름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소득구간을 정의하여 독립변수로, 가계부실 발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

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12] 일반 가계 2,000가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검정

Nagelkerke

R-제곱

Hosmer-Lemeshow

유의확률

분류정확도

(%)

.150 .379 89.4

* p<.05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Nagelkerke R-제곱이

0.150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15.0%이다.

Hosmer와 Lemeshow 적합도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379로 나타났다.

p값이 0.05보다 크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0.05보다 훨씬 크

게 나타났으므로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0.5 이상으로 판단되면, 종속변수가

발생한다고 예측하는 것이 로지스틱 회귀모형인데, 이 예측의 정확도는

분류정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89.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 31 -

[표 3-13] 일반 가계 2,000가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Exp(B) P

가계부실 발생

신용등급 1.468 .000

소득구간 .671 .000

(상수) .050 .000

* p<.05

변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용등급과 소득구간 모두 유의확률이 0.05 미

만으로 나타나 가계부실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p(B)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하여 정(+)

의 영향을, 1 미만인 경우에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Exp(B)는 독립변수 한 단계가 증가할수록, 종속변수가 몇 배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p(B)가 1.468인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즉, 신용

상태가 악화될수록 가계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1.468배 증가하고,

Exp(B)가 0.671인 소득구간은 소득구간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즉, 소득

수준이 개선될수록 가계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0.671배 감소한다고 판

단할 수 있다.

2. 조작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

조작 가계는 일반 가계 2,000가구 중 <표3-5>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정

상 792,328가구의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평균 DTI를 초과하는 684가구

를 제외한 1,316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가계와 마찬가지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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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등급과 소득구간을 독립변수로, 가계부실 발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14] 조작 가계 1,316가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검정

Nagelkerke

R-제곱

Hosmer-Lemeshow

유의확률

분류정확도

(%)

0.086 0.372 92.2

* p<.05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Nagelkerke R-제곱이

0.086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8.6%이다.

Hosmer와 Lemeshow 적합도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372로 나타났다.

p값이 0.05보다 크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0.05보다 훨씬 크

게 나타났으므로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0.5 이상으로 판단되면, 종속변수가

발생한다고 예측하는 것이 로지스틱 회귀모형인데, 이 예측의 정확도는

분류정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92.2%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3-15] 조작 가계 1,316가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Exp(B) P

가계부실 발생

신용등급 1.341 .000

소득구간 .677 .000

(상수) .060 .00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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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용등급과 소득구간 모두 유의확률이 0.05 미

만으로 나타나 가계부실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p(B)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하여 정(+)

의 영향을, 1 미만인 경우에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Exp(B)는 독립변수 한 단계가 증가할수록, 종속변수가 몇 배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p(B)가 1.341인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즉, 신용

상태가 악화될수록 가계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1.341배 증가하고,

Exp(B)가 0.677인 소득구간은 소득구간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즉, 소득

수준이 개선될수록 가계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0.677배 감소한다고 판

단할 수 있다.

3. 일반 가계와 조작 가계의 분석결과 비교

일반 가계와 조작 가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 표

와 같다.

[표 3-16] 일반 가계와 조작 가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비교

종속변수 독립변수
일반 가계 조작 가계

Exp(B) P Exp(B) P

가계부실

발생

신용등급 1.468 .000 1.341 .000

소득구간 .671 .000 .677 .000

(상수) .050 .000 .060 .00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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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의 변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용등급의 경우에

는 일반 가계에 비하여 조작 가계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즉,

신용상태가 악화될수록, 가계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0.127배 감소하였

고, 소득구간의 경우에는 한 단계 높아질수록 즉, 소득수준이 개선될수록

가계부실 발생할 가능성이 0.006배 감소하였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거주주택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가계

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상가구의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평균

DTI를 초과하는 가계를 삭제한 조작 가계가 가계부실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의 감내능력을 나타

내는 DTI(Debt To Income)를 신용등급과 소득구간별로 적절히 통제하

면 가계부실을 완화할 수 있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4. 실질 데이터 분석

이상에서는 일반 가계와 조작 가계의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으나,

실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부실 현황을 금액과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좀 더 현실감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표 3-17]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부실 현황

(백만원, %)

구 분 금 액 건 수 평균DTI

취 급 77,962,588 815,637 32.69

정 상 75,637,742 792,328 32.62

부 실 2,324,846 23,309 35.10

부실율 2.98 2.86 -



- 35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대출금액은 96백만원이며, 금

액과 건수 기준 모두 2%대의 유사한 부실율을 보이고 있다. 평균 DTI

에 있어서는 부실 가구가 정상 가구에 비하여 소폭 높은 것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표 3-18]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부실 현황

(만원, %)

구 분 금 액 건 수 평균 DTI

취 급 14,684,080 2,000 31.43

정 상 12,666,075 1,787 29.43

부 실 2,017965 213 48.22

부실율 13.74 10.65 -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가구 중 일반 가계 2,000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은 평균 대출금액 73백만원이며, 금액 기준 부실율이 13.74%, 건수 기준

부실율이 10.6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 DTI에 있어서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상 가구

에 비하여 부실 가구의 평균 DTI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액의 높은 DTI 비율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의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TI 통

제를 위한 적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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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조작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부실 현황

(만원, %)

구 분 금 액 건 수 평균 DTI

취 급 7,926,362 1,316 12.81

정 상 7,309,147 1,214 12.51

부 실 617,215 102 16.34

부실율 7.79 7.75 -

일반 가계 2,000가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평균

DTI를 초과한 가계를 삭제한 이후의 조작 가계 1,316가구의 주택담보대

출 60백만원이며, 금액과 건수 기준 부실율이 7%대로 비슷하게 발생되

었다. 평균 DTI는 상당 부분 감소하여 12.81%이나, 여전히 부실 가구가

정상 가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금액과 건수 기준의 부실율이 상당 수준 낮아지고 비슷해진 것은

고액의 높은 DTI 비율의 주택담보대출이 사전에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표준 가구를 상정한 일반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DTI 비율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용등급과 소득구

간을 사용하였으며 실질 분석자료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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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종합 및 결론

본 연구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하여 적정 DTI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음을 서론에서 제시하였다. 가계부채 중 상당부분을 주택담보대출

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환경 하에서 이를 건전하게 관리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은 차주의 상환능력

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는 DTI로 측정되고 있다. 즉 가계의 상환능력과

소득수준에 합당한 부채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의 상환

능력은 신용등급으로, 소득수준은 소득구간으로 조작화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3월에 설립되어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을

특징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공급해오고

있다. 공사 설립으로 인하여 기존의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중심의 주

택담보대출시장이 비로소 구조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기존

의 민간 금융회사 중심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큰 주택담보대출시장이

공사의 출범으로 인하여 예측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시장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공사의 모기지론이 차주의 장기간, 안정된 현금흐름으로, 분할상환해야

하는 상품 속성 상 가계의 부채 감내능력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최초로 DTI 개념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공사의 대

출원장은 우리나라 DTI 규제변화 연혁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DTI 비율에 따른 부실정보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시계열자료

이다. 또한, 장기 금융상품의 특성 상 민간 금융회사보다 엄격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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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준을 적용하고 있어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수

준 제고를 위한 시준점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

사 대출원장 중 정상 가계에서 추출한 상환능력과 소득수준이 감안된

DTI 비율을 민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여 부실발생 가능성 완화를 검

증하였다.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원장은 개인신용정보 관련 보호법령으로

인하여 자료확보가 곤란하여 우리나라 일반 가계의 재무상황, 소득정보,

부채정보가 포함된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금융부문 조사가구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동 조사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다양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

되어 있어 연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사대상 가구 중

거주주택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2,000가구를 합리적 기준에 의

하여 추출하였다.

연구모형에서는 분석대상 2,000가구를 부채비율에 따라 정렬하고 우리

나라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전 국민의 신용등급 분포를 적용하여 2,000

가구에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다. 또한, 공사의 대출원장 중 상환능력과 소

득수준별 DTI 비율을 적용하여 1,316가구를 다시 추출하였다. 즉, 공사

정상가구 기준으로 민간 주택담보대출을 재추출한 것이다.

분석대상 2,000가구와 1,316가구에 대하여 신용등급(상환능력)과 소득구

간(소득수준)을 독립변수로, 부실 발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2,000가구를 일반 가계로, 1,316가구를 조작 가계

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신용등급의 경우 일반 가계에 비하여 조작 가계가 신용등급이 악

화될수록 가계부실 발생 가능성이 0.127배 감소하였으며, 소득구간의 경

우에는 소득수준이 개선될수록 가계부실 발생 가능성이 0.006배 감소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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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및 건수 기준 부실율은

각 2.98%와 2.86%로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이에 반하여 일반 가계는

13.74%, 10.6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조작 가계는 7.79%와 7.75%

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민간의 주택담보대출이 절대 부실율

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액대출이 적정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셋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의 DTI Gap10)은 2.48%p인데

반하여 일반 가계는 18.79%p이고, 조작 가계는 3.83%p로 분석되었다. 즉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이 차주의 소득수준에서 감내가능한 적정

대출금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2 절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아직도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중심

의 변동성과 위험성이 큰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한국주

택금융공사를 통하여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면서 주택금융시장의 구

조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가계부채발 금융시장 리스크를 선제대응하려는

정책적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한편으로는 LTV를 기존 지역, 담보, 만기에 따라 50~70%로 차등운영

해오다가 최근 70%로 단일화하였고, DTI 역시 지역별로 50~60% 달리

적용해오던 것을 60%로 완화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이해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기조에서 도입된 제도로

설명하기도 하나, 자칫 주택가격 상승기에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소지도

있어 보인다. 건전한 거시경제 환경과 안정적인 금융시장 운영을 위하여

10) DTI Gap =부실 가구의 평균 DTI - 정상 가구의 평균 DTI



- 40 -

필수불가결한 규제를 통한 건전한 차주의 선별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

한 시점이다.

한편, 정부의 규제완화는 시장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경

제활동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의 확대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가 건전한 재무 및 사업성과 창

출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규제범위와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민간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기관이 자

발적으로 적정 DTI 기반의 주택담보대출 운영방안 수립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 단계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민간 금융회사들은 그들 기관 내

부의 경험자료를 토대로 고객의 신용상태와 상환능력 등 신용판별자료를

분석하여 고객을 세분화하고 고객계층별 대출한도 부여산식을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담보평가방식의 대출관행을 탈피하여 차주의

신용리스크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심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된 신용등

급, 소득수준을 고려한 대출한도 부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에도 부실 발생 판단에 유의할 것으로 보이는 여러 대출취급 의사결정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금융회사는 자체 경험자료에서 신용등급과 소득수준

등 다양한 대출취급 요소의 교차표 상에서 각 교차점별 유의한 DTI 수

준을 탐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 발생은 결국 차주의 부채부담능력

을 나타내는 적정 DTI을 넘어서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과거 경

험자료의 Big Data 분석 등을 통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부실 발생여

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임계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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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차주의 DTI 즉, 소득 대비 부채부담 한도를 부여할 수

있는 각종 신용판단자료를 발굴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될 때,

가계부채의 불안정성 완화는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용을 매개로하는 민간 중심의 건전한 주택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민간 주택담보대출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 주택

금융을 대표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도 다음의 측면에서 강화되어

야 할 것이다.

첫째, 민간 금융회사가 외면하는 저소득, 저신용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 역할을 강화하

여야 할 것이다. 적정 DTI 산출을 위한 신용판단자료 부재로 시장에서

외면 받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신용보강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민간 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통한 약탈적

초과수익 향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정책금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보금자리론 금

리를 금리 상승기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과도하고 신속한 금리인상을 제

어하기 위하여, 금리 하락기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지연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준․지표금리로서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아직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시장은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방식이 주류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년말 현재 고정금리 상품

이 23.6%,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26.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의 불안정성은 이러한 상품 및 시장구조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출범 이후 비로소 우리나라에 장기, 고정

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소개되었듯, 공사가 저금리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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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분살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확대공급한다면, 민간 금융회사

의 동조화 현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민간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과 공공기관의 시장유

인 정책이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다면, 가계부채의 안정은 물론 주택금

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신용등급별, 소득

구간별 정상가구의 평균 DTI를 적정 DTI로 전제하고 민간 금융회사에

적용하여 부실 발생율 완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적정 DTI를 추출하기 위한 신용판별

자료를 신용등급과 소득구간 2가지로 단순화하였다. 현실에서 대출원장

에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차주의 개인정보, 직업정보, 재무자료

등 활용정보의 숫자 및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원장정보를 활용

하면 좀 더 정교하고 예측력이 우수한 모형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로 인하여 민간의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부문 조사대상 가구를 우리

나라 표준가구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개별 금융회사에서는

자체 경험자료를 활용하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주택담보대출 원장정보와 같이 전환하기

위하여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부여에 가장 많

은 비중을 가지는 부채비율에 따라 신용등급을 부여하였고, 소득구간을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로 임

의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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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부실 발생 완화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면에는 우량고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축소되는 측면이 간과되었다. 금융회사의 상품공급 정책이 대수의 법칙

에 근거하여 감내가능한 리스크 한도 이내에서 공급을 확대하여 이윤극

대화를 도모하는 기업 목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감안되지 못한 점

등이 연구의 한계로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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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취급 및 부실현황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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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취급 및 부실현황 (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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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평균 DTI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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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대상 2,000가구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취급 및 부실현황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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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대상 2,000가구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취급 및 부실현황 (건수 기준)



- 49 -

[부록 6]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대상 2,000가구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평균 DTI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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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대상 1,316가구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취급 및 부실현황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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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대상 1,316가구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취급 및 부실현황 (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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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대상 1,316가구 신용등급별,

소득구간별 평균 DTI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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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debt
- Focusing on the credit rating and

income section -

Seo, Won J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household debt in recent South Korea.

Korea's household debt is acting as a factor which may hinder

financial market stability as well as economic growth. Mortgage

occupies the largest share of household debt in Korea. Sound

mortgage is to hold a debt which household can afford.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HF) was first introduced DTI

concept in Korea. In addition, the risk management of HF is superior

to that of private financial companies. Therefore, HF data is

appropriate to search a proper DTI ratios. For the empirical analysis,

HF normal household's average DTI was applied to a standard

household in Korea.. Korea's Standard households data is extracted

from 'Household Finance & Welfare report'.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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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was utilized for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a better credit rating and higher

income level decrease insolvency.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ivate

finance company should change its loan assessment method from

collateral to credit. Analysis result also gives a foundation for making

a proper DTI ratio standar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ies can be

offered. First, private financial companies should analyze their intenal

empirical data to evaluate customer's credit status and repayment

ability, and then establish their own loan assessment formula. Second,

they must navigate an appropriate level of DTI in the cross-table of

the various loans handling components.

The role of HF representing the public housing finance also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activate the private mortgage market.

First, HF should promote housing stability for socially and financially

disregarded people. Second, HF should strengthen the function of

mortgage interest rate policy in order to exclude predatory excess

returns of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Third, through the widespread

supply of HF's long-term, fixed-rate and amortization mortgages,

Financial authorities can change instable housing finance market

structure.

As described above, if the private finance company's free activities

and public housing finance policies can be both in harmony, the risk

in household debt could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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