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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다양한 채무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다중연체자의 상당수가 채무조정 후 변제
금을 정상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 채무
조정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다중연체자의 채무재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효
과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에 사용한 자료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다중연체자 299명과 1차로 신용회복지
원 확정을 받았으나 채무상환을 연체하여 재조정을 신청한 118명의 재조정신청 자료이다. 채무재조
정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다중연체자의 특성을 밝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의 존재와 상환부담 그리고 채무조정안에 포함된 채무에 대한 상환부담이 채무재조
정 가능성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월
소득이 낮을수록 채무재조정 신청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소득이 낮을수록 채무상환
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채무재조정 신청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직업에 따
라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소득의 규칙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소득의 많고 적
음보다는 소득의 규칙성이 채무재조정신청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결
과를 통해 채무재조정신청여부가 다중연체자의 채무상환의지 보다는 채무상환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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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록제도가 폐지되었지만 2004년 말 마지막으로
공표된 신용불량자(이하 ‘다중연체자’로 지칭)
수는 3,615,367명으로 2004년 한 해 동안 새로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불황에 따른

등록된 신용불량자수는 약 120만명이었으며, 97

정부의 경제활성화 방침과 맞물린 신용카드사

만명이 각종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의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그리고 소비자들의

받은 것으로 보고(재경부 보도자료, 2005.3.23)

신용카드에 의존한 생활 등으로 인해 촉발된

되어 특히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신용대란은 가계부채 규모를 급증시키면서 사

을 확인할 수 있다.

회문제화 되었다. 2005년 4월 ｢신용정보의이용

3,919명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재경부

및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신용불량자등

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다중연체자 중 약 19%

* 본 논문은 2007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주저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E-mail: hychoe@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수료(E-mail: jazzy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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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무재조정 없이 자력으로 상환이 가능하

50%이상인 80,933명이 2005년 5월 현재 1회

며 63%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

이상 연체를 하고 있으며 15.1%인 24,190명이

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다중연체자의 12%는

3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회복지원자격을 상실

채무재조정을 받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하며 22%

(심상정의원실 2005.6.25 보도자료)한 것으로

는 소득의 50%를 저축한다고 해도 8년 이내에

조사되어 채무조정 이후 실질적인 채무상환에

채무상환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잠재파산 규모를

이에 본 연구는 채무조정안을 제대로 이행하

추정하면 약 43만명에서 79만명으로 볼 수 있

지 못하고 변제금을 연체하고 있는 다중연체

으며, 파산자자료와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할 경

자의 채무재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

우 전체가구의 약2～7%(30만～100만) 정도가

혀 효과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마련을 위한

잠재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경원, 2005).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현황을 제도의 내용과 성

1)

정부는 다중연체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

과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연체자의 특성에

로 2002년 6월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신용회복지원을

프로그램, 2002년 10월 개인워크아웃제도, 2003년

신청한 다중연체자와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

10월 다중채무자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2004년

았으나 변제금을 연체하여 재조정을 받으려고

3월 배드뱅크, 2005년 3월 생계형 금융채무불

하는 다중연체자의 특성을 비교하고, 로지스틱

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등을 시행

회귀분석을 통해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을 규명

하고 있으며, 이외에 공적신용회복지원제도로

하고자 한다.

196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인파산제도와 더불
어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를 마
련하였다. 앞의 제도 중 신용회복위원회를 통

Ⅱ. 신용회복지원제도 현황

해 채무조정이 완료된 다중연체자는 599,114명
(2006년 12월말 현재)이며 개인회생 신청자
56,112명(2006년 말 현재), 그리고 개인파산 신

2.1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개요2)

청자는 122,608명(2006년 말 현재)으로 조사되
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채무조정 방법에도 불

가능한 채무자에게 감면 또는 상환기간 조정

구하고 다중연체자의 상당수가 채무조정 후

등을 해줌으로써 이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

변제금을 정상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다

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사적제도와 공적

른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4년 배드뱅크

제도로 나눌 수 있으며 사적제도에는 개별 금

프로그램을 통한 신용회복승인자 183,948명 중

융기관, 배드뱅크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

균등형으로 신용회복승인을 받은 159,722명 중

인워크아웃제도가 포함되고 공적제도에는 개

1) 여기에서 채무조정이란 정부 및 개별금융기관의 도움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조정하여 일부 채
무를 변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재조정이란 이미 채무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다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
2) 한복환(2004)의 한국소비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신용회복지원제도현황과 방향’과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세미나에
서 발표한 ‘우리나라 신용정보관리정책과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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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용회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프리즘

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가 포함된다.

및 활용도를 연구한 이영희․이승신(2006)에

또한 채무조정제도와 파산제도로 구분할 수

따르면 신용불량자들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도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장래수입을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고

감안하여 채무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일정

다음으로 배드뱅크제도, 개인파산제도, 개인회

을 조정하여 채무변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생제도의 순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성실히 이행하면 잔여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를

되었다. 그리고 각 금융기관의 개별신용회복지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

원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

는 방법을 이용한다. 여기에는 개별 금융기관,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도(5점 만점에 평균

배드뱅크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

2.99)와는 달리 이들 제도에 대한 기대는 상당

아웃제도와 공적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

히 높게 나타났으며(5점 만점에 평균 3.36), 기

가 있다. 한편 파산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도는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회생제도, 배드

채무자의 보유재산 전부를 채무상환에 활용하

뱅크, 개인파산제도 그리고 개별금융기관시행

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의무를 소멸시킴

제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으로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한편 신용회복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한 제

연체금액 및 다중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도는 개인워크아웃제도(62.4%)이며 다음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기회는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

개인회생제도(17.2%),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구

다. 예를 들어 소액의 단일 금융기관에 채무를

제제도(8.3%), 배드뱅크(4.5%)의 순으로 조사

진 경우는 금융기관 자체의 신용회복프로그램

되었다. 개인파산제도는 0.7%만이 활용하였고

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파산직전의 고액

신용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은 경

다중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를, 그리고 이 중간

우도 4.5%로 나타났다.

에 있는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
뱅크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

2.2.1 개인워크아웃제도

리적이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성과를 살펴보면, 2006년 중 신용회복지원을

2.2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성과

신청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85,826명, 채무조정
완료자는 86,890명으로, 2002년 10월 신용회복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성과는 비용과 편익 비

위원회 출범 이래 2006년 12월말까지 총 상담

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본 절에서는

건수는 1,965,269건이었고, 이 중 629,931명이

그동안 축적된 신용회복지원 현황을 통해 평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으며 599,114명에 대

가해보고자 한다.

하여 채무조정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2004년을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기대도

정점으로 상담 및 신청자는 감소추세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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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의 사적․공적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비교
사적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공적 신용회복지원제도

개별금융기관

Bad Bank
(한마음금융)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
주체

개별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등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
시기

2003년 3월

2004.5.20 한시적

2002.10.1

2004.9.23

1962.1.20

대상
채권자

1개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 이상
금융기관

협약가입
금융기관

제한없음
(사채포함)

제한없음
(사채포함)

채무
범위

소액
(1,000만원이하)

5,000만원 미만

5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
채무자

소액연체자

2004.3.10 현재
신용불량자

과중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변제기간 8년
이내(총채무액
변제기간 8년 이내 1/3범위내에서 감면,
원금감면 없음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30%범위내에서
감면)

채무
조정
수준

금융기관별
자체기준

법적
효력

사적조정

사적조정

연체정보
해제여부

-

대부승인시 해제

파산원인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지급불능, 지급정지)

변제기간 5년이내
청산시보다 변제액
많을 것, 가용소득이
전부 투입될 것

청산후 면책

사적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면책

면책불허가사유 없는
경우 면책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해제

변제계획인가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장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낮음.
․신청대상 채무액의 범위가 넓고 사채도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가 잘 이루
포함됨.
어짐.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기만 하면 원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신용상담 및 소비자교육기
감면도 가능
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법적으로 면책되기 때문에 강력함.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보증인에게도 확정효력이 동일함.

단점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높음.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의 불이익이
따르며 면책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함.
․개인의 특별사정 반영 등에 융통성이 적음.
․보증인에게는 개인회생인가 또는 파산선
고의 효력이 없음.

․개인연체자로 등록된 자만 신청가능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함.

<자료>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자료 수정 보완.

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도 신용회복신청자 및

의 활성화에 따른 약 100만명의 금융채무불이

채무조정완료자가 전년 대비 각각 107,872명

행자 구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인

(55.7%), 121,341명(58.3%)이 감소하였는데 이

해 신규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 감소 그리고,

는 2003년 이후 시행된 각종 채무자구제제도

2006년 4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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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 및 채무조정 현황

(단위: 명)

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누 계*

상담

26,789

221,239

765,756

646,448

305,037

1,965,269

신청접수

26,789

62,550

287,352

193,698

85,826

629,931

채무조정

42

35,500

268,451

208,231

86,890

599,114

*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의 누계임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보도자료(2003.1.8, 2004.1.17, 2005.1.16, 2006.4.18, 2007.2.15일자)에서 재구성

률｣의 시행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의

있다. 또한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볼 수

고연령층(50대 이상)의 신청비율이 증가한 것

있다.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아 전체의 20.9%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서울로 19.8%로 나타

소득규모별로 보면 100만원이하의 신청자가

났으며 서울과 수도권 및 경기도가 전체의 약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50.9%)하며 그 다음으

40%정도를 차지하여 다른 지역과 광역시들에

로 100만원초과 150만원이하의 신청자가 32.4%

비해 신용회복신청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로 나타나 월소득 150만원이하 신청자가 전체

것으로 나타났다.

의 83.3%를 차지하였다.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다중연체자들은 30대

신청자들의 소득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가 전체의 3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특히 2005년의 경우 신용회복신청자의 90%,

으며, 다음으로 40대가 많아(29.7%) 30-40대의

2006년은 신용회복신청자의 91.9%가 전국가구

신청자들이 전체의 69.4%를 차지하였다. 이는

월평균소득(292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채무원인 중 생계형 채무가 가장 많고, 30-40

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 가장들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

부채규모별 신용회복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2

문에 신청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천만원이하 채무자가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

<표 3> 지역별 신용회복신청 현황
구 분

누

계

(단위: 명)

구 분

누

계*

서 울

124,639 (19.8)

강 원

22,717 ( 3.6)

부 산

59,894 ( 9.5)

충 남

19,017 ( 3.0)

대 구

33,431 ( 5.3)

충 북

17,382 ( 2.8)

인 천

47,119 ( 7.5)

전 남

23,095 ( 3.6)

광 주

20,413 ( 3.2)

전 북

21,095 ( 3.4)

대 전

17,849 ( 2.8)

경 남

38,422 ( 6.1)

울 산

13,586 ( 2.2)

경 북

28,908 ( 4.6)

경 기

131,688 (20.9)

제 주

9,866 ( 1.6)

합 계

629,931(100.0)

*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의 누계임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보도자료(2003.1.8, 2004.1.17, 2005.1.16, 2006.4.18, 2007.2.15일자)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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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령별 신용회복신청 현황
구

분

2002년

(단위: 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누 계*

29세이하

8,034 (29.9)

17,055 (27.3)

43,768 (15.2)

31,722 (16.4)

12,953 (15.1)

105,664 (16.8)

30-39세

9,621 (36.0)

26,019 (41.6)

119,579 (41.6)

70,996 (36.7)

33,311 (38.8)

250,091 (39.7)

40-49세

6,292 (23.5)

13,861 (22.2)

86,183 (30.0)

60,319 (31.1)

26,609 (31.0)

187,071 (29.7)

50-59세

2,208 ( 8.3)

4,552 ( 7.3)

30,594 (10.7)

23,820 (12.3)

10,159 (11.8)

69,166 (11.0)

60세이상

634 ( 2.3)

1,063 ( 1.7)

7,228 ( 2.5)

6,841 ( 3.5)

2,794 ( 3.3)

17,933 ( 2.8)

26,789(100.0)

62,550(100.0)

287,352(100.0)

193,698(100.0)

85,826(100.0)

629,931(100.0)

합

계

*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의 누계임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보도자료 (2003.1.8, 2004.1.17, 2005.1.16, 2006.4.18, 2007.2.15일자)에서 재구성

하였으며 2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신청자가

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개설된 취업

44.7%로 총채무가 5천만원이하인 신청자가 약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알선도 해주는 등 다양

80%정도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신용

부채규모가 작은 신청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

회복지원이 확정된 90,942명에 대하여 합리적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2005년 이후

인 부채관리와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신청인 1인당 평균

위한 신용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중․

채무액도 2003년 46,299천원에서 2004년에는

고등학교 학생 76,073명, 군복무자 201,080명,

36,377천원으로, 그리고 2005년에는 2003년의

대학생 753명 및 일반인 33,931명에 대하여 신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2006년에는

용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

23,565천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였다. 2006년 중 취업확정자는 3,549명으로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달리 신용회복위원

2003년 12월 개설된 이래 2006년 12월말까지

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조정과 더

총 8,906명을 취업에 성공시켰다. 취업직종별로

불어 다중연체자에 대한 신용관리 및 신용회

보면 남자는 생산, 영업, 운전직에 여자는 금

복에 대한 상담과 부채관리 및 소비생활교육

융, 사무, TM직에 주로 취업하였다(신용회복

<표 5> 소득규모별 신용회복신청 현황
구

분

2002년

(단위: 명,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누 계*

100만원이하

113 (22.4)

18,621 (29.8)

132,040 (45.9)

109,381 (56.5)

52,938 (61.7)

320,413(50.9)

100만원초과~
150만원이하

217 (43.0)

21,912 (35.0)

98,472 (34.3)

65,046 (33.6)

25,930 (30.2)

204,257(32.4)

150만원초과~
200만원이하

104 (20.6)

12,809 (20.5)

41,939 (14.6)

15,814 ( 8.2)

5,657 ( 6.6)

76,323 (12.1)

20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59 (11.6)

7,650 (12.2)

13,525 (4.7)

3,175 ( 1.6)

1,119 ( 1.3)

25,528 ( 4.1)

300만원초과

12 ( 2.4)

1,558 ( 2.5)

1,376 (0.5)

282 ( 0.1)

182 ( 0.2)

3,410 ( 0.5)

505(100.0)

62,550(100.0)

287,352(100.0)

193,698(100.0)

85,826(100.0)

629,931(100.0)

합

계

*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의 누계임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보도자료 (2003.1.8, 2004.1.17, 2005.1.16, 2006.4.18, 2007.2.15일자)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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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채규모별 신용회복신청 현황
구

분

(단위: 명,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누계

105 (20.8)

10,926 (17.5)

81,109 (28.2)

94,499 (48.8)

48,698 (56.7)

235,336 (37.4)

10,516 (16.8)

62,110 (21.6)

40,015 (20.7)

16,906 (19.7)

129,628 (20.6)

19,755 (31.6)

82,211 (28.6)

36,853 (19.0)

13,226 (15.4)

152,198 (24.1)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8,351 (29.3)

53,168 (18.5)

19,263 ( 9.9)

6,001 ( 7.0)

96,925 (15.4)

1억원초과

3,002 ( 4.8)

8,754 ( 3.1)

3,068 ( 1.6)

997 ( 1.2)

15,844 ( 2.5)

505(100.0)

62,550(100.0)

287,352(100.0)

193,698(100.0)

85,826(100.0)

629,931(100.0)

-

46,299천원

36,377천원

26,713천원

23,565천원

33,238천원

2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합

계

평균부채금액

400 (79.2)

*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의 평균임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보도자료 (2003.1.8, 2004.1.17, 2005.1.16, 2006.4.18, 2007.2.15일자)에서 재구성

위원회보도자료, 2007.2.15). 취업확정자는 유

적절한 지원제도는 일자리의 마련이며 일자리

통, 영업, 운전, 경비업종 취업자의 감소로 전

의 창출 즉 소득원의 제공은 신용회복지원을

년 대비 527명(12.9%)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

위해 좀더 확충되어야 하는 지원체계라고 판

기침체에 따른 사회전반의 일자리 감소, 힘든

단된다.

일 기피현상, 저임금 외국인근로자의 증가 등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2.2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

제도시행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력

채무재조정을 통한 법적신용회복지원제도인

을 보유하고 있고, 제도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시행 이후 모두

높은 젊은 연령계층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

57,611명의 다중연체자가 신청하였다. 개인워크

고, 채무규모도 큰 다중연체자들이 개인워크아

아웃제도가 시행 시점 이후 2003년까지 약 9

웃을 신청한데 비해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연

만 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할 때 약간 저조한

령이 높고 소득이 낮으며 부채규모도 적은 다

실정이다. 한편 개인파산을 신청한 다중연체자

중연체자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는 신용

는 2006년 말 현재 총 122,608명으로 조사되어

회복지원제도로써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인

2005년 대비 3배나 증가하는 급증세를 나타냈

지도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

다. 면책허가율은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오

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용

다가 개인파산신청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회복위원회는 채권기관의 협의체인 은행연합

위해 면책불허가 많아지면서 2006년에는 면책

회 산하기관을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

허가율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

관의 입장에서 채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개인파산신청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한

채무조정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최현자,

건도 없었으나 1998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

2002). 대부분의 다중연체자들의 연체사유가

으며 신청자 증가율이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비

만성적인 실업이나 소득부족으로 인한 생활비

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을 정점으로 신

충당임을 감안할 때 채무조정과 더불어 가장

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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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도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현황 비교
연도

개인파산(건)

면책허가율(%)*

개인회생(건)

1998

350

-

-

1999

503

-

-

2000

329

50.7

-

2001

672

75.3

-

2002

1,335

87.2

-

2003

3,856

95.9

-

2004

12,317

98.6

9,070

2005

38,773

99.3

48,541

2006

122,608

97.8

56,112

누계

180,743

-

113,723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임.
** 자료: 김형두(2006); 매일경제신문(2007.1.9)에서 재구성

교할 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자들은 파산 이후 경제적

중연체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

지위의 급강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파산 이전

파산 신청건수는 2002년의 1335건에 비해 지난

의 직업을 유지하거나 수평이동한 사람은

4년 동안 90배나 증가하였으며 추정된 잠재파

12.4%에 불과하고, 봉급생활자(161명)와 자영

산규모가 30만-100만 명임을 감안한다면 당분

자(70명) 중 각각 48.4%와 52.9%는 무직상태

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로 37.3%와 34.3%는 일용직으로 전락하였다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개인파산을 신청

(서울신문, 2004.8.6). 이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한 3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파산자자료에 따

제도설립의 기본 취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

르면 개인파산자의 주 연령계층은 30-40대로

는 것으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립을 위해서도

이들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실직상태

면책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타파가 선행되어야

의 장기화에 따른 소득불안정이 개인파산의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원인이었고 20대도 1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전체파산자의
63.7%로 남성에 비해 많지만 채무액은 남성이

Ⅲ. 연체관련 선행연구 고찰

5000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
성의 파산원인은 실직, 질환, 사고 등의 사고
형 파산이 절반정도인데 반해, 여성은 사기,

그동안 국내외에서 다중연체자와 관련되어

카드대여 등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

진행된 연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연체관련

이 약 1/3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대별 평균채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연체자의 특성을 밝힌

무액은 1억을 상회하며 40대가 1억 4698만원으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박근주․이기춘(1997)과

로 가장 높아 같은 시기에 개인워크아웃을 신

이은영․허은정(2005), 박미희․여정성(2005) 등

청한 다중연체자의 평균채무의 3배를 상회하

이 있으며 연체자중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연체자의 특성을 밝힌 연구로는 조혜진․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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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연체자의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현자(2004)가 있고, 국외의 연구로는 Lea &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가

Webley(1995), Lin & DeVaney(1996), Godwin

계재무특성(상환능력과 부채부담정도)과 재무

(1999), Starvins, J.(2000), Darryl(2003) 등이

관리특성(전반적인 재무관리 관련 태도와 신

있다.

용이용관련 태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박근주․이기춘(1997)은 연체행동에 영향을

결과, 총자산대비 부채부담지표(+), 주관적 부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적 특성, 신용이용 특성,

채부담(+)과 연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중

경제적 특성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력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부채부

을 규명한 결과, 기대와는 달리 신용카드 연체

담의 효과는 Lin & DeVaney(1996)과 유사하

행동 이외에는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

게 연체여부와 연체빈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억제신조의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가구크기

준수정도는 이은영․허은정(2005)결과와 유사

(+)와 자영업가구(+), 맞벌이가구(+)가 연체

하게 신용카드연체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에 영향을 미쳐 가계소비의 경직성증가, 추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 신용획득의 어려움, 부채관리의 복잡성 증

한편 조혜진․최현자(2006)는 신용불량자 결

가와 시간압박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

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재무관리능력 및 심

였다. 또한 박미희․여정성(2005)은 신용카드

리적 특성, 재무/부채관련특성 및 사회인구학

이용대금 연체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적특성을 포함하는 로짓모형을 설정하여 분석

신용카드 연체집단과 비연체집단과의 차이를

한 결과, 직업(영업/자영/노무직(+), 총부채

분석한 결과, 연체집단의 경우 과소비성향을

(+), 돈에 대한 태도(자기과시수단+), 지출습

많이 나타냈으며, 카드대금의 연체에 대해 상

관(비계획성(+), 투기성향(+) 등을 유의한 영

대적으로 허용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20-30

향요인으로 밝혔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

대의 200만원 미만의 월소득을 가진 미혼자가

고서(2003)에서는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을

연체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결과를

소비자의 지불능력 이상의 소비, 신용카드 사

얻었다. 또한 성별,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 등

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금융기관의 회

은 연체집단과 비연체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

원확보 및 수수료 수입 증대 위주의 영업활동,

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정부의 소홀한 감독하의 신용카드사용 촉진

국외연구에서 Lea & Webley(1995) 그리고

정책, 그리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법제도와 지

Thaler(1990)는 현재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원기구의 미비라고 언급하였다. 이상승(2003)

‘만족연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용할 가능성이

은 신용불량으로 인한 빈곤층은 일반빈곤층

더 높으며 부채억제신조와 자동이체 실행 등

에 비해 더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으며, 교육

이 부채를 회피하고 결국 연체를 막게 되는

수준이 높고, 근로의욕도 강하지만 월평균 부

내외적 제약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Lin &

채상환규모는 월등히 높으면서도 월평균저축

DeVaney(1996)는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준

액은 더 적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의식 측면에

이 낮을수록 연체가능성이 높으며 전문직종사

서 자존감이 낮고 자살과 범죄충동을 강하게

자의 연체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특히 연체

느끼며, 과소비성향이나 도박성향이 높게 나타

가능성이 높은 가계가 신용카드 부채부담을

났다고 하였다.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arryl

이은영․허은정(2005)은 연체여부와 연체빈

(2003)은 소비자의 연체문제가 주로 예상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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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정적인 사건 즉, 채무자가 지불을 이행하

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 연

는데 있어서 소득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쇼크를

구에서 신용카드대출이 연체와 파산가능성에

가져오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때문이라고 밝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신용카드수가 많

히고 연체위험에 있어서 가계지불부담의 크기

을수록,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

는 무의미하며 채무불이행 위험에 있어서도 가

험을 가입한 사람이 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계지불부담의 크기는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더 연체가능성이 감소하는 반면 신용카드 미

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자산은 부정적인 쇼

지불잔액이 많을수록 연체가능성이 증가한다

크나 연체위험의 완충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과거의 파산경험과 배

Godwin(1999)은 가계의 인구경제학적인 특

우자의 실직이 연체를 증가시키는 매우 강한

성, 신용에 대한 태도와 신용이용경험, 부채포

영향요인으로 밝혔다. 한편 신용카드 미지불잔

트폴리오 및 가계가 겪은 주요사건 등이 부채

액이 많을수록 파산가능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상환의 어려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설을

자가소유자일수록, 기혼자일수록, 그리고 연령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인구경제

과 소득이 높을수록 파산가능성이 적은 것으

학적 특성 중 연령(-), 가구원수(+), 비흑인

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1년 동안 배우자의 실

(+)이 신용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과거

직여부가 본인의 실직보다 파산에 더 큰 영향

신용이용 시 대출거절 등의 부정적인 경험(+),

을 미치며, 지역적 요인도 개인파산을 결정하

부채포트폴리오 중 주택담보대출, 자동차관련

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대출과 내구재관련 부채의 존재(+), 가계가

이상의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사회인구학적

겪은 주요사건 중 친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

특성에 따라 연체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

원수혜(+), 자가 이외의 부동산의 매도나 수

라 다양한 결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리(+) 등이 부채상환의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영

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향요인으로 나타난 연령, 성별, 학력, 결혼상태,

그리고, Lin & Sharon(1996)은 소비자의 부

부양가족수, 직업, 거주지, 주거상태 등을 사회

채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탐색적

인구학적 특성에 포함시켰다. 또한 경제적 특

연구를 통해 재무계획기간과 신용을 이용하여

성에는 월소득액, 소득피제공여부, 생계비피제

쇼핑하는 정도, 위험회피수준, 신용 사용시 이

공여부, 책정생계비/최저생계비, 소득규칙성,

자율 고려 정도, 부채상환행동 등이 소비자의

그리고 자산유무를 포함시켰으며 부채관련 특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부채

성에는 조정후채무액과 월채무상환액, 월채무

부담을 신용카드부채부담과 소비자대출부채부

상환액/월소득액, 기타채무상환액/월소득액, 기

담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

타채무상환여부, 조정후채무액/자산액, 그리고

과,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위험

채무원인을 포함시켜 연구를 수행하였다.

회피수준이 낮을수록, 연체행동을 자주 할수록
신용카드부채부담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소득
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

Ⅳ. 연구방법

록 소비자대출부채부담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Starvins, J.(2000)는 소비자의 신용카드차용
과 연체율 그리고 개인파산과의 관계를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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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신용회복위원회에

2004년 11월에서 2005년 3월까지 신용회복지원

적 특성 및 부채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비교한

을 신청한 과중채무자 299명의 신청 자료와

결과는 다음 <표 8>, <표 9>, <표 10>과 같다.

2003년 11월에서 2005년 5월까지 신용회복지원
을 신청한 다중연체자 중 1차로 신용회복지원

5.1 채무재조정신청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확정을 받았으나 채무상환을 연체하여 재조정
3)

을 신청한 118명의 재조정신청 자료이다.

신용회복지원신청자와 채무재조정신청자의 사

채무재조정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평균 연령과

다중연체자의 특성을 밝혀 대책을 마련하고자

결혼상태, 직업, 주거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

한 차이를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

채무재조정신청자는 신용회복지원신청자에 비

정하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해 평균 연령이 높고 자가비율이 높으며 전문
사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보다 기능노무직에 종

Di = F(Soci, Econi, Debi )

사하는 비중이 높으며 기혼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D = 재조정신청시 1, 그 밖의 경우 0
Soci = i번째 신청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업, 거주지, 주거상태
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부양가족수)
Econi = i번째 신청자의 경제적 특성(월소득액,

평균연령은 채무재조정신청자가 43.5세로 신
용회복지원신청자(41.7세) 보다 약간 많은 수
준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두 집단 모두 40대
(39.5%, 44.9%)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30대

소득피제공여부, 생계비피제공여부, 최

(37.5%, 33.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생계비 대비 책정생계비, 소득의 규칙

학력은 고졸이 두 집단 모두 과반수이상으로

성, 자산의 유무)

가장 많았고(59.2%, 57.6%), 부양가족 수도 신

Debi = i번째 신청자의 부채관련 특성(조정후채
무액, 월채무상환액, 월소득액 대비 월
채무상환액, 월소득액 대비 기타채무상
환액, 기타채무상환여부, 자산 대비 조
정후채무, 채무원인)

용회복지원신청자와

채무재조정신청자

모두

평균 2명으로 나타났으나 학력수준과 부양가
족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결혼상태는 신용회복지원신청자와 채무
재조정신청자 모두 기혼이 각각 66.1%와 83.9%
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신용회복신청

Ⅴ. 연구결과

자는 미혼(19.7%)과 이혼․사별(14.2%)로 비
슷하게 많아 다양한 결혼상태가 해당되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나, 채무재조정신청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다중연

는 기혼이 전체의 83.9%로 절대 다수를 차지

체자와 1회 채무조정을 받았으나 다시 채무를

하여 다중연체가 계속되어 부채문제가 심각해

수개월 연체한 후 신용회복재조정을 신청한

질수록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문제로

채무재조정신청자를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

확대되어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

3) 신용회복지원신청자의 경우 2005년 4월에 심의한 과중채무자이며 채무재조정신청자는 2006년 2월과 3월에 심의한 다중연체자
들임. 연구대상의 선정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에 대한 가용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이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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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신용회복지원신청자와 채무재조정신청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성별

신용회복지원신청자(299명)

채무재조정신청자(118명)

남

167(55.9)

59(50.0)

여

132(44.1)

59(50.0)

41.7세

43.5세

평균
20대 미만

179(5.7)

1(0.8)

30대

112(37.5)

39(33.1)

40대

118(39.5)

53(44.9)

50대

45(15.1)

20(16.9)

7(2.3)

5(4.2)

중졸이하

41(13.7)

25(21.2)

고졸

177(59.2)

68(57.6)

대학 이상

81(27.1)

25(21.2)

기혼

195(66.1)

99(83.9)

미혼

58(19.7)

11(9.3)

이혼․사별

42(14.2)

8(6.8)

연령

60대 이상

학력

결혼
상태

부양
가족수

직업

거주지

2.1명

1.9명

1명

134(45.1)

67(56.8)

2명

60(20.2)

19(16.1)

3명

53(17.8)

18(15.3)

4명

40(13.5)

9(7.6)

5명 이상

10(3.4)

5(4.2)

전문․사무직

69(23.1)

9(7.6)

서비스판매직

71(23.7)

14(11.9)

자영업

66(22.1)

21(17.8)

기능노무직

57(19.1)

33(28.0)

기타

36(12.0)

41(13.7)

서울

58(18.7)

26(22.0)

경기

69(23.1)

24(20.3)

6대도시

94(31.4)

24(20.3)

기타

80(26.8)

44(37.3)

자가

19(7.9)

28(23.7)

임차

86(35.5)

27(22.9)

기타

137(56.6)

63(53.4)

주거

* p0.05

평균

** p0.01

2

t/ χ
1.17

-2.03*

6.91

4.18

13.02**

1.71

6.07

44.13***

7.59

19.51***

*** p0.001

업은 신용회복지원신청자의 경우, 서비스판매직

자는 기능노무직이 28.0%로 가장 많고 자영업

(23.7%), 전문․사무직(23.1%), 자영업(22.1%)

(17.8%), 기타(13.7%)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채무재조정신청

차이가 있었다. 이는 처음 신용회복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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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연체자는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득형태를 살펴보면 정기적 급여수령자가 신용

있으나, 채무재조정신청자는 1회 채무조정을

회복지원신청자와 채무재조정신청자 각각에서

받았으나 다시 채무를 수개월 연체한 후 신용

전체의 46.5%, 33.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회복재조정을 신청하게 되면서 정규적인 직장

비정기소득보유자(각각 32.1%, 27.1%), 정기적

을 잃고 비정규적인 기능노무직에 종사하거나

소득을 가진 자영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신청자 중 소득피제공자는 2%밖에

또한 주거상태는 신용회복지원신청자와 채무

되지 않았으나 채무재조정신청자는 16.9%가

재조정신청자 모두 기타가 각각 전체의 56.6%,

소득피재공자로 나타나 채무재조정신청자의 경

53.4%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회복지원신청자는

우, 본인이 직접적인 소득을 벌지 못하는 경우

임차(35.5%)가 많았고 채무재조정신청자는 자

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무재조

가가 23.7%로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청자가 직장이나 금융기관에서 이미 다중

이 때 기타에는 사택과 기숙사, 무상거주가 포

연체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금융

함되는데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주거비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거의 들지 않거나 적은 금액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시 정하게 되는 책정생계비는 신용
회복지원신청자는 평균 약82만원으로 나타났
고 50-100만원미만이 44.5%로 가장 많았으나

5.2 채무재조정신청자의 경제적 특성

채무재조정신청자는 평균 약 54만원으로 나타
났으며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52.5%를 차지해

신용회복지원신청자와 채무재조정신청자 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낮은 수준의 생계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제적 특성은 소득형

비를 책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

태, 책정생계비, 생계비피보조 여부, 책정생계

여 책정생계비/최저생계비는 신용회복지원신

비/최저생계비, 그리고 자산으로 나타났다.

청자가 1.21, 채무재조정신청자는 0.87로 나타

채무재조정신청자의 경우 신용회복지원신청

나 채무재조정신청자의 경우 책정생계비/최저

자에 비해 평균 월소득과 소득분포는 유의한

생계비가 신용회복지원자에 비해 낮을 뿐 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을 제공

아니라 책정생계비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받거나 생계비를 보조받고 있는 비율이 높으

미치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며 책정생계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또한 신용회복지원신청자의 78.9%와 채무재

있었다. 최저생계비 대비 책정생계비 비율 또

조정신청자의 57.6%가 생계비피보조가 없다고

한 채무재조정신청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응답하여 채무재조정신청자가 생계비피보조를

낮았다. 그러나 채무재조정신청자는 자산을 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집단 모

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산계층 또한 다

두 소득형태에서 소득피제공자의 응답보다 더

중연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비피보조를 받는다고 응답

경제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한 것을 볼 때 이는 월소득 중 생계비일부를

같다. 월소득은 신용회복지원신청자는 월소득

보조받고 나머지는 다른 소득활동을 통해서

이 100만원-150만원이 전체의 37.8%로 가장

얻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많았으며, 채무재조정신청자는 월소득이 150만

한편 채무재조정신청자의 평균자산은 약2270

원-200만원인 집단이 29.7%로 가장 많았다. 소

만원으로 신용회복지원신청자(1500만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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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신용회복지원신청자와 채무재조정신청자의 경제적 특성 비교
신용회복지원신청자
(299명)

월소득

평균(만원)

139.2

156.6

50만원 미만

5(1.7)

3(2.5)

50만원-100만원

64(21.4)

22(18.6)

100만원-150만원

113(37.8)

33(28.0)

150만원-200만원

65(21.7)

35(29.7)

200만원-250만원

36(12.0)

16(13.6)

250만원 이상

16(5.3)

8(6.8)

급여수령

139(46.5)

39(33.1)

자영업

57(19.1)

27(22.9)

1(0.3)

0(0.0)

비정기소득

96(32.1)

32(27.1)

소득피제공

6(2.0)

20(16.9)

평균(만원)

81.9

54.3

50만원미만

65(21.7)

62(52.5)

정기
소득
소득형태

책정
생계비

연금/생활보호

50만원-100만원

133(44.5)

36(30.5)

100만원-150만원

84(28.1)

18(15.3)

150만원 이상

16(5.7)

2(1.7)

있음

63(21.1)

50(45.4)

없음

236(78.9)

68(57.6)

1.21(0.37)

0.87(0.58)

생계비
피보조
여부

책정생계비/최저생계비
평균(만원)

자산

* p0.05

채무재조정신청자
(118명)

1500.6

2269.5

없음

153(51.2)

48(40.7)

1000만원 미만

80(26.7)

15(12.7)

1000만원-5000만원

37(12.4)

32(27.1)

5000만원-1억원

15(5.0)

19(16.1)

1억원 이상

14(4.7)

4(3.4)

** p0.01

2

t/ χ
-1.32

5.67

35.57***

6.13***

39.13***

19.44***
5.86***
-1.91

32.60***

*** p0.001

더 많았으나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으

의한 결과를 얻었는데 두 집단 모두 자산이

로 신용회복지원자의 자산규모가 더 많을 것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나(51.2%, 40.7%)

으로 예상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채

신용회복지원신청자는 1000만원 미만이 26.7%

무재조정신청자는 자산규모도 크지만 채무규

로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비해, 채무재조정신

모는 더욱더 크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청자는 1000만원-5000만원이 21.9%로 그 다음

평균자산액에 대한 절대적인 비교는 의미가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산분포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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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채무재조정신청자의 부채관련 특성

만원이 전체의 38.1%로 가장 많고, 20-40만원
과 60-80만원이 전체의 42.9%를 차지하여 채

신용회복지원신청자와 채무재조정신청자 간

무재조정신청자의 월상환액규모가 훨씬 큰 것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부채관련 특성은 총채

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채무재조정신청자

무, 월상환액, 월상환액/소득, 기타채무상환액/

의 월상환액이 훨씬 많다는 것은 채무재조정

소득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채무재조정신청자의 부채관련 특성을 살펴보

없음을 뜻한다. 한편 채무발생 원인을 복수응

면, 신용회복지원자와 비교하였을 때 채무재조

답으로 조사한 결과, 신용회복지원신청자와 채

정신청자의 총채무액이 월등히 많았으나 조정

무재조정신청자 모두 생계비지출이 37.8%와

후채무는 차이가 없으며 총자산 대비 총채무

4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실직/소득감

와 조정후채무 비율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소(31.9%, 27.3%)로 나타나 과소비보다는 생

타났다. 그러나 월상환액과 상환부담(월상환액

계형 채무로 인해 다중연체가 발생하는 것으

/소득)은 채무재조정신청자가 통계적으로 유

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소득 대비 월상환액

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채무(협약

비율과 소득 대비 기타채무상환액 비율도 채

외채무 등)에 대한 상환부담 또한 높은 것으

무재조정신청자가 신용회복지원신청자에 비해

로 나타나 다중연체자보다 채무재조정신청자

각각 1.4배와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 부채 및 부채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할

는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았지만 여

수 있다.

전히 소득 대비 채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중

신용회복지원신청자와 채무재조정신청자 간

연체자의 채무상환이 불이행되어 채무재조정

의 부채관련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

평균 총채무액은 신용회복지원신청자가 5,372

료된다.

만원, 채무재조정신청자가 6857만원으로 나타나
채무재조정신청자가 신용회복지원신청자 보다

5.4 채무재조정 결정요인 분석 결과

평균 1,485만원 더 많았으며 총채무규모면에서
도 같은 결과를 얻어, 채무상환이 제대로 이루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로지

어지지 않아 다중연체가 계속될수록 부채문제

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1>

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과 같다. 모형의 적합성 검증결과, 1%의 유의

평균 조정후채무액을 살펴보면 신용회복지원

수준에서 실증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신청자가 3,920만원, 채무재조정신청자가 3,927

났다. Pseudo R-square는 0.582(Cox & Snell)

만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와 0.809(Nagelkerke)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

없었다. 반면 월상환액은 신용회복지원신청자

가 매우 높은 편이며. 분류의 정확도는 92.4%

가 평균46만원, 채무재조정신청자가 평균64만

로 나타나 높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지는 적중

원으로 채무재조정신청자의 월상환액이 훨씬

률을 고려하면 모형의 적합도가 상당히 높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상환액규모를 살펴보

고 볼 수 있다.

면 신용회복지원신청자는 20-40만원이 전체의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로지스

49.5%로 가장 많았고, 40-60만원(30.1%)이 그

틱회귀분석을 한 결과, 결혼상태와 직업, 월소

다음으로 많은 반면 채무재조정신청자는 40-60

득액, 조정후채무액, 월상환액, 월소득 대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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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신용회복지원신청자와 채무재조정신청자의 부채관련 특성 비교
신용회복지원신청자
평균(만원)

5,372

6,857

13(4.3)

0(0.0)

2,000만원-4,000만원

132(44.1)

19(16.1)

4,000만원-6,000만원

68(22.7)

43(36.4)

6,000만원-8,000만원

40(13.4)

24(20.3)

8,000만원-1억

16(5.4)

17(14.4)

1억원 이상

30(10.0)

15(12.7)

평균(만원)

3920

3957

1(0.3)

0(0.0)

2,000만원-4,000만원

205(68.6)

80(67.8)

4,000만원-6,000만원

56(18.7)

24(20.3)

6,000만원-8,000만원

20(6.7)

8(6.8)

8,000만원-1억

12(4.0)

4(3.4)

1억원 이상

5(1.7)

2(1.7)

평균(만원)

46

64

20만원-40만원

148(49.5)

27(22.9)

40만원-60만원

90(30.1)

45(38.1)

60만원-80만원

33(11.0)

24(20.3)

80만원-100만원

15(5.0)

10(8.5)

100만원이상

13(4.3)

12(10.2)

299(100)

118(100)

2,000만원 미만

총채무액

2,000만원 미만
조정 후
채무액

월상환액

계
부부공동
신청여부

채무
발생
b
원인

부채
비율
평균
(편차)

2

t/ χ

-3.52***

41.47***

-0.15

0.60

-4.638***

27.797***

예

30(10.0)

6(5.1)

아니오

269(90.0)

112(94.9)

타인

95(17.1)

38(16.7)

실직/소득감소

177(31.9)

62(27.3)

생계비

210(37.8)

92(40.5)

특정비용의 과다지출

61(11.0)

32(14.1)

재테크 및 과소비

12(2.2)

3(1.3)

월상환액/소득

0.35(0.16)

0.49(0.30)

-4.52***

기타채무상환액/소득

0.06(0.13)

0.17(0.33)

-3.50***

총채무/자산

22,699

23,919

-0.41

조정후채무/자산

18,910

15,954

1.18

* p0.05 ** p0.01 *** p0.001
a. 각 비율의 계산 시 분모가 0인 경우 1로 치환함.
b. 복수응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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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표 11>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Coefficient

Wald
chi-square

미혼

-1.987

4.941

.137**

이혼/사별

-2.109

6.590

.121**

1.507

5.315

4.512**

변수

사회
인구
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부채
관련
특성

결혼상태
(기혼=0)

부양가족수

Odds ratio

서비스판매직

3.276

7.261

26.465***

자영업

3.377

7.841

29.281***

기능노무직

4.219

12.266

67.934***

월소득액

-.004

7.212

.996**

조정후채무액

.000

35.067

1.000***

직업
(전문사무직=0)

월채무상환액

.018

31.843

월채무상환액/월소득액

7.993

3.743

2961.511*

기타채무상환액/월소득액

10.462

7.651

34958.949**

기타채무상환여부(없음=0)

7.683

10.298

2171.146**

-18.879

12.618

상수

1.018***

.000***

-2 Log likelyhood: 140.568
Chi-square: 308.685***
Pseudo R-square: 0.582(Cox & Snell)/ 0.809 (Nagelkerke)
* p0.05 ** p0.01 *** p0.001
a.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독립변수들만 제시함.

상환액, 월소득 대비 기타채무상환액, 그리고

혼을 하면 부양가족수가 증가하고 가족의 생

기타채무상환여부 등이 채무재조정 가능성에

계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또 부양가족수가 1명 증가하면 채무재조정 가

나타났다.

능성의 승산비가 4.512배 만큼 증가하는 것으

세부적으로 각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른 조

로 나타나 부양가족수가 채무재조정 가능성에

건이 동일할 때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결혼상

매우 큰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Lin,

태와 직업에 따라 채무재조정 가능성에서 통

DeVaney & Sharon(1996) 및 Godwin(1999)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혼자가 미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전

혼이나 이혼/사별에 비해 채무재조정을 신청

문/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서비스판매직과 자

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문/사무직 종사자에 비

영업, 그리고 기능노무직에 종사하는 다중연체

해 서비스판매직, 자영업, 기능노무직에 종사

자의 채무재조정 신청 확률이 더 증가하는 것

하는 다중연체자의 채무재조정 가능성이 더

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규모의 차이와 규칙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양가족수가 많을

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그렇지 못한 직업

수록 채무재조정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의 종사자보다 채무재조정에 들어갈 확률이

기혼자가 미혼이나 이혼/사별에 비해 채무재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업과 소득의 연

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결

계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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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Ⅵ. 결론 및 제언

때, 월소득액만이 채무재조정 신청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채무재조정
신청 승산비는 월소득이 1만원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의 다양한 채무조정 방법에도

99.6%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불구하고 다중연체자의 상당수가 채무조정 후

낮을수록 채무재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

변제금을 정상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

타나 평균 월소득과 소득 분포는 유의한 차이

대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채무조정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단변량분석 결과와는

이후 채무조정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상이한 결과를 얻었다.

있는 다중연체자의 채무재조정에 영향을 미치

한편 부채관련 특성 중에서는 다른 조건이

는 요인을 밝혀 효과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

동일할 때, 조정후채무액, 월상환액, 월소득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

대비 월상환액, 월소득 대비 기타채무상환액,

적으로 수행되었다.

기타채무상환여부 등이 채무재조정 가능성에

이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신용회복지원신청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 299명(2004년 11월∼2005년 3월 신청, 2005

나타났다. 조정후채무가 많거나, 월상환액이

년 4월 심의)과 신용회복지원신청자 중 1차로

크거나, 상환부담이 큰 경우는 그렇지 않은

신용회복지원 확정을 받았으나 채무상환을 연

다중연체자에 비해 채무재조정 가능성이 컸

체하여 재조정을 신청한 118명의 재조정신청

다. 그리고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

자(2003년 11월∼2005년 5월 신청, 채무상환

가 있는 경우나 그 채무부담이 큰 경우에 그

중 연체하여 재조정신청, 2006년 2월∼3월 심

렇지 않은 다중연체자에 비해 채무재조정 가

의)의 자료이다.

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정
후채무액과 월상환액, 월소득 대비 월상환액,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내릴 수 있다.

월소득 대비 기타채무상환액이 각각 증가함에

첫째,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의 존

따라 채무재조정신청 승산비가 증가하는 것으

재와 상환부담 그리고 채무조정안에 포함된

로 나타나 채무액과 상환액 규모가 매우 큰

채무에 대한 상환부담이 채무재조정 가능성을

영향을 미치는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으로 판단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된다. 또한 기타채무상환액이 있는 사람은 없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협약외 채무나 개별상

는 사람에 비해 채무재조정신청 승산비가 증

환 채무 등에 대한 상환은 개인워크아웃을 통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한 채무조정안에 따른 변제계획 보다 우선 이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금융기관채무 또는 사

행되고 있어 결국 다중연체자는 신용회복효력

금융채무 등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

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를 가지고 있으면 채무이행에 대한 부담이 더

또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협약이 되어있지

욱 커져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않은 금융기관채무 또는 사금융채무 등 채무

채무재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로 사료된다.

채무이행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져 채무상환
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채무재조정을 신
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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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제도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신용회복지원

무조정안을 채무액 전체에 모두 적용할 수 있

제도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

도록 협약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보

아웃제도는 채무조정과 더불어 다중연체자에

호를 받지 못하는 사금융채무까지 포괄하여

대한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에 대한 상담과 부

일반 다중연체자 뿐만 아니라 채무재조정신청

채관리 및 소비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03년 12월 개설된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신용

알선도 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회복지원 사회안전망 중 공적제도와 사적제도

앞으로 정부 및 민간소비자단체와 사회기관,

및 각각의 세부제도들 간의 유기적인 운영시

그리고 금융기관의 다중연체자를 위한 정책에

스템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도 이를 위한 내용이 보다 심도있게 반영되어

둘째,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더욱 많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

월소득이 낮을수록 채무재조정 신청가능성이

고 이를 통해 실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소득이 낮을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07년 8월에 첫

록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채

선을 보인 저소득․저신용자들을 위해 제도권

무재조정 신청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

금융에서 창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서민들

다. 채무조정후 평균채무액을 살펴보면 신용회

에게 신용대출 형태로 창업자금용 ‘종자돈’을

복지원신청자와 채무재조정신청자 간에 통계

공급해서 생계형 창업을 돕는 금융서비스, 즉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데 반해 월상환액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Micro Credit)’ 사업도

은 채무재조정신청자가 신용회복지원신청자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채무재조정신청

넷째, 본 연구결과는 채무재조정 신청여부가

자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다중연체자의 채무상환의지 보다는 채무상환

을 시사한다. 월상환액의 부담은 빈곤층의 경

능력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신용회복지원제

우 생계비 감소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도가 어느 정도 채무이행이 가능한 다중연체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자만 구제하고 실질적으로 보다 절실하게 도

이 시급하다.

움이 필요한 빈곤층의 다중연체자들은 외면하

셋째, 직업에 따라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에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소득의 규칙성에 기인

이를 극복하여 더욱 실효성있는 제도로 발돋

하는 것으로 소득의 많고 적음보다는 소득의

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협력 금융기관

규칙성이 채무재조정신청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을 확대하여 채무조정 대상의 확대뿐만 아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혜진․최현자(2006)

라 채무재조정 신청자격에 대한 확대를 통해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다중연체자의

이러한 부정적인 예상 결과를 방지하도록 해

경우 정규직업 확보를 통해 소득의 규칙성을

야 할 것이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본 연구는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신용회

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중연체자에게는 신용

복지원 신청자에 대한 가용자료의 제한으로

회복이나 채무조정도 중요하지만 신용회복을

인하여 신용회복지원신청자와 채무재조정신청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다중연체자들을

자 중 연구자가 임의로 조사대상을 선정한 한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및 직업알선이 보다 더

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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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

화를 위한 지원방안,”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는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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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Debt Payment
Rescheduling of Delinquents
Hyuncha Choe*․Hyejin Cho**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to provide the basic data by which to establish an effective credit
recovery support system by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debt payment rescheduling of
multiple delinquents who do not properly comply with a debt payment rescheduling program and
cannot pay off their repayments. Collected herein is the debt payment rescheduling application data
of 118 credit delinquents who applied for debt payment rescheduling due to arrearage in their debt
payments, among 299 multiple delinquents who were confirmed for reception of first phase credit
recovery support after their application to the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in an effort to prepare a measure through identification of
multiple delinquents who could not properly repay their debts according to the debt payment
rescheduling program.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below:
First, the existence of debts that do not qualify as the subjects of debt payment rescheduling, and
are a burden to be repaid along with the debts included in the debt payment rescheduling package,
are indicated a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debt payment rescheduling most.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debt payment rescheduling determinants, the potential for debt
rescheduling application is noted to be higher as the delinquent's monthly income is lower.
Third, regularity of income, rather than income amount, is demonstrated to have an impact upon
whether to apply debt payment rescheduling, considering that differences in debt payment
rescheduling determinants according to occupations derive from the regularity of income.
Key words: multiple delinquent, delinquent, debt payment resched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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