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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서서서서론론론론

주택에서는 주거 서비스에 대한 소비 혹은 주택 자산에 대한 투자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일반 가계의 연소득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높

기 때문에 주택구입 예정자는 주택을 구입하기 이전부터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마

련 하거나, 주택구입시점에 금융시장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택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려는 차입자는 과거 경제

성장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2000년

대 들어 주택금융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1) 시장성장과 함께 특징적 현상

은 변동금리 주택대출(이하 변동대출)에 대한 쏠림현상이다. 주택대출은 대출기간 

동안 금리변동 여부에 따라 변동대출과 고정금리 주택대출(이하 고정대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6월말 현재 은행권의 변동대출 비중

은 83%이다.2) 미국의 경우 변동금리가 10%, 프랑스의 경우 13%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변동대출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3)

본 논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차입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입

자들에 비하여 변동대출을 (고정대출과 비교하여) 명시선호(stated preference)하

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본 논문은 박성욱 외 (2009) 및 민인식 외 (2012)과 동일

하게 차입자의 이질성을 분석지만,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를 분석하고 있

는 기존 문헌과 달리 향후 주택금융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잠재적 금융 소

비자의 명시선호를 분석하여 그 차별성을 갖는다. 변동대출에 대한 쏠림현상이 

현저한 주택금융시장에서 현시선호에 대한 분석은 잠재수요를 분석하는데 효과

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4) 불완전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 특성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명시선호 분석은 그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Louviere et al.; 2000). 그러나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차입자의 이질성을 분류한

다는 점과 이를 주택대출의 선호와 연결시키는 점에서 기존 문헌과 차별성을 보

인다.5)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차입자가 (그렇지 않은 잠재적 차입자와 비교하

여 고정대출보다) 변동대출을 명시선호하고 있는 것은 투자수요가 높은 차입자

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대출은 약 289조원이며 이는 2000년대 초반 약 67조
원과 1997년 53조원을 비교하면 시장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혼합형 주택대출 잔액인 11.1조원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으며 고정대출 잔액은 49.5조원이며 변동대출 잔액은 234.7조원이다.

3) 변동대출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차입자에
게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변동대출 이용에 따른 적용금리와 상환할 원리금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변동대출 비중이 약 60% 수준인 영국이 2000년대 중반부터 소비자보호 방안을 도입하여 추
진하고 있으며, 영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 명시선호는 실제 의사결정 시점에서 시장상황을 반영한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명시선호의 분석
을 통하여 정책기관 측면에서 주택금융시장의 잠재수요를 고려한 정책의사 결정,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주택대출의 가격결정과 
상품개발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이는 주택금융기관에서는 해당 대출을 이용하여 구입하는 주택이외에 추가적 주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경향
이 있다.



가 소비수요가 높은 차입자와 비교하여 주택대출의 금리변동 위험을 감당할 유

인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투자에 따른 위험에 대한 기피(risk aversion) 정도가 

낮은 차입자들이 그렇지 않은 차입자들에 비하여 고정대출보다 변동대출을 이용

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Campbell and Cocco, 2003;  Sa-aadu·Sirmans, 1995; 

Brueckner and Follain, 1998)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는 2011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 

(이하 수요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한다. 수요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정보가 있어 주택이 없는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투자유인보다 소비유인이 크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소비유인보다 투

자유인이 크다고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입자의 이질성(heterogeneity) 분

류방식의 견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그 외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도 제시할 예정

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선택과 관

련된 선형연구를 고찰을 하며, 제3장에서는 명시선호에 대한 이론에 근거한 실증

모형을 제시하는 동시에 수요실태 조사에 대하여 간략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4장

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수요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주택에 대한 투자의 유인이 

높은 소비자가 변동대출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이며, 제5장은 결론이다.

ⅡⅡⅡⅡ. 고고고고정정정정대대대대출출출출과과과과    변변변변동동동동대대대대출출출출간간간간의의의의    선선선선택택택택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선선선선행행행행연연연연구구구구

주택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 즉 차입자의 의사결정은 Follain (1990)에 의하면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대출금액 즉 주택가격대비 주택대출의 비율 

(Loan To Value ratio)을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금리, 상환방식, 그리고 상

환기간에 의해 분류될 수 있는 주택대출의 유형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은 이후 조기상환, 연체 혹은 부도(default)의 결정을 내린다. 이에 추가하여 대

출기관 선택도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일 수 있다 (신승우, 2008). 앞서 언급한 

네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고정대출과 변동대출 간의 선택이다 (Follain, 1990). 본 논문에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연관된 의사결정에서 고정대출과 변동대출에 대한 선호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향후 민인식 외(2012)와 같이 고정대출과 변동대출간의 선택에서 한

걸음 나아간 주택담보대출의 유형에 대한 선호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6)         

Campbell and Cocco (2003)는 위험에 대한 기피정도가 낮은 소비자들이 변동

대출을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대출금액이 적고(혹은 소득이 대출에 비하여 높고), 

소득의 불확실성이 낮은 소비자들이 고정대출보다 변동대출을 선호함을 정교한 

6) 물론 고정대출과 변동대출이 혼합된 혼합협 주택대출이 존재하지만, 간략한 논의전개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 혼합형 주택대출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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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모형으로 보인다. 주택금융시장에 이질적인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

의 특성에 따라 주택대출의 선호도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며, 금융기관의 대출전

략을 배제한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대출의 유형선택

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 차입자가 이질적인 경우 즉 불확실성에 따른 금리변

동 위험을 감당할 수 차입자들이 변동대출을 선호한다는 것이다.7)   

동 분야의 실증분석 문헌으로 Sa-aadu·Sirmans (1995)은 차입자의 특성과 주택

대출의 계약조건이 이질적임에 고려한다. 소득이 높은 차입자가 변동대출을 선호

하며, 이는 소득이 높은 차입자가 금리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월하기 

때문이다. Brueckner and Follain (1998)도 위험에 대해 기피정도가 낮은 소비자

가 변동금리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였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적은 차입자들이 

그렇지 않은 차입자보다 변동대출을 선호하는 것이다. Dhillion, Shilling and 

Dirmans (1987)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차입자가 결혼을 한 차입자에 비하여 

변동대출을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기존문헌과 동일하게 차입자가 이질적인 경제주체로 보며 그 이질

성은 주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유인과 주택실물에 대한 투자유인의 차이

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주택대출을 이용에 있어서 소비유인보다 투자유인이 높

은 차입자는 (투자유인보다 소비유인이 높은 차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기피정도가 낮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기피정도가 낮은 경제주체는 주택대

출의 금리변동 위험을 감당할 유인이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실행 당시) 고정금

리에 비하여 낮은 금리를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를 선호할 것이다.8) 

본 논문은 금융기관 선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승우 (2008) 및 주택대출의 

상환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정의철·권혜진 (2006)의 연구와 다른 주제를 취급하고 

있다. 거래된 주택대출을 이용하여 금리유형의 선택을 분석한 박성욱 외 (2009) 

및 민인식 외 (2012)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사전적(ex-ante) 선호를 연

구한다. 명시선호의 분석은 정책기관의 측면에서 시장의 잠재수요를 고려한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측면에서는 향후 상품설계와 주택대출

의 가격결정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시선호는 의사결정의 

제약과 시장에 불확실성에 따라 현시선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

자가 요구하는 시장구조와 실제 시장구조가 동일하지 않은 우리나라 주택금융시

장(유승동, 2006)에서 즉 불완전시장에서 명시선호 분석은 효용성이 증가하게 된

다(Louviere et al., 2000; and Train, 2003)

  그 외 동 분야에서 주택대출의 선택이 정책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은 고성수 (2004), 조만 (2009) 등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며, 주택대출의 유형선

택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이론적 문헌은 유승동·신승우 (2012)에서 

7) 주택금융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며 정보에 대한 왜곡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고정대출과 변동대출은 무차별
하여야 하며 이는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이 주택대출의 가격 즉 금리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차입자와 대출자가 동질적이며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립한다.   

8)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Campbell and Cocco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분균형적인 설명이라는 한계가 있다.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시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으로 거시자료를 분석한 고

성수·주민균 (2011)의 결과와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ⅢⅢⅢⅢ. 명명명명시시시시선선선선호호호호    이이이이론론론론    및및및및    데데데데이이이이터터터터

1. 명시선호 이론의 주택금융시장에 적용

변동대출의 비중이 높은 주택금융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고정대출을 명시선호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변동대출 비중은 시중은행의 주택

대출 가운데 90%를 상회하고 있지만, 주택구입 예정자 가운데 변동대출을 선호

하는 차입자는 약 30%에도 미치고 있지 않았다(You, 2009). 2011년 수요실태조사

에서도 변동대출의 선호도 (28%)는 고정대출의 선호도 (72%)보다 현저하게 낮다. 

(앞서 언급한) 은행권의 변동대출 비중을 고려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명시선호와 

현시선호간의 괴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명시선호에 대한 분석은 목적함수에 대한 연구로 제약함수를 설계하기 위한 

기반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제약하에서 목적함수의 최적화

(optimization)를 통한 의사결정은 현시선호이다. 명시선호를 연구하는 본 논문의 

경우 제약함수에서 가격정보 즉 주택대출의 유형에 따른 금리변화는 조사시점에 

응답자의 합리적 기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주택금융시장

에서 주택대출의 유형에 따른 금리수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명시선호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대출의 목적함수를 연구하고 이

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제약함수인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

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9) 불완전시장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특성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명시선호 분석은 그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으

며 (Louviere et al.; 2000), 주택금융시장에서도 차입자의 명시선호가 대출시점에

서 가격정보에 따라 현시선호의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10)  

주택대출의 유형에 대한 선택에서 금리차이의의 경우 현시선호에서 중요한 설

명변수이다 (Dhillion, Shilling and Dirmans, 1987). 다행히도 수요실태 조사에서

는 대출유형에 대한 명시선호 질의 이후 두 유형의 대출을 무차별하게 만들 수 

있는 금리에 대한 질의를 진행함으로11) 차입자는 주택금융시장에서 대출유형에 

따른 금리정보를 이미 반영한 명시적 선호가 표현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동질

적(homogeneous) 소비자를 가정하고 금융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며 정보왜곡이 

9) 물론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부분균형적 접근방식이란 한계를 지니고 있다. 

10) 이와 같은 정보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2007년 금감원에서는 주택대출의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은행연합회에서는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을 비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중에 있다. 

11) 변동대출의 경우 “변동대출과 고정대출의 대출금리 차이가 _% p 이하 좁혀지면 더 이상 변동대출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정대출의 경우 “고정대출과 변동대출의 대출금리 차이자  _% p 이하 좁혀지면 더 이상 고정대출을 선호하지 않는다.” 에 대
한 응답을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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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완전시장에서 고정대출과 변동대출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출기

관 및 차입자에게 무차별하여야 한다. 이는 이자율의 변동위험을 고려한 대출가

격 즉 대출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수요실태조사는 주택금융 수요자에 대한 조사로 가상의 대안에 대한 선호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명시선호의 방법론 그리고 구성 등의 경우 Louviere et 

al. (2000), Train (2003)과 전일수 외 (2004)을 참조할 수 있다.12) 

2. 실증모형

본 연구에서는 주택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차입자의 특성에 따라 변동대

출과 고정대출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분석한다. 주택금융시장

에서 소비자 은 주택대출 유형의 대안집합 에서  를 선택할 수 있으며, 

는 변동대출 (  ) 또는 고정대출 (  )이 될 수 있다. 차입자는 선택에 따라 

효용수준 을 달성하며,  ≥ 인 경우 변동대출 그렇지 않은 경우 고정대

출을 선택한다.13) 

차입자의 효용수준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며 주택대출 선택에 따른 효

용을  에 대하여    로 정의한다. 차입자의 효용에서 관찰 가능한 

부분 와 관찰 불가능한 부분을  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은 

대표효용(representative utility)으로 지칭되며, 는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택대출의 금리유형외의 속성 그리고 은 차입자의 속성을 정의할 수 있

다. 는 와 동일할 수도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존문헌과 동일하게 

를 와 의 선형함수 즉    로 정의한다. 이를 적용

하기 위하여 변동대출과 고정대출의 선택집합(choice set), 그리고 선택집합 이외

의 차입자의 특성 및 상품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관찰 할 수 없는 

와 관련하여 와 가 독립적이며 동일한 확률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결합밀도

(joint density) 함수를  로 정의하기로 한다. 만일 차입자 이 고정대출을 선

호할 확률은 

  Pr   
 Pr      

   (1)

 

이다. 이는 누적확률분포(cumulative distribution)이며 잔차항의 차이 즉 

  가   보다 작은 확률을 의미한다. 결합밀도 함수를 이용하여 식 

(1)은 

12) 본 논문은 일반적인 설문조사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기술한 소득, 집값 등의 정보가 실제 정보와 상이할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13) 본 절에서 이하의 논의는 명시선호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Louviere et al. (2000)과 Train (2003)의 확률효용이론(random 

utility theory)을 차입자의 주택대출 유형선택에 적용하였다.



  Pr      



       

(2)

로 전환되며 는 표시함수(indicator function)로 식 (2)의 괄호안의 참인 경우 

이며, 그렇지 않으면 를 의미한다. 식(2)는  의 형태에 따라서 축약형

(closed-form)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가 로지스틱분포을 가정한다.14) 프로빗 

분석의 경우 부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15) 

    

3. 실증자료 요약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수요실태조사이며 동 조사는 만 20세에서 만 59세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지역은 전국이며, 지역, 연령 

그리고 가구 소득별 3단층화 무작위 추출방법에 의해 5,000명의 설문대상을 선정

한다. 실증분석은 명시선호를 분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향후 주택대출을 받

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1,922명의 잠재적 소비자가 대상이 된다.  

실증분석에 있어서 사용된 변수와 그 변수의 산출방법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수의 기술적 통계량은 <표 2>이다. 향후 주택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가운데에서 변동대출과 고정대출를 선택한 응답자를 기준이

며, 그 외에 a) 일정기간 변동 후 고정, b) 일정기간 고정 후 고정, 혹은 c) 일정

기간 고정후 변동 금리의 주택대출을 이용하겠다고 379명을 제외한 1,543명을 대

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시점에서 주택금융시장의 구조와 확연

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약 39%(약 61%)가 변동대출(고정대출)을 이용할 예정

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서 핵심적인 독립변수는 주택소유 여부이며,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는 1,061명 이였으며,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응답

자는 140명 이였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 차입자를 대상으로 기본모형의 

견고성도 추가로 점검하였다. 차입자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월가계소득, 가

구주의 나이, 맞벌이 여부, 학력 그리고 자녀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1년 이후의 주택가격이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고려하였다. 이는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변동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

설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차입자들이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대출

의 금리외의 유형 즉 대출 예정금액, 원금의 일시 혹은 분할상환 여부, 그리고 

14) 주택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고정 및 변동대출 이외에 혼합형 (혹은 고정 및 변동대출의 결합형) 금리의 주택대출을 고려하는 경
우 multinominal 혹은 nested 로짓 모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민인식 외 (2012)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있는 고정형 및 변
동형 대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혼합형 주택대출을 고려하지 않았다.  

15) 프로빗 모형 그리고 선형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도 결과는 변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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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만기를 고려하였다. 응답자의 최근 1년간 (2010. 7월 ~ 2011. 6월) 세금납

부(공제)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417만원이며, 평균나이는 43세, 보유하고 있

는 (혹은 최근에 구입한) 주택의 현재 시세는 (보유하고 있는/최근에 구입한) 주

택의 현재 시세 1억 7천만원이며, 향후 희망하는 대출금액은 약 1억원이다. 716

명이 주택가격이 향후 1년 이후 상승한다고 예측하였으며, 322명이 향후 1년 이

후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응답하였다. 

변수 산출방법 비고

fixed 변동대출=0, 고정대출=1 종속변수

howned 무주택=0, 주택소유=1

주요변수 hmulti 무주택/주택1채=0, 주택2채이상=1

lhprice log(hprice=주택가격)

lincome log(income=월가계소득)

age 나이

dage age*age

dualinc 맞벌이아님=0, 맞벌이=1

child 자녀없음=0, 자녀있음=1

edu
고등학교 졸업이하=0,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이상=1

hpup 주택가격미상승=0, 주택가격상승=1
주택가격 예상(1년 이후)

hpdown 주택가격미하락=0, 주택가격하락=1

lloan log(loan=대출금액)

이용의향 주택대출의 특성amort 원금일시상환=0, 매달원금상환=1

long 만기10년미만=0, 만기10년이상=1

[표 1] 변수 및 변수의 산출방법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fixed 1,543 .719 .449 0 1

howned 1,543 .687 .463 0 1

hmulti 1,543 .090 .287 0 1

hprice 1,061 17,420 13,268 670 105,000

income 1,543 417 387 12 9400

age 1,543 43.2 8.7 22 57

dualinc 1,543 .423 .497 0 1

child 1,543 .870 .335 0 1

edu 1,543 .785 .410 0 1

hpup 1,543 .464 .498 0 1

hpdown 1,543 .215 .411 0 1

loan 1,543 10,622 7,710 1,000 60,000

amort 919 .759 .427 0 1

long 1,543 .732 .442 0 1

[표 2] 기술적 통계량



ⅣⅣⅣⅣ. 실실실실증증증증분분분분석석석석    결결결결과과과과

1. 기본 모형 분석

실증분석에서는 투자수요가 높은 차입자는 소비수요가 높은 차입자에 비하여 

변동금리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는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소비수

요에 비하여 투자수요가 높은 차입자가 위험에 대한 기피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경제상황하에서 투자에 대한 유인이 높은 주택금융 소비자는 금융시장

에 불확실성에 따른 금리변동의 위험을 부담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다. 

차입자는 소비와 투자에 대한 유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본 논문은 기존문

헌과 동일하게 이질적인 차입자를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입자의 이질성을 

a)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차입자와 b)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입자로 

구분하며, 이는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입자는 그렇지 않은 차입자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투자유인이 높다고 분류하는 것이다.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입자는 그렇지 않은 차입자에 비하여 변동금리 

대출을 명시선호 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짓분석 결과는 <표 3>이며 모형 1의 경

우는 차입자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 고려한 변수

와 더불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차입자의 전망을 통제하였으며 이는 향

후 주택시장에 전망에 따라 차입자가 선택하는 주택대출의 유형이 변화할 수 있

다는 가설에 기반을 둔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차입자가 선택하는 주택대출 

특성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견고한지를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 관심이 있는 주요 변수 howned로  모든 모형에서 교차비(odds 

ratio)가 통계적을 의미한다.16) 계수의 값이 음의 값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차입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입자와 비교하여 변동대출을 고

정대출에 비하여 선호하고 있다. 모든 모형에서 그 외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변동금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현시선호를 분석한 기존문헌들과 동일한 결과이다. 이는 소득이 높은 차입자일수

록 금리변동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높기 때문이며, 소득과 대비하여 대

출금액이 줄어들수록 차입자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이

다 (Brueckner and Follain, 1998). 맞벌이(혹은 결혼)가 대출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박성욱 외 (2009)의 결과와 동일하지만, 이

는 결혼을 하거나 차입자가 두 명 이상(co-borrowers)인 경우 변동대출을 선호한

다는 Dhillion, Shilling and Dirmans (1987)의 결과는 다르다. <부표 1>에서 프

로빗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6) 각 프로빗 분석의 를 통하여 고려하는 경우 모형전체의 적합성이 양호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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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변동대출=0, 고정대출=1) 

 분석방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독립변수 계수값 z값 계수값 z값 계수값 z값

howned -.800 5.50*** -.809 5.54*** -.747 3.77***

lincome -.397 3.34*** -.390 3.29*** -.330 2.11**

dualinc .131 1.07 .130 1.06 .071 .46

age -.117 1.80 -.115 1.76 -.003 .04

dage .001 1.84 .001 1.80 .000 .13

child -.207 1.13 -.210 1.14 -.064 .28

edu -.143 .95 -.142 .94 -.191 .98

hpup -.027 .21 -.109 .63

hpdown -.086 .54 -.012 .06

lloan .042 .38

amort .725 4.31***

long -.320 1.86

constant 6.502 4.51*** 6.422 4.44*** 2.848 1.43

obs 1,543 1,543 919

Log-L(b) 915.832 915.832 553.815

Log-L 879.938 879.652 527.530

Chi-squared 71.79 72.36  52.57

[표 3] 로짓(Logit) 분석결과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모형 2에서는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차입자들이 변동대출을 이용

한 주택투자를 한다는 가설검정을 위하여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혹은 하락의 기

대를 고려하였지만 이와 같은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

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차입자들이 선호하는 주택대출 유형을 통제하여 

보았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차입자가 그렇지 않은 차입자에 비하여 변동대

출을 선호한다는 결과는 변화하지 않았다. 

  

2. 실증모형의 강건성(robustness) 

투자수요가 높은 차입자가 변동대출을 명시선호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

과이지만, 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차입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

입자에 비하여 투자수요가 높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실증모형의 견고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연구대상인 독립변수를 a)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입자와 b) 주택을 1채 혹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입자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 a>이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

하고 있는 차입자는 주택을 1채 소유한 혹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차입자에 비

하여 투자수요가 소비수요보다 높다는 가정이다. 모든 모형에서 동일하게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차입자가 그렇지 않은 차입자에 

비하여 변동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표 4 b>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차입자의 명시선호에 대

한 분석이다. 주택가격이 높아질 수 록 투자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

거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차

입자 일수록 변동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선호하며 이는 주택에 대한 (소비)

수요가 소득 혹은 나이에 따라 변화를 통제한 결과이며, 각 모형의 실증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ixed(변동대출=0, 고정대출=1) 

 분석방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독립변수 계수값 z값 계수값 z값 계수값 z값

hmulti -.564 3.01*** -.566 3.01*** -.630 2.66***

obs 1,543 1,543 919

Log-L(b) 915.832 915.832 553.815

Log-L 891.821 891.770 531.688

Chi-squared 48.02 48.12 44.25

1) 독립변수는 <표 3>의 모형 1, 모형 2, 모형 3의 변수들을 포함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b) 독립변수1): lhprice=log(주택가격) 
Fixed(변동대출=0, 고정대출=1) 

 분석방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독립변수 계수값 z값 계수값 z값 계수값 z값

hmulti -.380 3.84*** -.376 3.80*** -.438 3.24***

obs 1,061 1,061 669

Log-L(b) 675.572 675.572 426.517

Log-L 660.483 660.260 407.573

Chi-squared 30.27 30.62 37.89

1) 독립변수는 <표 3>의 모형 1, 모형 2, 모형 3의 변수들을 포함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4] 견고성(robustness) 검사결과 
a) 독립변수1): hmulti (무주택/주택1채=0, 주택2채이상=1)

ⅤⅤⅤⅤ. 결결결결론론론론

본 논문은 주거서비스에 대한 소비수요와 비교하여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높은 차입자들이 고정대출보다는 변동대출(혹은 투자수요와 비교하여 소비수요

가 높은 차입자들이 변동대출보다는 고정대출을)을 명시선호함을 실증한다. 주택

대출의 선택과 연관된 문헌과 동일하게 본 논문은 이질적 차입자를 가정하지만, 

기존문헌과 달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차입자는 그렇지 않은 차입자에 비하여 

주택에 대한 투자위험에 대한 기피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 외 주택의 

소유여부에 따른 변동대출과 고정대출에 대한 선호에 대한 견고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검증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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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문헌과 달리 명시선호 분석을 통하여 주택금융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대출의 목적함수를 연구하며, 이를 통하여 현재 시장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변동대출에 대한 쏠림현상이 현저한 주

택금융시장에서 현시선호에 앞선 명시선호를 분석함으로써 정책기관의 측면에서 

시장의 잠재수요를 고려한 정책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측면에

서는 향후 상품설계와 주택대출의 가격결정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경우 주택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측면에서 고정대출

과 변동대출간의 선택 지원에 있어서 향후 차입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한계로서는 명시선호에 대한 분석은 실제 의사결정에 도달하지 않

을 수 있다는 명시선호의 분석과 그 한계가 동일하다(Louviere et al; 2000). 주택

대출의 유형선택에 있어서 대출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이는 우리나라 주

택금융시장에서 박성욱 외 (2009) 및 민인식 외 (2012)가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합리적 차입자가 주택대출의 유형에 따른 금리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상

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지만, 실증분석 모형에서 대출금리 및 수수료에 대한 정보

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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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변동대출=0, 고정대출=1) 

 분석방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독립변수 계수값 z값 계수값 z값 계수값 z값

howned -.467 5.62*** -.474 5.67*** -.434 3.82***

lincome -.234 3.35*** -.230 3.28*** -.189 2.05**

dualinc .081 1.11 .080 1.10 .041 .44

age -.068 1.81 -.067 1.77 -.002 .05

dage .001 1.83 .001 1.80 .000 .14

child -.125 1.16 -.125 1.17 -.043 .32

edu -.077 .87 -.075 .85 -.102 .89

hpup -.019 .24 -.059 .57

hpdown -.055 .57 -.007 .06

lloan .024 .37

amort .438 4.27***

long -.191 1.87

constant 3.832 4.61*** 3.78 4.53*** 1.677 1.42

obs 1,543 1,543 919

Log-L(b) 915.832 915.832 553.815

Log-L 880.002 879.662 527.765

Chi-squared 71.66 72.34 52.10

[부표 1] 프로빗(Probit) 분석결과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Fixed(변동대출=0, 고정대출=1) 

 분석방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독립변수 계수값 z값 계수값 z값 계수값 z값

hmulti -.346 2.99*** -.348 3.00*** -.387 2.67***

obs 1,543 1,543 919

Log-L(b) 915.832 915.832 553.815

Log-L 891.812 891.757 531.768

Chi-squared 48.04 48.15 44.09

1) 독립변수는 <부표 1>의 모형 1, 모형 2, 모형 3의 변수들을 포함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b) 독립변수1): lhprice=log(주택가격) 
Fixed(변동대출=0, 고정대출=1) 

 분석방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독립변수 계수값 z값 계수값 z값 계수값 z값

hmulti -.231 3.87*** -.229 3.84*** -.264 3.28***

obs 1,061 1,061 669

Log-L(b) 675.572 675.572 426.517

Log-L 660.397 660.205 410.562

Chi-squared 30.35 30.673 37.91

1) 독립변수는 <부표 1>의 모형 1, 모형 2, 모형 3의 변수들을 포함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부표 2] 견고성(robustness) 검사결과 
a) 독립변수1): hmulti (무주택/주택1채=0, 주택2채이상=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