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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한국 정부의 요한 부동산 융정책수단으로서 은행 출과 아 트가

격간의 계를 분석하여 부동산정책으로서의 융정책의 유효성에 한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상기간은 199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강남지역과 같이 아 트가격이 등하는 지역은 은행 출을 통한 가격안정

화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 이라는 것이다. 특히 단기 으로는 출억제가 가격안정에 향

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 으로는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다. 강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은행 출이 아 트가격에 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은행 출 억제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비투기지역에만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어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으므

로 은행 출 억제라는 부동산정책 시행에 신 을 기하여야 된다는 이다. 그러나 2003년 

이후를 분석기간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동산담보 출이 강남지역 아 트가격에도 향을 미

쳤다는 은 은행 출 억제가 단기 으로는 모든 지역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로, 아 트가격이 등할 때에는 일부 투기자는 출억제에 따라 주택구입자 을 구

하지 못하여 아 트 구입을 망설이게 되나, 여유 자 을 가지고 있는 일부 투기자는 군 심

리가 작동하여 아 트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정부의 은행 출 억제를 통한 부동산정책은 미국과 같은 부동산 융 기가 한국

에서는 발생하지 않은데 기여하 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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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아 트가격이 2003년 이후 2006년 말까지 등함에 따

라 아 트 가격 동향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미의 심사가 되었다. 정부는 아

트가격을 안정화시키기 하여 주로 조세정책을 사용하 으나 부분 으로는 부동산

담보 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하 다. 2008년 이 까지 10여 년간 다른 

선진국에서도 주거용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하 다. 특히 2008년 하반기에 미국에

서 발생한 부동산 융 기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부

동산가격의 격한 변동은 경제에 악 향을 인식이 리 확산되었다. 부분의 경

제 문가는 미국의 리와 과도한 주택담보 출이 주택가격의 등을 가져왔고, 

버블의 붕괴로 인한 주택 담보가치의 하락이 은행의 부실을 래한 것으로 보고 있

다. 

부동산담보 출은 부동산가격간의 계에 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두 변수

간의 인과 계에 하여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론  에서 부동

산담보 출과 부동산가격은 방향의 인과 계가 가능하다. 더욱이 부동산가격 상

승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자극하여 투자와 소비지출을 

증가시켜 간 으로 출수요를 증가시킨다. 부동산가격 상승은 차입자의 담보가

치 증가로 차입자의 차입능력을 증가시킨다. 이것을 financial accelerator라고 한다

(Bernanke 등, 1999).

Gerlach와 Peng(2005)는 부동산가격 변동은 은행의 자본포지션에 향을 주므로 

부동산가격이 직 으로는 은행 보유 부동산포트폴리오의 가치에 간 으로는 비

수익성 출(non-performing loan)에 향을 미쳐서 은행의 출공 에 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 다. 부동산가격 하락은 변제능력과 가계와 기업 차입자의 상환의지에 

향을 으로써 비수익성 출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은행 출 증가는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킨다. 부동산 공 은 단기 으로 고

정되어 있으므로 은행 출증가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더욱이 풍부한 자 공

은 간 으로 부동산감정평가가격에 향을  수 있다. 왜냐하면 풍부한 자

공 은 투자와 소비지출을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산으로부터의 장래 

흐름에 한 정  기 로 인하여 자산평가가격을 상승시킨다(Borio 등, 1994). 

은행 출과 부동산가격의 동시성은 정책 지향  논문에서 범 하게 다루어졌다

(IMF(2000), BIS(2001), Zhu(2005), IMF 2008). 그러나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해 연구는 최근에 활발하게 되고 있으나 분석 상과 분석기간에 따라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에 한 선행연구로는 Hofmann(20

01, 2003), Gerlach and Peng(2005), Oikarinen(2009), Brissimis and Vlassopoulos(2

009), Park, Bahng and Park(2010), Gimeno와 Martinez-Carrascal(2010) 등이 있다. 

이  Park, Bahng and Park의 연구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를 분석 상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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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 다. 이 연구의 분석기간  2005년 8월에 정부의 아 트담보 출에 한 정

부의 규제가 있었는데 규제 조치 후 분석 상 기간이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분석

기간을 연장하고 설명변수를 추가한 연구가 필요하여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IMF 외환 기 이후 199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를 분석 상기간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요한 부동산 융정

책수단으로서 은행 출과 아 트가격간의 계를 분석하여 부동산정책으로서의 

융정책의 유효성에 한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연구 상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 트를 그 상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

의 주거형태가 아 트 심이므로 아 트가격만을 연구 상으로 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향후 부동산 련정책뿐 아니라 융정책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의 수행에 있

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홍콩에 한 연구를 제외한 부분의 

선행연구가 국가 단 별 연구인 것과는 달리 서울 강남, 강북, 부산, 구, 주 등 

지역별 단 로 분석하 다. 국가단 별 연구는 한 국가내의 주택이 지역 으로 다

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 하지 않는 것은 연구결과에 오류

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 트가격의 변수로 서울 강남, 강북, 구, 부산, 주아 트가격

을 사용하여 은행 출과의 인과 계를 분석하 다. 흔히 경제시계열은 비정상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 이므로 이들 시계열에 하여 단 근 검정을 실시하 다. 

출 액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은행 지역별 총 출 액과 국 주

택담보 출 액을 사용하 다. 아 트 가격변수로는 국민은행이 발표한 강남, 강북, 

구, 부산, 주아 트가격지수를 사용하 다. 이와 같이 지역별 아 트가격을 사

용한 이유는 서울과 지방의 아 트가격 변동 추이가 다르고, 변동성 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지역별로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2-1> 지역별 아 트가격지수 변동추이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분석

상 지역의 아 트는 많은 사람들이 심을 기울이는 주거용 부동산시장이기도 하

다. 일반 으로 부동산가격에는 GDP와 이자율 그리고 건축허가면 , 주택건설공사

비용 등이 향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들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

하기로 한다.

출 액과 아 트가격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한 실질 

출 액과 실질 아 트가격지수를  사용하 다. 이들 시계열자료는 단 근을 가지는 

경우가 부분이므로 일반 인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하면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부분의 경우 이런 문제 때문에 자료를 차분

(difference)하여 회귀분석을 하지만 시계열 자료를 차분하면 자료의 많은 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 트가격과 은행 출 액, GDP를 변수로 한 공

분(cointergration)검정을 하여 거시경제 변수간에 장기  계가 있는지를 보고, 

이들 변수와 함께 부동산시장에서 공 요인에 해당되는 건축허가면 , 주택건축허

가 호수와 주택건축비용을 포함하여 VECM분석을 하여 단기  계를 보았다. 



- 3 -

한 주요 거시경제변수간에 VAR 그랜져 인과 계분석을 한다. 

GDP는 한국은행 자료를 건축허가면 은 통계청, 주택건축비용은 한국건설기술연

구원의 자료를 사용하 다. 

Ⅱ.이론  배경

주택가격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가격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수요와 공 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택수요는 두 가지 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첫째는 주어진 시장에서 

필요한 주택단 의 수 즉 총수요이다. 다른 하나는 주택단 의 크기, 경과연수, 

치, 그리고 매입목 이냐 아니면 임차목 이냐와 같은 주택수요의 구성이다. 주택수

요는 인구와 인구통계  특성, 실질소득과 차입가능성  개인의 취향과 라이 사

이클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 주택공 은 총주택단 공 수와 주택의 질의 두 가

지 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주택공 은 다른 재화와 달리 단기 으로 고정되어 

있다.4) 즉 부분의 수요는 재 존재하는 주택공 에 의해서 응된다. 그러므로 

공 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변동된다.  

주택수요(housing demand)는 소비자인 가계가 일정시 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욕구라고 할 수 있으며 재고수요와 서비스수요로 구분할 수 있다. 실 으로는 주

택시장은 임 시장보다 소유시장이 훨씬 큰 비 을 차지하므로 주택시장에서는 소

유시장의 수요가 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내재  가치에 의해 주택가격이 결정

된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는 주택가격이 재화의 특성이나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주택수요의 결정요인  은행 출 는 주택담보 출의 이용가능성이 주택가격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구입자는 자기 자 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

이 아니라 상당부분은 차입 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 은행 출 증가는 주택 수

요를 증가시킨다. 더욱이 풍부한 자 공 은 간 으로 주택감정평가가격에 향

을  수 있다. 왜냐하면 풍부한 자 공 은 투자와 소비지출을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산으로부터의 장래 흐름에 한 정  기 로 인하여 자산평가

가격을 상승시킨다. 

1.  한국 아 트가격 황 

  

한국 아 트 가격은 1997년 아시아 융시장 기로 경기가 축되고 거래 수요가 

감하면서 1998년에는 크게 하락하 다가 1999년 이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으로 

4) Dennis J. Mckenzie(2006),Essentials of Real Estate Economics, Thomson, 2006, 

pp.206-226. 



- 4 -

80

120

160

200

240

280

19
99

:1

20
00

:1

20
01

:1

20
02

:1

20
03

:1

20
04

:1

20
05

:1

20
06

:1

20
07

:1

20
08

:1

20
09

:1

강남
강북
대구
광주
부산

다시 오르기 시작하여 2001년 상반기부터는 등하 으며 2004년 10월 부동산 안정

화 책 시행에 따라 잠시 안정되기도 하 으나 2005년 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이

어갔다. 그리고 2008년 11월 미국 부동산 융 기의 여 로 을 기록한 후 2009

년 상반기에 강남을 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 다. 그러나 2010년에 들어 와서

는 강남 등 수도권 지역의 아 트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아 트 가격

은 정부의 강력한 가격 안정정책으로 체 으로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 확장, 리, 각종개발호재 등에 따른 불안정 요인도 여 히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 이후의 아 트 가격 변동은 1980년  후반과는 다르게 지역별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은 1999년 1월을 기 시 으로 하여 서울지역 강남과 강북의 아 트

가격 그리고 부산, 구, 주의 지역별 아 트 가격지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 이후에 강남지역의 아 트가격은 다른 지역의 아 트 가격지수와 큰 차이를 

보이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하

여 지역을 구분하여 아 트가격과 은행 출의 상호 계를 분석한다. 특히 서울 강

남 지역은 2005년에 아 트 가격이 등하여 정부가 아 트 가격 안정을 하여 

출규제를 시작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지역이다. <표 2-1>은 우리나라 주요 일간신

문의 “부동산버블”과 “강남부동산버블”을 키워드로 하여 신문의 기사가 어느 정도 

보도되었는지를 한국언론진흥재단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한 것이다. 검색결과 

우리나라 주요 신문은 2002년부터 부동산버블에 련된 보도를 취 하는 빈도가 증

가하다가 2006년도 최고조에 달한 이후 2007년도에 다소 감소하 다가 2008년도에 

다시 증가하 다. 이러한 사실은 2006년도에 강남 아 트 가격에 버블이 있었다는 

것을 간 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지역별 아 트가격지수 변동추이(1986년 1월〜2009년 12월)

자료원: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 5 -

연 도   책 내               용

<표 2-1>  우리나라 앙 일간신문의 부동산버블 련 보도 

키워드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부동산버블  25  12  22  250  222  99  194  769  529 781 515

강남 

부동산버블 
 1  1  3  38  74  12  49  454  272 411 240

자료원: 한국언론진흥재단(www.mediagaon.or.kr)

이러한 사실은 <그림 2-1>의 지역별 아 트가격지수 변동추이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즉, 2002년과 2006년에 강남의 아 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 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주요한 부동산 책을 살펴보면 노무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인 2003년 5월 5.23 책 발표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책

을 내놓았다. 

부동산 책을 내용별로 보면 시장 안정 책이 9차례, 서민 주거복지 책이 3회

으며 부동산경기 진작을 한 책을 발표한 은 없었다. 노무  정부의 여러 

책  특히 요한 것은 2003년 10.29 책과 2005년 8.31 책, 2006년 11.15 책, 

2007년 1.11 책이다. 노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상 시장의 안정이라는 측면

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2007년부터의 부동산경기 침체가 2008년까지 이어지자 노무

정부와는 정반 로 부동산경기 부흥책을 발표하 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에 들어 와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축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기 한 각종 

책을 수립하 다. 우선 주택공 을 확 시키기 하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하여 30년 장기 주택담보 출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매제한 

기간을 완화하 으며, 부동산 세제를 보완하여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을 목 으

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주택신축 매업자

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 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 다. 2009년 들어와서는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특별공제 확 , 신혼부부용 

주택공 ,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방안, 수도권 매제한 완화  재건축규제 합리화방

안, 양도세 주과 상 고가주택 기 상향 등 세제완화 측면을 강화하여 부동산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보다 세부 인 부동산 정책의 내용은 <표 2-3> 우리나라의 주

요 부동산정책에 나타나 있다.

<표 2-3> 우리나라의 주요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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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29 책

 ·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과

 · 종합부동산세 도입

 · 투기지역 LTV 40%로 하향조정

2005년   8.31 책

 · 종부세 과세 상 6억원으로 하향조정

 · 1가구2주택 양도세 과

 ·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 모든 지역의 주택에 한 LTV를 60%에서 40%  

   로 하향조정하고, 투기지역의 6억원이상 아    

   트에 하여 DTI 비율 용하 다.

 · 보험회사와 상호 축은행의 LTV 비율을 70%  

   에서 60%로 하향 조정하 다. 

2006년   11.15 책

 · 공 의 확     · 분양가 인하

 · 수요 리 강화  · 서민 주거 안정

 · 모든 출에 LTV비율 40% 용 

 · 투기지역의 모든 출에 DTI 비율 용 

2007년   6.11 책

 ·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 LTV 10% 상향 조정

 · 국 비투기지역에 모기지 보험 가입시 LTV를  

   LTV 80%에서 최  85%로 확  

 · 2009년 6월말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 취등록세 감면  

2008년   8.21 책 
 · 주택공 기반 강화      · 주택수요 확

 · 신규 주택 거래 활성화  · 건설경기 보완 

2009년

  3.20 책

  6.3  책

  6.11 책

  8.21 책

  9.1  책

  9.19 책

 ·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특별공제 확  

 · 신혼부부용 주택공  

 ·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방안

 · 수도권 매제한 완화  재건축규제 합리화방안

 · 양도세 주과 상 고가주택 기 상향등 세제완화

 · 보 자리 주택건설 확  방안

주)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부동산매거진(2009년 9월)

2. 출시장 황

우리나라의 출시장을 살펴보면 1999년 이 까지는 정한 규모의 출시장의 

발 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1997년의 아시아 융 기 이 까지는 

우리나라 주택자  출시장의 경우 정부에서 정책 으로 산업자 을 우선으로 지

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주택자  출 시장은 상 인 불이익으로 발

이 느렸고 정부의 각종 규제가 산재해 있었다. 이 시기의 주택담보 출은 크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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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국민주택기 에서 제공하는 출이고 다

른 하나는 주택은행에서 제공하는 담보 출이다. 그나마 운 에 필수 인 부분만 

출하는 출제한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주택담보 출 부문에 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가격을 통제

하던 부분이 폐지되어 이자율이 자유화 되었으며 시장에 기반을 둔 주택담보 출 

제도가 부분 으로 되고 있었다. 1996년에는 시 은행에서 출기간이 장기인 모기

지 제도를 도입하 으며 1997년에는 한국주택담보 출 시장의 요한 도 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은행이 민 화 되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융 기까지는 실질

인 의미에서 주택담보 출시장의 성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차 당증권을 풀링하여 증권화하는 2차 당시장인 MBS는 1999년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MBS 제도를 도입하기 해서 한국주택

당채권유동화회사(KoMoKo)를 1999년에 설립하 다. 2차 당시장의 실질 인 시작

은 KoMoKo가 2000년에 처음으로 MBS를 발행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MBS 제도의 정착에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는 MBS 보험제도는 2003년에 가

서야 도입이 되었다. 이러한 2차 당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2004년에는 한국주택

융공사가 설립되었다. 한국주택 융공사의 설립은  MBS를 유동화시키고 시장을 활

성화 시킬 수 있는 실질 인 도 체가 발족했다는 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담보 출 제도에서 핵심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계 출은 역시 

아시아 융 기 이 에는 매우 제한 으로 허용되었고 그나마도 시 은행이 제공

하 다. 따라서 1998년 이 에는 우리나라의 주택구입자가 은행으로부터 주택자

을 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98년의 가계 출

은 26.4%로서 기업 출의 73.6%에 비해서 그 비 이 매우 낮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은행 출  가계 출의 비 은 1999년에는 30.5%로 상승하 고 2000년에 

34.5%, 2001년에는 43.8%, 2006년에는 49.5%로 최고 에 달하 다가, 2007년도에 

45.2%, 2008년에는 42.3%, 2009년도에 42.9%로 다소 하락하 다. 한편 은행의 

가계 출  주택담보 출이 차지하는 비 은 한국은행 통계가 발표된 2003년도 이

후 60%를 약간 과하는 수 을 보여 2003년도에 60.1%, 2008년도에 61.6%, 2009

년도에 64.5%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은행 출제도에서 부동산담보 출이 큰 의미

를 가지게 된 것은 1999년부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9년 이후의 은행 출

자료를 이용하여 아 트가격과 은행 출간의 상호 계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간구분이 명확한지를 검정하기 하여 1999년 이 과 이후의 기간을 나

어서 은행 출 액과 실질 GDP 변수가 실질 아 트가격에 어떠한 향을 주는 지

를 Chow의 breakpoint 테스트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결과 으로 1999년을 기 으

로 은행 출 액과 실질 아 트가격 사이의 계가 변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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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주택담보 출  추이

※자료원: 한국은행 DB(단 : 십억원)

<그림 2-3> 은행 총 출 , 가계 출  추이

※자료원: 한국은행 DB(단 : 십억원)

3. 선행연구 고찰

Gerlach and Peng은 홍콩 27개 은행의 1980년 4분기부터 2001년 4분기까지의 분

기별 패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경제변수와 은행의 자산건 성  수익성과의 계

를 연구하 다. Gerlach와 Peng은 변수들간의 장기 인 계를 분석하기 하여 다

음과 같은 공 분 VAR 모형을 가정하 다. Gerlach and Peng의 실증분석 결과 홍

콩시장에서 나타나는 은행 출과 신용성장 변수의 강한 상 계는 부동산가격 변

수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VECM의 분석결과 부동산 가치가 은

행 출에 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 다. 즉 과도한 은행 출이 홍콩에서 부동산

거품 발생과 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가격 변동과 부실

출 비율의 계는 부동산담보 출 비 이 큰 은행일수록 약화된다고 주장하 다.

Davis and Zhu는 국, 일본 등을 비롯한 17개 선진국의 904개 은행을 상으로 

1989-2002년 사이의 상업용 부동산가격변동과 개별은행의 출변동  경 성과간

의 계를 분석하 다. Davis and Zhu는 은행 출증가율, 부실 출비율, 총자산이익

률 등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으므로 GDP, 소비자물가상승율, 리 등 거시경제변수



- 9 -

와 자본 비율 등 개별은행의 재무상황변수,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가격상승율 등이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VECM 모형과 GARCH(1,1)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실증분석결과 상업용 부동산가격 변동은 은행 출 변동  총자산이익율과 양(+)

의 계를 보 으며 부실 출비율과는 음(-)의 계가 존재함을 검증하 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담보자산의 가치  출의 질 가치가 증가하여 은행 출

이 증가하고 손충당 과 무수익여신이 감소되어 은행의 여신건 성과 수익성이 

개선됨을 의미한다. 한편 부동산가격 하락기에는 출 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넓

은 이자마진폭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가계신용 출이 축소되어 부동산가격과 

은행 경 성과간의 계가 더욱 강화됨을 보 다.

Hofmann은 1980년부터 1998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하여 16개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주거용 부동산가격과 상업용 부동산가격)과 비은행(private non-bank) 출, 

실질GDP  단기실질 리간의 계를 분석하 다. 그의 연구 결과 실질 출은 실

질GDP와 실질부동산가격과 양의 장기  계를 가지고 실질 리와는 음의 장기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 출과 부동산가격은 상호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단기실질 리 상승은 은행 출과 GDP  부동산가격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fmann은 한 1985년부터 2001년까지 20개 선

진국을 상으로 실질은행 출, 실질GDP, 실질주거용부동산가격  실질 융시장

리를 상으로 상호 계를 분석하 다. 그의 분석결과 장기 으로 부동산가격이 은

행 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기 으로는 부동산가격과 은행 출은 

상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h, Mariano and Pavlov는 1990년  아시아 부동산가격 상승과 폭락에 하여 

연구하 다. 그의 분석 결과 융기 이 부동산투자자에게 낮은 리로 만기에 

출  상환 신에 담보부동산을 양도하면 소구가 불가능한 당 출을 한 것이 아

시아 지역 부동산가격 상승과 폭락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Koh, Mariano and Pavlov는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폭락 상은 태국, 말 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등에서 강하게 일어났고 반면에 부동산담보 출에 하여 정부규제가 

강했던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격심한 부동산시장 붕괴가 비교  약하게 나

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Tse는 1984년부터 1994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홍콩 주택가격과 부동산 당

권 출과의 계를 실증분석 하 다. 단 근 검정과 그랜져인과 계검정 결과 홍콩

주택가격은 리상한과 환율제도에 상 없이 부동산 당권 출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당권 출 액은 주택가격 상승보다는 느리게 

증가하 다. Tse는 모기지 신용의 과잉공 은 은행의 정책에 따르는 경우가 부분

이고 주택의 수요는 이러한 모기지의 제약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Collyns and Senhadji는 동아시아 국가의 출 증과 자산가격사이클  융

기간의 계를 연구하 다. 이 연구는 1990년  동아시아 국가의 자산가격사이클에 

한 실증분석에 을 맞추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1990년 의 반기 6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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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격 상승과 그 후의 융 기는 융시장의 불완 성, 부 한 규제, 부동산

시장 마찰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 다. 

Arpa 등(2001)의 오스트리아 융기 을 상으로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실증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동산가격 상승이 주택담보 출을 증가시키고 충당  

립  수익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가격 상승은 당권담

보 출에 한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Arpa 등의 연구결과 순이자율 이익의 

증가는 실질 GDP 성장률이나 이자율의 성장과는 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 다. 

결론 으로 주요거시경제변수들 즉, 이자율,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은 오

스트리아 은행의 재무  안정성이나 이익률, 수익률의 측면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

다는 것이다.

Boris 등(1994)은 1970-1992년의 기간동안 선진국을 상으로 은행 출과 부동산 

가격의 계를 분석하 다. Boris 등의 연구결과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출 의 변

동성과 유의 인 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1980년 와 1990년  반

의 높은 출증가율이 자산가격의 등락을 래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 한 재

무시장에 큰 향을 미친 은행신용의 확장은 자산가격의 상승이나 변동성에도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eef and Haas는 주택가격과 담보 출간의 련성을 실증분석하기 하여 네덜

란드 주택시장과 주택담보 출시장에 한 실증분석을 하 다. Greef와 Haas에 따

르면 주택가격은 추정기간동안에 은행 출기 이 변함으로써 가처분소득, 주택담보

출이자율, 주가 등의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택 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즉, 주택담보 출은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erring and Watcher는 부동산 순환주기와 은행주기는 독립 으로 일어나지만 

다양한 형태의 제도 인 정에 의해 상호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Herring 

and Watcher는 부동산 순환주기와 은행주기 사이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선행

해야할 연구는 부동산가격 결정 매커니즘과 은행시스템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부동산가격상승은 부동산 소유은행들에게 은행자본의 경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이는 부동산 담보 출의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서 부동산 출의 

험을 하락시킨다는 것이다.

Park, Bahng and Park는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은행 출간의 상 계를 분석

하면서, 소득 비 주택가격과 임 료 비 주택가격을 보았을 때 서울 강남의 가격

등은 버블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 다. 이들은 공 분 VAR model 과 VECM 

model 을 사용하여 장기균형 계와 단기균형 계를 검정하 으며 주택시장을 강

남을 심으로 한 과열시장과 냉각시장으로 구분하여 연구하 고 결과 으로 강남

지역의 버블가능성과 함께 단기 으로 출규제는 규제 상인 강남지역의 아 트가

격에는 별다른 향을 주지 못하고 규제 상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아 트가격의 붕

괴를 가져왔으며 한 은행들은 출기 을 강남지역 아 트가격의 변화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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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도 함께 용하 다고 주장하 다.

Oikarinen은 핀랜드의 주택가격과 은행 출간의 인과 계를 연구하기 하여 

1975년부터 2006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 다. Oikarinen은 

1980년  후반에 있었던 핀랜드 융자유화 이 과 이후를 구분하여 분석하 으며 

실증분석결과 주택가격과 은행 출 간에는 강한 양방향의 인과 계 즉, 두 거시경

제 변수가 서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Oikarinen은 주택가격

의 등이 은행 출 증가에 매우 강한 향을 주지만 은행 출과 주가는 서로 향

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 다. 

Gimeno and Martinez-Carrascal은 스페인에서 1984년 1분기부터 2009년 1분기까

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주택구입자 과 주택가격의 재 상황과 두 가지 변수간의 

계를 분석하 다. 이 연구는 균형수 으로부터 이 두 변수와 편차를 확인하기 

하여 VECM을 사용하 다. 분석결과 두 변수는 장기 으로 상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Brissimis and Vlassopoulos은 그리스에서 1993년 4분기부터 2005년 2분기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모기지 융과 주택가격간의 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장기

으로 주택가격은 약외생성을 보여 주택가격이 모기지 출의 불균형에 반응을 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기지 출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기분석에서는 모기지 출과  주택가격은 상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Liang and Cao은 1991년 1분기부터 2006년 2분기까지 국 부동산가격과 은행

출간의 계를 연구하 다.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를 이용하여 GDP

와 리를 고려한 분석을 하 는데, 은행 출이 부동산가격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박형근과 이상진(2006)은 1987년부터 2005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부동산가

격변동과 은행경 성과간의 계를 국내 일반은행의 개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 다. 분석결과 국내에서도 부동산가격 변동은 은행의 경 성과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상승율이 확 될 경우 은행의 출  증가율이 

확 되고 자산건 성  수익성 등 경 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명수와 여운헌(2007)은 한국 자본시장을 상으로 부동산가격변동이 은행의 

출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남명수와 여운헌은 1999년부터 2006

년 12월까지 국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은행을 상으로 표본기업이 공시한 

CAMEL 자료  거시경제지표를 기 로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설정하 다. 실증분

석결과 부동산가격이 은행 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Ⅲ.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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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의 설명 자료원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가격과 은행 출간의 상호 인과 계를 분석하기 하여 아

트가격지수, 은행 출 액, 주택담보 출 액, GDP, 건축허가면 , 주택건축허가 호

수, 주택건설공사비지수, 이자율 등을 분석 상 변수로 선정하 다. 일반 으로 경

제시계열은 비정상성을 보이는 경우가 부분이므로 원시계열자료가 비정상성 여부

를 확인하기 해 분석 상으로 선정된 시계열에 하여 단 근 검정을 실시하

다. 

부동산 출 액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은행 총 출 액을 사용하 다. 

은행의 총 출 액을 부동산 출 액의 용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가계 출 는 

주택담보 출은 지역별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건설회사에 한 출은 기업

출로서 아 트 가격에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 출 통계는 2

003년 12월부터 얻을 수 있어서 자료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어 은행 출을 이용한 

실증분석에 한 robustness를 검토하기 한 자료로 사용하 다. 부동산가격변수로 

국민은행이 발표한 강남, 강북, 구, 부산, 주아 트가격지수를 사용하 다. 이러

한 지역별 아 트 가격지수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서울과 지방의 아 트 가

격 변동방향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로 은행 출과 아 트가격의 상호작용이 다를 수 

있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2-1> 지역별 아 트가격지수 

변동추이를 보면 강남의 아 트가격은 분석기간  일부기간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반면에 지방은 아 트가격의 변동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은행 출 액 변수, 부동산가격 변수와 함께 거시

경제변수인 GDP, 이자율 변수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변

수를 사용하 다. 그리고 아 트 가격에 향을  수 있는 공 변수로 국토해양부

가 발표한 건축허가 면 과 주택건축허가 호수  주택건설기술연구원의 주택건설

공사비지수를 사용하 다.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아 트가격지수, 은행 출 액, GDP, 이자율 등 

거시경제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한 실질(real) 자료를 사용하 다. 일반 으

로 시계열자료는 단 근을 가지는 불안정 시게열인 경우가 부분이므로 통상의 최

소자승회귀를 사용하면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부분의 경우 가성회귀의 문제 때문에 자료를 차분(difference)하여 회귀분석을 하지

만 시계열 자료를 차분하면 시계열 자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 분(cointergration)검정을 하여 거시경제 변수간에 장기  계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한 이들 변수간의 인과 계를 분석하기 하여 VAR 그랜

져인과 계 검정을 한다. <표 3-1>에 보다 상세한 변수의 정의가 나타나 있다.

<표 3-1> 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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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측치  평균  앙값 최 값 최소값 표 편차 

Panel A. 강남

아 트가격 132 5.16 5.24 5.54 4.60 0.30 

은행 출 132 5.34 5.40 5.80 4.59 0.32 

건축허가 면 132 6.97 6.95 9.00 5.44 0.53 

주택건축허가 호수 132 10.36 8.36 7.55 7.27 6.44 

Panel B. 강북

아 트가격 132 4.88 4.88 5.14 4.60 0.16

은행 출 132 5.34 5.40 5.80 4.59 0.32

건축허가 면  132 6.97 6.95 9.00 5.44 0.53

주택건축허가 호수 132 10.36 8.36 7.55 7.27 6.44 

Panel C. 구

아 트가격 132 4.81 4.85 4.94 4.60 0.09

은행 출 132 5.14 5.21 5.49 4.60 0.27

아 트가격지수
강남, 강북, 구, 주, 부산의

실질 아 트 가격지수
국민은행 DB

은행 출 액
서울, 구, 주, 부산의

지역별 은행 출 액
한국은행 DB

주택담보 출 액 국의 주택담보 출 액 한국은행 DB

GDP 국내총생산 한국은행 DB

건축허가면
서울, 구, 주, 부산의

지역별 건축허가 면
국토해양부 DB

주택건축허가 호수
서울, 구, 주, 부산의

지역별 주택건축허가 호수
국토해양부 DB

주택건설공사비지수

주택건설공사비지수 주택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직 공사비

기 으로 작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비자물가지수
서울, 구, 주, 부산의

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 DB

이자율 가 평균 출 리 한국은행 DB

모든 자료는 1999:1을 기 으로 조정하 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총 측치의 수는 132이고 리와 KOSPI수익률을 

제외한 변수는 자연로그 환 후 사용하 다. 사용한 변수의 기술 통계량은 <표 

3-2>에 요약되어 있다. 

<표 3-2> 변수의 기 통계량(1999:01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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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면  132 6.04 6.11 7.34 3.97 0.62

주택건축허가 호수 132 9.14 5.87 3.71 3.22 1.95 

Panel D. 주

아 트가격 132 4.55 4.56 4.62 4.48 0.03

은행 출 132 5.30 5.37 5.69 4.60 0.30

건축허가 면  132 5.45 5.60 7.54 2.99 0.66

주택건축허가 호수 132 0.57 0.99 1.21 1.41 1.58 

Panel E. 부산

아 트가격 132 4.78 4.79 4.93 4.60 0.08

은행 출 132 5.37 5.49 5.78 4.60 0.35

건축허가 면  132 6.15 6.16 7.92 3.78 0.62

주택건축허가 호수 132 11.91 10.88 9.38 9.30 9.18 

Panel F. 기타

이자율(%) 132 3.98 3.42 11.36 0.94 1.94

주택건설공사비지수 120 4.40 4.40 4.55 4.30 0.06

주택담보 출 75 4.68 4.75 4.85 4.46 0.11

실질 GDP 132 4.98 5.02 5.26 4.51 0.19

이자율과 KOSPI 수익률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자연로그를 취하여 계산하 으며 1999년 

1월을 100으로 조정하 다.

2. 연구모형

1. 공 분 검정

모든 변수가 I(1)의 단 근을 가지고 있다면 1차 차분변수는 I(0)의 안정  시계열

로 변모하게 된다. 그러나 차분 안정화된 변수들로서 통상의 알려진 계량경제학 방

법(회귀분석 등)을 수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계열을 차

분하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시계열 고유의 특성에 한 정보가 유실되어, 차분변수

끼리의 선형  비선형 계는 장기  균형 계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 분(cointegration) 이론에 의하면 I(1)변수들 간의 장기  균형 계를 

분석할 수 있다. 공 분에 련된 이론은 Engle & Granger(1987)에 의해 처음 제시

되었는데, 단 근을 가져 불안정한 특정 시계열들의 선형결합이 단 근을 갖지 않

는 안정성을 보인다면, 이들 시계열은“공 분 계에 있다”고 정의된다. 공 분 

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선형결합에서“공 분 계수”가 얻어진다.

결국, 공 분 이론은 불안정한 시계열들끼리 차분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하지 않

고서도 안정 인 균형 계를 가질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계량경제학의 이론과 응용

에 커다란 환 을 마련하 다. 공 분 계가 인정되는 경우 “ 통 인 회귀분석

을 용할 수 있다.”는 논리  근거가 마련되며, 차분을 통한 정보유실 방지  거

시경제변수들이 단 근을 가짐으로써 발생되는 어려움이 극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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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분 계의 유무를 단하는 공 분 검정에는 Kremer, Ericsson, Dolado(1992)

의 오류수정모형(Error-Correction Model), Engle & Yoo(1987)의 ADF(Augmented 

Dickey Fuller) 검정, Engle & Granger(1987)의 2단계 OLS 그리고 Johansen(1991,1

995)의 Johansen검정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 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는 Johansen 검정을 용하기로 한다.

2. VECM 모형

두 변수가 단 근을 가질 때 각각의 불안정 인 시계열을 차분을 통하여 안정

인 시계열로 만든 후 회귀분석하면 불안정 시계열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문제를 회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변수 사이에 공 분 계가 있는 경우 차분 변수를 사용

하면 두 변수 사이의 장기 인 계에 한 정보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경우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해 장기  균형 계에 한 정보와 단기  움직임을 동시에 

악할 수 있다.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의 기본 인 개념은 

한 시 에서 볼 때 재의 시 은 장기균형 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장

기균형 으로부터의 이탈의 일부가 조정되어 재 시 에 반 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단기 인 계만 나타내는 1차 차분모형과는 다르게 단

기균형뿐만 아니라 장기균형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성  회귀(spurious 

regression)를 가지지 않으므로 매우 유용한 추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벡터오차

수정모형의 특징은 수 변수(level)와 차분변수를 동시에 회귀방정식 내에 포함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일반 으로 종속변수는 안정 인 1차 차분변수인데 불안정  수

변수들은 장기균형 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단기 인 조정과정을 표하

기 하여 차분변수가 추가 으로 사용된다. 이때 오차수정모형에 수 변수가 포함

되는 것은 공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로 하는데 이 경우 요한 사실은 수 변

수들이 개별 으로는 I(1) 즉 1차 차분 후 안정 이라도 이들이 선형결합은 I(0) 이

므로 벡터오차수정모형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가 I(0)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다. 즉 분석되는 모든 변수가 안정 이므로 가성  회귀의 문제 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Engle and Granger(1987)는 이와 같은 오차수정모형의 안정성

이 공 분의 개념을 이용한 Granger Representation Theorem에 의해 이론 으로 

뒷받침됨을 증명한 바 있다.

만약, 두 시계열 {Xt} 와 {Yt} 사이에 공 분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 으

로 다음과 같은 차분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  
 



 ∆    
∆   

 



 ∆  
 



 ∆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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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e and Granger(1987)에 의하면 두 시계열 {Xt} 와 {Yt} 가 1차 분 시계열

이고 공 분 계가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error-correction model(ECM) 을 추정

할 수 있다.

∆  
  



∆  
 



∆ ∅   단     
∆  

  



∆  
 



∆ ∅     단      

     식(2)

  (i=1,2) 는 오차수정계수이며 변수사이의 장기 인 균형 계를 나타낸다. 

  는 공 분 방정식의 잔차로서 계산할 수 있다.

∅과 ∅는 조정계수이다. 즉,   의 조정계수 ∅는 Y에 한 X의 장기탄력성을 

나타낸다. 한   의 조정계수 ∅는 X에 한 Y의 장기탄력성을 나타낸다. 한 

본 연구에서는 Toda and Phillips(1994)의 방법론에 따라 귀무가설, 단기 인 인과

성이 시계열벡터에 존재하는지의 유무를 Wald χ2 
통계량으로 검증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  실질은행 출을 종속변수로 하고, 실질은행 출 4기 그값  실

질 아 트가격, 실질 GDP, 이자율, 건축허가면 , 주택건설공사지수의 t기  4기 그

값과 t-1기 공 분백터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실질주택가격을 종속변

수로 하고, 실질아 트가격 4기 그값   실질은행 출, 실질 GDP, 이자율, 건축허가

면 , 주택건설공사지수의 t기  4기 그값과 t-1기 공 분백터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

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  ∅   
단       
∆  

  



∆  
 



∆ 
 



∆   ∅    
단      

              식(3)

∆ : 은행 출.

∆ : 아 트가격

∆ : 공변량벡터(GDP, 이자율, 건축허가면 , 주택건설공사지수)

  : 공 분벡터

이와함께 최소자승법의 표 오차는 오차항이 이분산성과 자기상 을 가지면 정확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식(7)을 추정하여 표 오차를 계산할 때 오차항의 이분

산성과 자기상 을 통제할 수 있는 Newey-West방법(Newey-West 1987)을 사용하

다.

3. VAR Granger Causality 모형

입반 으로 벡터자기회귀모형(VAR모형)은 회귀분석모형과 시계열분석모형이 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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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나타나는 형태이다. 외생변수가 2개이고 I(0)를 따르는 VAR모형의 일반 인 식은 다

음과 같다.

  
  



  
  



  

  
  



  
  



  

                                식(8)

 식에서 는 stochastic error term으로서 충격(impulses 는 innovation)이다. 

이러한 추정 계수들을 이용하여 VAR모형은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 인 분석방법이다. 그리고 VAR모형은 n개의 선형

회귀방정식으로 구성되는데 각 방정식은 각 변수들의 재 측치를 종속변수로 하

고 자신과 여타 변수들의 과거 측치들을 설명변수로 설정한다. 결국, VAR모형은 

모형내의 모든 변수의 재 측치를 내생변수로 그리고 모든 시차변수들을 설명변

수로 간주하는 모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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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9)

  이러한 시차분포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범 는 매우 다양한데 그  

인과 계에 한 검증을 VAR 모형에 용하여 경제 인 해석을 하는 방법을 VAR 

Granger Causality 분석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모형에서 어느 것이 원인변수이고 어느 것이 결과변수인

지의 문제를 경제이론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주어진 시게열자료를 

이용하여 변수 상호간의 인과 계를 분석하기 하여 VAR Granger Causality를 사용

한다.

Ⅳ. 실증분석

1. 단 근 검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자연 수값을 실증분석자료로 사용하 으며 ADF 단

근 검정결과는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표 <4-1>에서 강남, 강북, 구, 주, 

부산의 실질 아 트가격 변수  은행 출 변수와 주택건설공사비지수는 모두 단

근을 가지는 불안정 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건축허가 면  변수는 

안정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상했던 것처럼 이자율 변수와 주가지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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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수 변수 1차 차분 분 차수

Panel A. 강남

아 트가격 -1.31 (T) -5.68 (C)** I(1)

은행 출 -2.19 (T) -11.04 (C)** I(1)

건축허가면 -5.64 (C)** I(0)

주택건축허가 호수 -9.45 (C)** I(0)

Panel B. 강북

아 트가격 -2.00 (T) -5.98 (C)** I(1)

은행 출 -2.19 (T) -11.04 (C)** I(1)

건축허가면  -5.64 (C)** I(0)

주택건축허가 호수 -9.45 (C)** I(0)

Panel C. 구

아 트가격 -0.60 (T) -6.09 (C)** I(1)

은행 출 -0.41 (T) -9.84 (C)** I(1)

건축허가면  -7.62 (C)** I(0)

주택건축허가 호수 -10.61 (C)** I(0)

Panel D. 주

아 트가격 -1.58 (T) -7.23 (C)** I(1)

은행 출 -2.05 (T) -4.25 (C)** I(1)

건축허가면  -8.91 (C)** I(0)

주택건축허가 호수 -9.53 (C)** I(0)

Panel E. 부산

아 트가격 -1.61 (T) -6.11 (C)** I(1)

은행 출 -0.81 (T) -7.99 (C)** I(1)

건축허가면  -8.31 (C)** I(0)

주택건축허가 호수 -6.88 (C)** I(0)

Panel F. 기타

이자율(%) -3.57 (C)** I(0)

주택건설공사비지수 -3.44 (T) -5.19 (C)** I(1)

주택담보 출 -1.75 (T) -5.23 (C)** I(1)

GDP -2.41 (T) -3.82 (C)* I(1)

익률 변수는 수 벨에서 안정시계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실질 GDP변수

는 불안정 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도 실질 GDP는 안정시계열인 

경우도 있고 불안정시계열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표 <4-1>

에서 보는 것처럼 불안정 시계열도 1차 차분을 한 경우는 모두 차분 안정 시계열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 분 검정에서는 불안정 시계열을 사용

하고 VECM 검정에서는 공 분 벡터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차분 안정시계열을 사

용하기로 한다. 

<표 4-1> 단 근 검정결과(1999:01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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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A : 강남 　 　 　

β α 　 Trace test

아 트가격 1.00 -0.014 [0.004]** 귀무가설 r=0 r≤1

* 유의수  5% 수 에서 유의, ** 유의수  1% 수 에서 유의.

2. 공 분 검정결과

공 분 검정의 결과는 표<4-2>에 요약되어 있다. 먼  Trace test 통계량을 살펴

보면 지역에서 공 분백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공

분백터가 하나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서 실질아

트가격, 은행 출, 실질 GDP 사이에는 통계 으로 의미가 있는 공 분 계가 존

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 분 변수간 장기  계를 보기 해서 실질 아 트가격을 1로 표

화한 후 베타계수값을 제시하 다. 패  A에서 강남의 경우 은행 출 변수의 회귀

계수가 3.11로 나타나서 강남의 아 트가격이 1% 증가하면 은행 출이 3.11%씩 감

소하고 실질 GDP는 6.1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의 아 트가격과 은행

출이 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Park, Bahng and Park (2010)의 선행연구

에서 강남아 트가격이 증가하면 은행 출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 것과는 다

른 것이다. 이것은 선행연구의 분석기간은 2006년 12월까지 는데 분석기간을 2009

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 는데, 그 기간  은행 출은 완만하게 증가된 반면 아

트가격이 하락추세를 보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패  B를 살펴보면 강북의 

아 트가격이 1% 증가하면 은행 출이 1.53%씩 증가하고 반면에 실질 GDP는 

1.21%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  C를 살펴보면 구의 아 트가격이 1% 

증가하면 은행 출이 7.43%씩 증가하고 반면에 실질 GDP는 9.29%씩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패  D를 살펴보면 주의 아 트가격이 1% 증가하면 은행 출이 

0.78%씩 증가하고 반면에 실질 GDP는 0.72%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패  E

를 살펴보면 부산의 아 트가격이 1% 증가하면 은행 출이 8.21%씩 증가하고 반면

에 실질 GDP는 12.37%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 으로 본다면 강남아

트가격은 다른 지역 아 트가격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기균형으로 회귀하려는 조정속도인   계수의 움직임을 보면 주의 실질아

트가격과 부산의 실질GDP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 인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부분 지역에서 이들 변수가 불균형상태에서 빠르게 조정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주의 아 트가격은 약왜생 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석기간  주 

아 트가격은 주지역 은행 출이 지속 으로 증가한 것에 반하여 거의 변동이 없

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 공 분 검정결과(1999:01-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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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출 3.11** -0.016 [0.004]** t 값 43.25 14.96

실질 GDP -6.13** 0.016 [0.006]** p 값 0.001 0.059

Panel B : 강북 　 　

β α Trace test

아 트가격 1.00 0.019 [0.009]** 귀무가설 r=0 r≤1

은행 출 -1.53** 0.079 [0.015]** t 값 54.85 25.06

실질 GDP  1.21** -0.047 [0.022]** p 값 0.002 0.062

Panel C : 구 　 　 　 　 　

β α 　 Trace test

아 트가격 1.00 0.004 [0.001]** 귀무가설 r=0 r≤1

은행 출 -7.43** 0.007 [0.002]** t 값 31.45 9.55

실질 GDP 9.29** -0.011 [0.005]* p 값 0.031 0.316

Panel D : 주 　 　 　 　 　

β α 　 Trace test

아 트가격 1.00 -0.004 [0.011] 귀무가설 r=0 r≤1

은행 출 -0.78** 0.134 [0.029]** t 값 48.37 21.44

실질 GDP 0.72** -0.019 [0.039] p 값 0.013 0.161

Panel E : 부산 　 　 　

β α 　 　 Trace test

아 트가격 1.00 0.003 [0.001]** 귀무가설 r=0 r≤1

은행 출 -8.21** 0.008 [0.001]** t 값 44.15 11.89

 GDP 12.37** -0.005 [0.003] p 값 0.000 0.161
* 유의수  5% 수 에서 유의, ** 유의수  1% 수 에서 유의.

귀무가설: 공 분벡터의 수가 r개이다. [ ]안의 수치는 α의 표 오차.

3. VECM 검정 결과

(1) 은행 출을 종속변수로 한 VECM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VECM을 분석하기 한 사 작업으로 개별변수가 가지는 설명력

을 먼  분석하 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채택한 VECM을 분석하기 해서는 통

계 으로 유의 인 종속변수의 시차 변수를 축차 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

기 때문이다. 개별변수가 가지는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

다. 

<표 4-3>에서 먼  실질 강남아 트 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은행 출이 24.3%, 기의 실질 아 트 가격이 26.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 GDP는 1.8%, 이자율은 2.3%, 주택건설공사비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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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축허가면 은 4.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강남의 아

트가격은 은행 출과 자신의 AR 값의 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강북은 은행

출이 24.8%, 기의 실질 아 트가격이 33.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변

수의 향은 강남의 경우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실질 GDP의 설명

력이 9.8%로서 상 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와 부산도 구와 유사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아 트가격이 비교  높은 강남이나 

강북이 은행 출보다 기의 아 트가격이 당기의 아 트 가격에 더 많는 향을 

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아 트가격이 상 으로 낮은 지방은 은행 출의 향이 

체로 높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은 은행 출이 아 트가격에 인 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출을 종속변수로 한 VECM의 결과는 <표 4-4>에 나타나 있다. <표 4-4>

에 제시된 결과는 먼  모든 독립변수의 t-4기까지의 VECM 분석 후 통계 으로 

유의 이지 않은 변수를 축차 으로 제거하여 통계 으로 유의 인 변수만에 의한 

결과를 제시하 다. 먼  강남의 VECM 결과를 보면 t기의 은행 출은 t-3기의 은

행 출이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아 트가

격은 t-1기에서 은행 출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t-1기에 아 트가격이 10% 증가하면 은행 출이 

2.48%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즉 아 트가격 변동이 은행 출에 향을 미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주택건설공사비지수는 t기에서 향을 미치고 이자율은 t-1기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 로 기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택수요자가 차입을 하게 되어 은행 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강북의 VECM 결과를 보면 t기 은행 출은 t-2기 은행 출로부터 통계 으로 유

의 인 양(+)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아 트가격은  t기에서 은행 출

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기에 아 트가

격이 10% 증가하면 은행 출이 4.68%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허가 면  

변수의 경우도 은행 출에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그 효과는 매우 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의 VECM 결과를 보면 t기 은행 출은  t-3기 은행 출로부터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실질 GDP의 경우는 t-1기

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질아 트가격은 t

기에서 은행 출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기에 아 트가격이 10% 증가하면 은행 출이 6.01%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자율은 t-1기와 t-2기에서 통계 으로 유의 인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상 로  기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택 수요자가 차입을 결정하게 

되어 은행 출이 증가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 VECM 결과를 보면 t기의 은행 출은 t-3기 은행 출로부터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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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ESS 개별변수설명력

Panel A : 강남

은행 출 0.0076 0.2427 

GDP 0.0006 0.0189 

아 트가격( 기) 0.0082 0.2613 

이자율 0.0007 0.0228 

주택건설공사비지수 0.0005 0.0170 

건축허가면 0.0013 0.0412 

TSS 0.0313 

설명력 0.6039 

Panel B : 강북

은행 출 0.0041 0.2485 

GDP 0.0010 0.0616 

아 트가격( 기) 0.0056 0.3370 

이자율 0.0005 0.0276 

주택건설공사비지수 0.0002 0.0128 

건축허가면 0.0007 0.0450 

TSS 0.0166 

설명력 0.7324 

Panel C : 구

유의 인 양(+)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실질 GDP는 t-2기에서 통

계 으로 유의 인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질아 트가격은 t기에

서 은행 출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은 t-1기에서 통계 으로 유의 인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

남이나 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의 공 분벡터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 이고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된 로 과 은행 출

이 존재하는 경우 t+1기에 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일어난다는 의미이고 

한 은행 출, 실질 아 트가격, 실질 GDP 사이에 장기 인 균형을 유지하기 한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산의 VECM 분석결과를 보면 t기의 은행 출은 t-1기 은행 출로부터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질 GDP는 은행

출에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질아 트가격

은 t기에서 은행 출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은 t-1기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 구, 주와 유사한 결과이다. 부산의 공 분벡터 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

인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아 트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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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강북 구 주 부산

은행 출(t-1)
0.201

(2.692)***

은행 출(t-2)
0.243

(3.166)***

은행 출(t-3)
0.209 0.365 0.455

(2.957)
***

(3.945)
***

(3.178)
***

GDP (t-1)
-0.148

(-2.162)**

GDP (t-2)
-0.148

(-2.260)**

아 트가격(t) 0.468 0.601 0.654 0.731

은행 출 0.0033 0.3266 

GDP 0.0010 0.0981 

아 트가격( 기) 0.0022 0.2174 

이자율 0.0003 0.0271 

주택건설공사비지수 0.0001 0.0132 

건축허가면 0.0004 0.0410 

TSS 0.0101 

설명력 0.7234 

Panel D : 주

은행 출 0.0012 0.2894 

GDP 0.0002 0.0440 

아 트가격( 기) 0.0006 0.1479 

이자율 0.0003 0.0666 

주택건설공사비지수 0.0002 0.0476 

건축허가면 0.0001 0.0266 

TSS 0.0043 

설명력 0.6220 

Panel E : 부산

은행 출 0.0034 0.4945 

GDP 0.0001 0.0151 

아 트가격( 기) 0.0009 0.1260 

이자율 0.0001 0.0129 

주택건설공사비지수 0.0001 0.0142 

건축허가면 0.0001 0.0082 

TSS 0.0069 

설명력 　 0.6708 

<표 4-4> 은행 출을 종속변수로 한 VECM 분석결과(1999:01-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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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7.264)*** (2.719)** (5.193)***

아 트가격(t-1)
0.248

(3.945)***

건축허가(t-1)
0.0006

(3.973)***

주택건설공사비(t)
0.451

(1.745)*

이자율(t-1)
-0.007 -0.004 -0.009 -0.017

(-3.087)*** (-3.476)*** (-3.917)*** (-5.032)***

이자율(t-2) -0.005

(-3.047)
***

공 분 벡터(t-1)
-0.058 -0.024

(-2.048)** (-3.058)***

상수항
0.004 0.004 0.006

(3.036)
***

(3.377)
***

(6.833)
***

adjusted R-squared 0.171 0.171 0.448 0.313 0.605
* 유의수  10% 수 에서 유의, ** 유의수  5% 수 에서 유의, *** 유의수  1% 수 에서 유의.

( )안의 수치는 Newey-West HAC Consistent Covariances 방법으로 계산한 표 오차로 구한 t 값.

(2) 실질아 트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VECM의 분석결과

실질아 트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VECM의 결과는 <표 4-5>에 나타나 있다. <표 

4-5>에 제시된 결과는 은행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의 

t-4기까지의 VECM 분석 후 통계 으로 유의 이지 않은 변수를 축차 으로 제거

하여 통계 으로 유의 인 변수만의  결과를 제시하 다.

강남의 VECM 결과를 보면 t기의 실질아 트가격은 t-1기와 t-2기의  실질아

트가격으로부터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

출과 실질 GDP는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 트가격은 은행 출과 GDP의 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건축허가

면 은 t-2기와 t-3기, 주택건설공사비지수는 t-2기에서 실질아 트가격에 통계 으

로 유의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공 분벡터 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 이고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는 은행 출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와 같이 t기에 실질아 트가격이 많이 상승

하는 경우 t+1기에 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일어난다는 의미이고 한 실

질 아 트가격, 은행 출, 실질 GDP 사이에 장기 인 균형을 유지하기 한 조정으

로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분석에서 강남지역의 아 트가격이 은행 출과 반 방향으로 변동되고, 단기

분석에서는 강남지역 아 트가격이 은행 출의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은 첫째, 과열시장에서 투자자의 herd behavior이 있었고, 강남지역 아 트 구입자

는 자기 여유자 으로 구입하는 자가 많아서 은행 출이 아 트가격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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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강남 강북 구 주 부산

은행 출(t)
0.227 0.251 0.127 0.341

(7.296)*** (5.158)*** (5.865)*** (5.510)***

GDP(t)
0.035

(3.210)***

GDP(t-1)
-0.037

(-2.828)
***

GDP(t-3)
-0.036

(-2.770)
***

아 트가격(t-1)
0.636 0.826 0.577 0.424 0.446

(12.149)*** (7.497)*** (6.973)*** (5.469)*** (5.231)***

아 트가격(t-2)
-0.293

(-3.514)***

아 트가격(t-3)
-0.215 -0.131

(-3.724)*** (-1.706)*

강북의 VECM 결과를 보면 은행 출은 t기에서 실질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

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기의 실질아 트은 t-1기와 t-2기 

실질아 트가격으로부터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받지만 t-1기와 t-2기의 회귀

계수 부호가 반 이므로 t-1기의 양(+)의 향을 t-2기에서 부분 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GDP, 건축허가 면 은 실질아 트가격에 향을 주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은  t기에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은행 출은 t기에서 실질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질 GDP의 는 통계 으로 유

의 인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기 실질아 트가격은 t-1기와 t-3

기에서 실질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주지만 강북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t-1기에서 양(+)의 향이 t-3기에서 부분 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건축허가 면  한 t기와 t-4기에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실질아 트가격

에 주고 있지만 t기의 향이 t-4기에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분벡터 변

수의 경우도 통계 으로 유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VECM 결과를 보면 은행 출은 t기에서 실질 GDP는 t기와 t-1기에서 통

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실질아 트가격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t기 

실질아 트가격은 t-1기 아 트가격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VECM 결과를 보면 은행 출은 t기에서 실질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

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질 GDP는 t-3기에 통계 인 향

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t기의 실질아 트가격은 t-1기 아 트가격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공사비는  t기에서 통계 으로 유의 인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실질아 트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VECM 분석결과(1999:01-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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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t)
0.219 -0.002

(2.009)
** (-3.139)***

건축허가(t-3)
-0.257

(-2.477)**

건축허가(t-4)
0.002

(2.865)
***

주택건설공사비(t)
-0.104

(1.985)
**

주택건설공사비(t-2)
0.0005 -0.185

(2.826)
** (-3.187)***

이자율(t)
0.003

(2.239)
**

이자율(t-3)

공 분 벡터(t-1)
-0.009 0.003

(-2.337)** (1.936)*

상수항
-0.001 -0.001

(-3.329)*** (-2.364)**

adjusted R-squared 0.466 0.617 0.623 0.339 0.554
* 유의수  10% 수 에서 유의, ** 유의수  5% 수 에서 유의, *** 유의수  1% 수 에서 유의.

( )안의 수치는 Newey-West HAC Consistent Covariances 방법으로 계산한 표 오차로 구한 t 값.

(3) 실질아 트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하 기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실질아 트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VECM의 결과를 robustness를 

체크하는 목 과 함께 <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요 부동

산정책 가운데 매우 요한 분기 이 될 수 있는 향을 미친 2005년 8월의 8.31 

부동산 책을 심으로 두 개의 하 기간으로 나 어서 기간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실증분석하 다. 하 기간 1은 1999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이며 하 기간 2는 

2005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기간을 구분하 으며 각각의 결과는 <표 4-6>

와 <표 4-7>에 나타나 있다. 체기간을 상으로 한 경우와 조 의 차이는 있지

만 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강남과 강북의 경우만 비교하여 설명하

기로 한다.

먼  <표 4-5> 실질아 트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하 기간1의 분석결과에서 강남

의 t기의 실질아 트가격은 t-1기와 t-2기의 실질아 트가격으로부터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 출과 실질 GDP는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행 출은 아 트

가격의 변화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축허가면  변수는 t-2

기에서 실질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기간의 분석결과와는 다르

게 공 분벡터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 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북의 결과를 보면 은행 출은 t기에서 실질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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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강남 강북 구 주 부산

은행 출(t)
　 0.173 0.408 0.161 0.517

　 (4.726)
***

(6.849)
***

(3.753)
***

(9.058)
***

은행 출(t-1)
　 0.040 　

　 (1.683)
*

GDP (t-3)
　 -0.719

(-6.353)
***

아 트가격(t-1)
0.401 0.682 0.645 0.299 0.319

(2.498)
** (6.234)*** (7.395)*** (2.834)*** (3.882)***

아 트가격(t-2)
　 -0.190 　

　 (-2.093)
**

아 트가격(t-3)
-0.174 -0.137

(-2.369)
** (-1.925)*

아 트가격(t-4) 0.197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기의 실질아 트가격은  t-1기와 t-2기의 

실질아 트가격으로부터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받지만 t-1기와 t-2기의 회귀

계수 부호가 반 이므로 t-1기의 양(+)의 향이 t-2기에서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실질 GDP, 건축허가 면 은 실질아 트가격에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북은 이자율이 t기에서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주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표 4-6>의 실질아 트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하 기간 2의 분석결과에

서 강남의 경우 실질아 트가격은 t-1기와 t-3기에서 실질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하 기간 1과는 달리 t-1기의 은행

출이 실질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행 출이 감소하더라도 아 트가격은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 GDP, 

건축허가 면 은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하 기간1의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이자율 변수가 t-1기에서 통계 으로 유의

인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체기간의 분석결과와는 다르

게 역시 하 기간2에서도 공 분벡터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 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장기 인 균형 계를 나타내는 공 분벡터를 단기 인 하 기간

으로 나 어서 분석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강북의 결과를 보면 은행 출은 t기에서 실질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아 트가격은 t-1기와 t-2기에서 실질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주지만 t-1기와 t-2기의 회귀계수 부호가 

반 이므로 t-1기의 양(+)의 향이 t-2기에 상쇄되어서 체 기간을 상으로 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건축허가 면 은 하 기간 1과는 달리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실질아 트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하 기간1 분석결과(1999:01-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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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건축허가(t)
　 -0.003 　

(-3.464)
***

건축허가(t-2)
0.011

(2.077)
**

건축허가(t-4)
0.003

(2.692)
***

이자율(t)
　 0.004

　 (2.486)
**

이자율(t-3)
　

공 분 벡터(t-1)
　 -0.121 -0.023

　 (-3.979)
*** (-3.663)***

상수항
0.008 -0.002

(2.629)
* (-2.806)***

Adjusted R-squared 0.156 0.507 0.579 0.405 0.653

변수명 강남 강북 구 주 부산

은행 출(t)
0.362 0.180 0.115 0.162

(2.273)
** (3.275)*** (3.405)*** (4.405)***

은행 출(t-1)
-0.323

(-2.593)
**

GDP(t)
0.036

(3.091)***

GDP(t-1)
-0.019 -0.034

(-1.756)*** (-3.685)***

아 트가격(t-1)
0.810 0.874 0.688 0.418 0.789

(5.486)
*** (7.096)*** (10.985)*** (4.316)*** (11.832)***

아 트가격(t-2)
-0.302

(-3.065)
***

아 트가격(t-3)
-0.233

(-2.885)
***

건축허가(t)
0.325 -0.0003

(3.156)*** (-3.217)***

건축허가(t-4)
-0.329

(-2.237)***

이자율(t-1)
-0.005 0.006

(-1.792)
* (2.175)**

이자율(t-3)

공 분 벡터(t-1)

상수항 0.003 -0.001

* 유의수  10% 수 에서 유의, ** 유의수  5% 수 에서 유의, *** 유의수  1% 수 에서 유의.

( )안의 수치는 Newey-West HAC Consistent Covariances 방법으로 계산한 표 오차로 구한 t 값.

<표 4-7> 실질아 트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하 기간2 분석결과(2005:09-2009:12)



- 29 -

(1.837)* (-3.124)***

Adjusted R-squared 0.491 0.710 0.624 0.349 0.488
* 유의수  10% 수 에서 유의, ** 유의수  5% 수 에서 유의, *** 유의수  1% 수 에서 유의.

( )안의 수치는 Newey-West HAC Consistent Covariances 방법으로 계산한 표 오차로 구한 t 값.

(4) 주택담보 출을 독립변수로 한 VECM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은행 출을 독립변수로 한 VECM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하여 

은행 출 변수를 신해서 주택담보 출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VECM 결과를 분

석하고 그 결과를 <표 4-8> 주택담보 출 변수를 이용한 VECM 분석결과에 제시

하 다. 주택담보 출변수는 2003년 12월부터 자료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03

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를 분석 상기간으로 하여 분석하 다.

먼  강남의 VECM 결과를 보면 주택담보 출은 t기에서 강남아 트가격에 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은행

출을 독립변수로 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박세운 등(2010)의 실증분석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분석기간이 2006년으로부터 2009년까지 

3년이 연장되었는데 2007년부터 주택담보 출 억제 효과가 나타나 강남 아 트가격

이 하락세로 반 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t-1기와 t-3기의 실질아 트

가격이 t기의 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두 기간의 부호가 반 이므로 t-1기의 효과가 t-3기에서 부분 으로 상쇄되었

다. 그러나 실질 GDP, 건축허가면 , 이자율 등의 변수는 강남아 트가격에 통계

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의 VECM 결과를 보면 주택담보 출은 역시 t기에서 아 트가격에 통계 으

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t-1기와 t-2기의 실질아 트가

격이 t기의 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t-1기와 t-2기의 회귀계수 부호가 반 이므로 t-1기의 양(+)의 향이 t-2기에서 

부분 으로 상쇄되었다. 건축허가 면 은 통계 인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자율은 t기에 통계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에서는 주택담보 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VECM 결과를 보면 주택담보

출은 t기에서 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난다. 그리고 실질 GDP는 통계 으로 유의 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의 아

트가격은 재의 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는 통계 인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의 결과를 보면 주택담보 출은 다른 지역과 같이 t기에서 아 트가격에 통

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실질 GDP는 t-1

기에서 통계 으로 유의 인 음의 향을 주는 나타났다. 기의 아 트가격은 

재의 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결과를 보면 주택담보 출은 t기에서  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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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강남 강북 구 주 부산

주택담보 출(t)
0.518 0.535 0.325 0.241 0.101

(1.839)
*

(2.595)
**

(3.989)
***

(4.924)
**

(2.378)
***

GDP(t)
-0.332

(-2.321)
**

GDP(t-1)
-0.047 -0.054

(-3.489)
*** (-3.807)***

아 트가격(t-1)
0.487 1.0002 0.441 0.686

(4.420)*** (6.955)*** (3.597)*** (11.865)***

아 트가격(t-2)
-0.304

(-2.814)
***

아 트가격(t-3)
-0.164

(-3.096)
***

건축허가(t-3)

이자율(t-1)
-0.003

(-2.145)**

공 분 벡터(t-1)
0.341

(3.633)***

상수항
-0.003 -0.001

(-3.642)*** (-2.920)***

adjusted R-squared 0.453 0.662 0.508 0.313 0.358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질 GDP는 t-1기에 아 트가격에 통

계 으로 유의 인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t-1기의 아 트가격은 

재의 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건축허가면 과 이자율은 통계 으로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은행 출 신에 주택담보 출을 독립변수로 하여 VECM을 한 결과

는 강남지역을 제외하고는 은행 출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8> 주택담보 출을 독립변수로 한 VECM 분석결과(2003:12-2009:12)

*유의수  10% 수 에서 유의, **유의수  5% 수 에서 유의, ***유의수  1% 수 에서 유의.

( )안의 수치는 Newey-West HAC Consistent Covariances 방법으로 계산한 표 오차로 구한 t 값.

(5) VAR 그랜져 인과 계 분석

VAR 그랜져 인과 계 분석을 하 다. 분석결과 강남지역아 트가격이 은행 출

에 유의 인 향을 미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앞에서 분석한 VECM분석이 VAR 

그랜져 인과 계 분석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4-9> VAR 그랜져 인과 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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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강북지역 　

종속변수: 아 트가격 종속변수: 아 트가격

독립변수 값 p값 변수명 값 p값

은행 출 1.317 0.858 GDP 0.742 0.946 

GDP 0.896 0.925 은행 출 6.374 0.173 

종속변수: 은행 출 종속변수: 은행 출

아 트가격 15.545 0.004 아 트가격 5.901 0.207 

GDP 6.956 0.138 GDP 5.940 0.204 

종속변수: GDP 종속변수: GDP

아 트가격 3.289 0.511 아 트가격 4.372 0.358 

은행 출 5.216 0.266 은행 출 3.940 0.414 

구지역 　 　 주지역 　 부산지역 　 　

종속변수: 아 트가격 종속변수: 아 트가격 종속변수: 아 트가격

독립변수 값 p값 독립변수 값 p값 독립변수 값 p값

은행 출 4.878 0.300 은행 출 6.364 0.174 은행 출 6.106 0.191 

GDP 5.374 0.251 GDP 6.735 0.151 GDP 6.996 0.136 

종속변수: 은행 출 종속변수: 은행 출 종속변수: 은행 출

아 트가격 7.001 0.136 아 트가격 3.006 0.557 아 트가격 3.667 0.453 

GDP 19.259 0.001 GDP 5.567 0.234 GDP 12.654 0.013 

종속변수: GDP 종속변수: GDP 종속변수: GDP

아 트가격 4.202 0.379 아 트가격 4.964 0.291 아 트가격 2.156 0.707 

은행 출 4.604 0.330 은행 출 11.061 0.026 은행 출 8.967 0.062 

(6) Recursive regress 분석결과

여기에서는 augmented vector error correction 모형에서 추정된 독립변수의 모수

(parameter)가 안정 으로 수렴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Recursive 추정을 하 다. 

Recursive 추정의 방법은 모수를 산정하기 한 최소 windows 수를 계산한 다음, 

시작 치를 고정시키고 1 window 단  즉, 1개월 단 로 모수를 시키면서 그 

변동성과 수렴과정을 도표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 그래 가 없는 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 이지 않은 변수이다. Recursive 추정결과는 <그림 4-1>의 강남아 트

가격 방정식 독립변수의 Recursive 추정 그래 를 보면 모든 변수의 모수가 2-3년

이 경과하자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강남아 트가격 방정식 모수의 Recursive 추정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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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선은 회귀계수, 선은 ±2 표 오차를 나타낸다.

Ⅴ. 결론

부동산가격은 정부와 국민이 가장 많은 심을 가지고 있는 거시경제변수이다. 부

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으로는 크게 조세정책과 융정책이 있다. 2003년 부

동산가격 폭등 이후 정부는 주로 양도소득세 과,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조세정책

을 이용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 으나 오히려 부동산가격은 상승하 으며 

특히 수도권 아 트가격의 등은 서민에게 상  박탈감을 래하는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조세정책과 함께 정부는 투기지역에 한 부동산담보 출비

율을 제한하는 등 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융정책의 효율성을 알기 해서는 

은행 출과 부동산가격간의 계에 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Hofmann

(2001, 2003)을 제외한 부분의 선행연구결과는 부동산가격이 은행 출에 향을 

주지 은행 출이 부동산가격에 주는 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단 근 검

정을 한 후 우리나라의 아 트가격과 은행 출간의 공 분  VECM 모형으로 장

기균형  단기 인 균형 계를 검정하 다. 아 트가격지수는 아 트 가격의 변동

패턴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는 강남, 강북, 구, 주, 부산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로 분석하 다.

아 트가격 변수, 은행 출변수, GDP변수는 모두 단 근을 가지는 비정상 시계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축허가 면  변수, 주택건설공사비지수 변수  이자

율 변수는 정상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Recursive 아파트가격(t-3)

Recursive 건축허가(t-3)

Recursive 건축허가(t)

Recursive 주택건설공사비(t-2) Recursive 공적분벡터(t-1)

Recursive 아파트가격(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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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분 Trace test 통계량에서 공 분백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

은 기각되고 모든 지역에서 공 분백터가 하나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서 아 트가격변수, 은행 출변수, 실질 GDP 변수 사이에는 장

기 인 공 분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변수간의 장기  계를 보면 강남의 경우 은행 출 변수의 회귀계수가 3.11로 

나타나서 강남의 아 트가격이 1% 증가하면 은행 출이 3.11%씩 감소하고 실질 

GDP는 6.1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북의 경우 강북의 아 트가격이 1% 

증가하면 은행 출이 1.53%씩 증가하고 반면에 실질 GDP는  1.21%씩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다른 지역의 이들 세변수간의 장기  계는 강북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남의 아 트가격과 은행 출이 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분석결과

는 Park, Bahng and Park(2010)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

온 것은 2007년 이후 은행 출은 계속 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에 아 트가격은 

크게 하락한 것에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균형으로 회귀하려는 조정속도인   계수의 움직임을 보면 주의 아 트가

격과 부산의 GDP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 인 것으로 나타나 부분 

지역에서 이들 변수의 불균형상태가 빠르게 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 출을 종속변수로 한 VECM의 분석결과에 따른 변수간 단기  계를 보면 

강남의 경우 t기의 은행 출은 t-3기 은행 출로부터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t-1기 실질아 트가격이 은행 출에 통계 으로 유

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t-1기에 아 트가격이 10% 

증가하면 은행 출에 2.48%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자율변수의 경우 t-1기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 로 t-1기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택수요자가 차입을 함으로써 은행 출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은행 출이 강남지역 아 트가격에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과열시장의 herd behavior로 시장이 이성 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남지역 아 트 투자자는 여유자 이 있는 자가 많아서 은행 출과 계없이 가격

상승이 상되면 투자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강북의 변수간 단기  계를 보면 t기의 은행 출은 t-2기 은행 출로부터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아 트가격은 t기에서 

은행 출에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기에 

아 트가격이 10% 증가하면 은행 출에 4.68%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허가 

면  변수도 은행 출에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그 효과는 매우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도 강남과 강북과 비슷한 결

과를 보 다. 

다음으로 실질아 트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VECM의 결과 강남의 t기 실질아 트

가격은 t-1기와 t-2기 실질아 트가격으로부터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 출과 실질 GDP는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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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행 출 액은 아 트가격의 향을 주지 못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건축허가면  변수는 t기와 t-2기에서 실질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 이나 서로 상반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분벡터 변수는 통

계 으로 유의 이고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 출을 종속

변수로 한 경우와 같이 t기에 실질아 트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경우 t+1기에 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일어난다는 의미이고 한 실질 아 트가격, 은행 출, 

실질 GDP 사이에 장기 인 균형을 유지하기 한 조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북의 VECM 결과를 보면 은행 출은 t기에서 실질아 트가격에 통계 으로 유

의 인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t기의 실질아 트은 t-1기와 t-2기의 

실질아 트가격으로부터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

질 GDP, 건축허가 면   주택건설공사비는  실질아 트가격에 향을 주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자율 변수는 t기에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지역은 강북과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아 트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VECM의 결과를 robust 체크하

고 한 우리나라의 주요 부동산정책 가운데 매우 요한 분기 이 될 수 있는 

향을 미친 2005년 8월의 8.31 부동산 책을 심으로 두 개의 하 기간으로 나 어

서 기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 다. 하 기간 1은 1999년 1월부터 2005

년 8월까지 이며 하 기간 2는 2005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기간을 구분하

으며 분석결과 먼  실질아 트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하 기간 1의 분석결과에서 

강남의 실질아 트가격은 t-1기와 t-3기의 실질아 트가격으로부터 통계 으로 유

의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행 출과 실질 GDP는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의 실질아 트가격은 t기 은행 출로부터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t-1기와 t-2기의 아 트가격으로부터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하 기간 2의 분석결과에서 강남의 실질아 트가격은 하 기간 1과는 

달리 은행 출로부터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8월의 부동산 융 규제가 아 트가격에 향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은 하 기간 1과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은행 출 변수를 신해서 주택담보 출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VECM  분석을 

한 결과 은행 출을 변수로 한 것과는 달리 강남지역 아 트가격도 주택담보 출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담보 출이 은행 출보다도 아 트가격 변

동을 더 잘 설명하고 있고, 강남지역 아 트가격도 주택담보 출을 억제하면 안정

화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강남지역과 같이 아 트가격이 등

하는 지역은 은행 출을 통한 가격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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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기 으로는 출억제가 가격안정에 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 으로는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다. 강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은행 출이 아 트

가격에 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은행 출 억제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비투기지역

에만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어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으므로 은행

출 억제라는 부동산정책 시행에 신 을 기하여야 된다는 이다. 그러나 2003년 이

후를 분석기간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동산담보 출이 강남지역 아 트가격에도 향

을 미쳤다는 은 은행 출 억제가 단기 으로는 모든 지역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로, 아 트가격이 등할 때에는 일부 투기자는 출억제에 따라 주택구입자

을 구하지 못하여 아 트 구입을 망설이게 되나, 여유 자 을 가지고 있는 일부 

투기자는 군 심리가 작동하여 아 트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정부의 은행 출 억제를 통한 부동산정책은 미국과 같은 부동산 융 기

가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은데 기여하 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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