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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로부터의 남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국내적으로 가계

부채 문제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0년대부터 주

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규모 및 증가속도 측면에서 소득수준의 증가 보다 빠른 속

도로 증가해 왔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적정한 가계부채는 소득과 지출간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한 나라의 경

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계의 재무구조 안전성에도 저

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소득증가 수준보다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

우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상승, 그리고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득기반이

약해져 유동성 제약에 놓이면 부채 상환능력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

채상환의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하에서 국내의 늘어난 가계부채는 앞

으로 갚아나가야 할 상환액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므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관계로 적정한 수준의 가계부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수

도권 일대의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같이 증가하였다. 이

에 따라 정책당국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수단으로

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Loan to Value)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주택 수요자가 주택 구입을 할 경우에

는 보편적으로 주택담보에 의한 금융권의 차입(leverage)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주택

수요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주

택시장으로의 유동성이 더욱 유입됨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을 확대하는 선순환구

조로 작용한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승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구조로 주택담보대출의 지나친 증가는 대내외의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

면 가계금융의 급격한 취약으로 이어져 채무불이행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

아가서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결국에는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계부채는 가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라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실물경기 침체를 겪게 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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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의 수요측 요인으로 작용하는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정책이 가계부채인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주택담보대출의 건전

성을 위해 도입한 금융기관의 대출규제정책(LTV․DTI)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

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LTV와 DTI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Owen Lamont and Jeremy C. Stein(1999)는 미국에서 레버리지

(leverage)와 주택가격간의 분석에서 레버리지가 높은 대도시 주택가격은 소득변동

에 의한 충격에 매우 빠르게 반응하는 반면, 레버리지가 낮은 도시의 주택가격은

소득변동에 점진적으로 반응한다고 제시하였다. N. Apergis and A. Rezitis(2003)는

그리스의 경우 주택가격과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분석에서 주택 대출 금리는

주택가격의 변동에 아주 높은 설명력을 갖지만, 인플레와 고용 및 통화공급량은 영

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Debelle(2004)에 의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 과거 20

여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더욱 증가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증

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기인함을 밝혔다. 첫째, 1980년대 이후 주택 구입과 관련한 대출에 대해 세제 혜택

을 부여하면서 가계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대출을 확대 하였다. 둘째, 금융규제의 완

화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한 공급측면의 요인이 있다.

셋째,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은 차입비용을 감소하여 부채규모를 확대하였다고 지적

하였다. Dynan and Kohn(2007)은 미국의 가계부채가 과거 10～20년 동안 급증한

요인은 구성원들의 기호의 변화, 불확실성의 태도변화, 저금리 등의 변수보다는 자

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주택관련 대출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우외 1인(2004)은 주택가격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경제변수는 금리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진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만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기진작을 꽤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구성미(2007)는 DTI 규제가 주택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DTI 규제에 의해 주택구매는 감소하며, DTI 규제를 받는 가구는 주택소

유와 점유면적이 감소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신상영․이성원(2007)

은 DTI규제가 주택가능금액을 낮추어 주택구입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지만

규제수준이 30%까지 강화되기 전까지는 주택구입에 대한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고성수․윤여선(2008)은 KB국민은행의 「2005년도 주택금

융수요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소득분위별 주택금융규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서 주택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비교할 때 DTI 규제의 강화는 제약가구수를 2배

이상 확대시켜 주택수요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대부분의 주

택수요 감소는 하위 소득계층에서 발생함에 따라 중산층․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주택가격안정화를 달성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동규․서인석․박형준

(2009)은 DTI 규제가 수도권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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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가 낮을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급등과 거래가 높은 수준을 나타

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는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도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에 DTI 규제가 매우 높을 경우에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거래는 크게 감소하지만

규제지역 이외인 인근 지역 주택거래는 급증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소영․정의

철(2010)은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규제가 주택점유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될수록 점유형태가 소유에서 임차

로 변화하는 확률이 증가하며, 소득수준이 낮고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총부채상환비

율 규제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주택시장의 대

출규제정책과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가격의 추이 등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실증분

석을 통해 기초통계량분석과 그랜져 인과관계검정(Granger causality test) 및 충격

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 등을 한 후에 제Ⅳ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

다.

Ⅱ. 주택시장의 규제정책과 주택가격 추이

 

(1). 주택시장의 대출규제(LTV․ DTI) 추이

우리나라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인정

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시장의 금융규제수단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1)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정책인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

Loan To Value)와 DTI(총부채상환비율 : Debt To Income)의 추이는 <표 1>에 제

시하였다.

이 제도를 펴게 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나치게 주택시장이 과열되어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2002년 9월부터 LTV를 60% 이내로

처음 적용한 이후, 10월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이어 2003년 10월에는 주택시

장이 더욱 과열되면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에서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는 LTV를 40%로 인하하였고, 2005년 6월에는 6.30 대책인 주택담보대출리스크 관

리방안 발표에서 투기지역에 대한 LTV를 은행과 보험사는 60%에서 40%, 저축은

행은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여 7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1)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담보가

치의 비율 즉,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 한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DTI(총

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는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주택 구입시 연소

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

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에 이 비율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의 수요자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담보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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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TV․DTI 관련 정책 추이

발표 일자 내 용

2002년 9월 4일

2002년 10월11일

- 투기과열지구 LTV 60% 이내로 제한

- 전 지역으로 확대 LTV 60% 이내로 적용

2003년 10월29일 -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투기지역 아파트 LTV 40%로 인하

2005년 6월30일
-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은행과 보험사의 LTV 60→40%, 저축은행 70 →

60% 하향조정

2006년 3월30일

11월16일

- 투기지역 6억 초과 아파트 DTI 40% 이내로 규제강화

- 투기지역에서 수도권까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 DTI 적용 확대

2007년 1월11일 - 신규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이 아닌 기존 소유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TI 적용

2007년 2월15일
- 3월부터 시중은행의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대출시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 40～60%를 적용

2008년 11월 3일 - 강남 3구 이외 지역 투기지역 해제(강남 3구만 DTI 40% 한도 유지)

2009년 7월 6일 - 수도권에 대하여 LTV 60%에서 50%로 인하

9월 4일 -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대하여 DTI 60% 적용(서울 50%, 투기지역 40%)

10월 8일
- 비은행권 LTV 비율 강화(60～70% → 50～60%), DTI 확대적용(투기지 역

→ 수도권 비투기지역)

2010년 8월29일 -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DTI규제 2011년 3월까지 한시적 폐지 및 은행권 자율화

2011년 3월22일 - 2010년 8월에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DTI규제 부활

그리고 2006년 3월 30일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도입하였데, 동 제도의

도입 배경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능력의

악화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제기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담보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수요자들은

투기지역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취득할 때 DTI비율을 40%로 제한받게

되었다. 이어서 2006년 11월에는 수도권까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 적용을 확대한 이후, 2007년 3월부터 6억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도 40～60%

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의 부실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11

월에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이외 지역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

제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009년 7월에는 주

택담보대출 규제의 강화 차원에서 은행권의 LTV를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였

지만,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따라 그해 9월에는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비

투기지역으로 DTI 규제를 확대하였다. 한편 2010년에 들어와서부터 지방권역을 중

심으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돼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DTI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후

에 2011년 4월부터 DTI규제를 부활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렇게 주택시장의 경기

가 과열되면 규제정책을, 위축되면 완화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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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가계신용 잔액이 2011년 9월말 기준 892조원을 넘

어섰으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동 시점 약 300조원으로 가계신용의 33.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2002년 12월말에 132조

원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1년 11월말에 303.4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그림 1>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비중은 2006년 4

분기를 정점으로 하여 하락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감소

세로 전환된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DTI 규제를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

고 2008년 하반기에 다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이렇게 주

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은 DTI 규제를 완화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그림 2>의 개

인 가처분소득 대비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에서는 2001년말 22.46%에서

2010년말 44.4%로 증가하여 주택과 관련한 부채가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주택담보

대출액의 증가 속도가 약 두 배 빠르게 증가하게 되어 부채상환능력이 더욱 떨어졌

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변동추이는 <그림 4> <그림 5>에 제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파트가격은 2001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부터 2007

년 상반기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과거 10년 동안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연평균 9.31%, 전국 아파트가격은 연 평

균 7.35% 상승하여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은 국내 아파트가격 상승률 보다 높게 상승

하였다. 그리고 지난 8년간인 2004년부터 2011년 말까지의 아파트가격 연평균 상승

률에서도 강남구는 연평균 6.09%, 강남지역은 5.04%, 전국의 아파트가격은 4.7%가

상승하여 강남구의 경우에는 강남지역 내의 다른 아파트가격 상승수준보다도 연평

균 1% 높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은 2010년 상반

기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회복세를 보인 기간을 제외하면,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1월말 현재까지 침체기를 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아파트가격의 변동률은 2007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10년 상반기까지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추이를 보였지만, 2011년 중반부터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변동성에 따른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의 변동추이는 <그림 6>에서와 같이 서로 유사한 형태

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선순환구조로

작용한 영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향후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그리고 소득개선의 부진 등의 충격이 발생

할 경우에 가계부문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이므로 가계부채의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신용경색 현상을 초래하여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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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계신용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 추이(분기)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

자료: 한국은행

<그림 4> 전국 및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변동률 추이(2011.6=100)

자료: KB국민은행,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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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강남구 및 강북지역 아파트가격 변동률 추이(2011.6=100)

자료: KB국민은행, 한국은행

<그림 6>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 변동률 추이(2011.6=100)

자료: KB국민은행, 한국은행

Ⅲ. 실증분석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주택규제정책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1년말 기준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

국의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아파트가 전체의 51.7%인 9억 5234만 3000(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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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동)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KB국민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국아파트 매

매가격지수와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사용하였다.2)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ECOS)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사용하며, 주택

시장의 대출규제정책인 LTV․DTI 자료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LTV․DTI 제도를 도입한 시점인 2002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월간 자료이다. 이 자료를 사용하여 LTV 및 DTI 정책이 주택담보대출

에 미친 영향과 주택가격에는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분석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초통계량분석과 그랜져 인과관계검정(Granger causality test) 및 충격반응분석

(Impulse Response Analysis) 등을 하며, 이 분석을 위해 EVIEWS, R, RATS,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2) 기초통계분석

이 연구에서는 먼저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상관관계 분석방법 가운데 변수들 중에 하나가 이분화된 이질적인 자료 사이

의 상관관계를 구할 때는 식 (1)의 점이연상관(point-biserial correlation ) 분석 기

법이 적합함에 따라 주택대출 규제정책을 더미변수로 전환한 상관관계는 이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Pearson correlation을 하였다.

대출규제정책을 고려한 <표 2>의 점이연상관(point-biserial correlation ) 분석결

과에 의하면 주택시장의 대출규제인 LTV․DTI 정책과 주택담보대출은 상관계수

값이 0.2710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대출규제정책과 주택가격에서도

강남아파트가격은 0.2764, 전국아파트가격은 0.2354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Pearson 상관관계에서 주택담보대출은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 전국 아파트

가격에 대해 각각 0.9544, 0.9762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  (1)

 는 Y=0일 때 X의 평균

 는 Y=1일 때 X의 평균

 는 X의 표준편차

p는 Y=1인 사례수의 비율

2) 강남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동포구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강북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강북구, 광

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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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관관계

강남 아파트가격 전국 아파트가격

대출규제 주택담보대출 강남아파트가격 대출규제 주택담보대출 전국아파트가격

주택담보대출 0.2710 1 주택담보대출 0.2710 1

강남아파트가격 0.2764 0.9544 1 전국아파트가격 0.2354 0.9762 1

주택담보대출이 지역별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요인분석

(factor analysis)과 회귀분석이 결합된 형태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경로도형

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결과는 <그림 7>에 제시하였

다.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독립변수로 하고, 지역별 주택가격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Unweighted Least Squares를 이용한 추정 결과에서 주택담보대출

의 경로계수는 서울지역의 강남아파트에 0.30, 강북아파트에 0.25 순으로 나타나 주

택담보대출은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Maximum Likelihood 추정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지역별 주

택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강남아파트 가격은 0.66, 강

북아파트 가격 0.54, 대전아파트 가격 0.35 등의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앞에서의 주택담보대출 경로계수를 통한 추정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담보

대출과 강남아파트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적합도

를 보면 =2088.105(p=0.00, df=21)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강남아파트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져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 강남아파트 가격 → 지역별 아파트 가격 순

으로 경로도형을 구성하여 Unweighted Least Squares를 이용한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강남아파트가격은 지방권역의 아파트가격에 큰 영

향을 미치며, 특히 인천지역 아파트가격에 0.75, 대전지역 아파트가격에 0.57로 상대

적으로 이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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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차상관분석

              주택담보대출
변수 시차 t-10 t-8 t-6 t-4 t-2 t=0 t+2 t+4 t+6 t+8 t+10

강남지역아파트 0.71 0.76 0.80 0.85 0.89 0.93 0.88 0.82 0.75 0.69 0.63

강북지역아파트 0.69 0.73 0.78 0.82 0.87 0.91 0.88 0.85 0.81 0.77 0.73

전국지역아파트 0.67 0.72 0.78 0.84 0.90 0.97 0.92 0.86 0.80 0.74 0.69

강남구아파트 0.68 0.72 0.76 0.80 0.85 0.89 0.80 0.72 0.66 0.59 0.55
주: 강남구아파트의 경우는 분석자료 수집의 한계로 2003.1월～2011.9월까지의 추정결과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택가격이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후행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상관 분석을 하였다. <표

3>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은 강남지역아파트, 강북지역아파트, 전국지

역아파트, 강남구아파트 모두 전기와 후기에 양(+)의 높은 상관계수 값을 나타내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은 동행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 변수들은 동조화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할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구적 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ADF(augmented Dickey-Fuller) 및 PP(Phillips-Perron) 단위근 검정을 하였

으며, 이 검정 식은 아래의 (2)와 (3)과 같다. 단위근 검정을 통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밝혀지면 일정한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평균 복귀

(mean-reversion)의 특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 시계열 자료가 단위근을 갖고 있

어 불안정한 시계열이면 확률적 추세를 갖는다.

      
  



  (2)

       (3)

<표 4>은 각 변수들에 대한 수준변수와 1차 차분변수의 단위근 검정 결과를 보여주

고 있는데, 수준변수는 모든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어 단위근이 존재하여 불안정한 시계

열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차 차분한 시계열 자료는 단위근 검정결과에서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불채택)되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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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단위근 검정

변수
ADF Phillips-Perron

수준변수 1차 차분변수 수준변수 1차 차분변수

주택담보대출 -2.3782 -7.0923
**

-2.3182 -7.0761
**

강남 아파트가격 -1.4772 -4.6829** -0.7973 -7.0760**

전국 아파트가격 -2.1382 -5.1813
**

-1.9454 -3.7234
**

주) 검정식에는 절편과 추세치를 포함하였으며, * **는 각각 5% 1%임계치를 나타냄.

<표 5> Granger인과관계 검정

귀무가설
시차(lags)=3

F-통계량 p-value

대출규제 더미 ↛ 주택담보대출 2.7808 0.0450

주택담보대출 ↛ 대출규제 더미 3.6740 0.0147

대출규제 더미 ↛ 강남 아파트가격 4.4792 0.0054

강남 아파트가격 ↛ 대출규제 더미 4.4913 0.0053

주택담보대출 ↛ 강남 아파트가격 2.6235 0.0548

강남 아파트가격 ↛ 주택담보대출 2.4377 0.0691

주택담보대출 ↛ 전국 아파트가격 2.9683 0.0356

전국 아파트가격 ↛ 주택담보대출 3.8748 0.0115

대출규제 더미 ↛ 전국 아파트가격 4.0957 0.0087

전국 아파트가격 ↛ 대출규제 더미 3.7984 0.0126

주: 적정시차는 AIC를 기준으로 3기를 선택함.

(3) Ganger 인과관계검정 및 VECM 추정

Granger는 시차분포 모형을 이용하여 두 변수 사이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의 존재 유무를 검정하는 기법으로 식 (4)와 같은 검정모형을 제시하였다. Granger

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데 F-통계량을 이용하

여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정한다. 그리고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의 시계열이 안정적이어야 하므로 단위근 검정에서 시계열 자

료가 불안정한 자료로 밝혀져 1차 차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4)

주택규제정책과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가격간의 <표 5>의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에서 주택규제정책은 주택담보대출과 강남 아파트가격에 양방향으로 인과관계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담보대출과 강남 아파트가격 사이에도 양방향

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상호간에 유의한 인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대출규제와 전국 아파트 가격

간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인과관계 분

석대상으로 설정한 두 변수 사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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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전국 아파트가격

모형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상수항 0.2290 0.1125 2.0354 0.2290 0.1125 2.0354

주택담보대출(t-1) 0.1084 0.0721 1.5024 0.0895 0.0485 1.8460

대출규제 더미 1.2630 0.2816 4.4849 0.8075 0.1881 4.2911

오차수정항 -0.0067 0.0153 -0.4371 -0.0284 0.0202 -1.4052

<표 6> 공적분 검정

강남지역 아파트 전국 아파트

특성근 Trace-통계치 5%임계치 1%임계치 Hypothesized
No.of CE(s) 특성근 Trace-통계치 5%임계치 1%임계치 Hypothesized

No.of CE(s)

0.28 55.67 34.55 40.49 None** 0.25 53.46 34.55 40.49 None**

0.16 20.10 18.17 23.46 At most 1* 0.13 22.18 18.17 23.46 At most 1*

0.02 1.95 3.74 6.40 At most 2 0.09 7.43 3.74 6.40 At most 2**

주: *(**)는 5%(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의 기각을 나타냄.

본 연구에서는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대출규제 정책이 주

택가격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오차수정모형은 공적분관계로부터 추

정된 오차수정항을 포함하며, 그 과정은 식 (5)의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분석 대상인 시계열 자료들 간에 장

기균형관계를 나타내는 오차수정항(ECM)에 대한 공적분 검정결과 <표 6>에서 공

적분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표 7>의 추정결과에서 강남 아파트가격에 대한 분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추정계수는 0.1084, 주택대출규제정책은 1.2630으로 나타나 주택대

출규제정책은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리고 전국아파트가격의 경우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의 추정계수는 0.0895로 나타난 반

면, 주택대출규제정책의 추정계수는 0.80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택대출규제

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충격반응분석 및 분산분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주택의 수요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

고,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비지출과 저축의 하락으로 이어져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의 수요측 요인으로 작용하는 LTV․DTI의 대출규제정책이

어떠한 경로를 거치면서 주택시장에 파급되는지 충격반응을 추정하여 파급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어떤 충격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VAR(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충격반응분석은 모형내의 한 변

수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응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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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변수간의 상호 연관관계와 정책변수의 변화에 따른 동태적인 충격반응을

분석할 수 있다.

VAR 모형은 식 (6)과 같다. 이 식에서 는 내생변수의 벡터이며,  는 시차변

수들의 계수행렬이다. 충격반응 분석에서 변수들의 배열순서는 대출규제정책, 주택

담보대출, 주택가격 순서로 하였으며, 시차 수는 4인 경우를 살펴본다. 또한 충격반

응함수의 추정은 당기부터 10개월까지이며, 신뢰구간은 100회 반복 bootstrap을 실

시하였다.

                                ⋯                         (6)

주택대출 규제정책의 충격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주택시장의 대출규제정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은 2개

월부터 음(-)의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해 6개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

한 강남아파트가격에 대해서도 2개월부터 7개월까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충격에 의한 강남 아파트 가격의 반응은 1개월부터 4개

월까지 양(+)의 영향을 크게 미친 후에 충격반응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국 아파트의 경우에서도 대체로 강남지역 아파트의 경우에서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만, 주택대출의 규제에 따른 충격반응이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보다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충격에 따른 전국 아파트가격의 반응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남지역의 아파트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남 아파트가격의

충격이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반응은 1개월부터 5개월까지 양(+)의 반응을 보여

강남 아파트가격의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강남 아파트가격충격이 전국의 아파트 가격에 1개월부터 5개월까지 급격히 증가했

다가 감소하는 반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충격반응분석 결과에서 주택대출 규제정책은 주택담보대출에 부정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대출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가격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충격으로 인

한 아파트가격은 양(+)의 반응을 보여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아파트가격의 상승요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은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보여준다. 분산분해는 한 변수의 분산변화를

다른 변수의 예측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분산분해

의 결과를 요약하면 대출규제정책은 주택담보대출, 강남 아파트가격, 전국 아파트가

격에 대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가격에 있

어서는 전국의 아파트가격 보다 강남지역 아파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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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충격반응 분석

강남아파트

주택대출 규제정책 → 주택담보대출

주택대출 규제정책 → 강남 아파트가격

주택담보대출 → 강남 아파트가격

전국아파트

  

주택대출 규제정책 → 전국 아파트가격

주택담보대출 → 전국 아파트가격

강남 아파트가격 →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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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예측오차 분산분해

기간 표준오차 주택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강남아파트가격 전국아파트가격

1 0.2443 100 0 0 0

2 0.2514 95.5234 0.0049 4.1578 0.3136

3 0.2649 91.2232 2.9037 5.1671 0.7057

4 0.2697 88.7243 2.8496 7.0434 1.3824

5 0.2725 87.6289 3.9962 7.0054 1.3692

6 0.2726 87.6263 3.9994 7.0054 1.3687

7 0.2735 87.4199 4.1252 7.0505 1.4042

8 0.2736 87.3834 4.1457 7.0664 1.4042

9 0.2737 87.3684 4.1490 7.0637 1.4187

10 0.2738 87.3556 4.1508 7.0625 1.4309

    강남 아파트가격 → 전국 주택가격             전국 아파트가격 → 강남 아파트가격

               

Ⅳ. 결 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와 주

택가격이 연착륙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입한 정책인 LTV 규제

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에 주택담보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가계부채를 줄여 건

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택가격의 안정을 이루고, DTI 규제도 고소득 우량대출자

에게 대출하기 위해 수요자를 선별하여 대출함으로서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대출규제정책(LTV․DTI)이 주택담보대

출과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추정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로 분석

을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택가격의 상승기에 주택가격이 가파르

게 상승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었고,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담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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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의 제한과 과다 부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LTV 및 DTI 제도는 주

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 정책은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에 기여하여 주택가격 안정화에

선순환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증

가를 유발하게 되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택시장과 관련한 정책은 반드시 절제(prudence)가 필요하다. 왜냐면 주택가격은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면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심리에 의해 상승세를 나타내는 경향

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주택시장의 경우에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에 강남지역의 주택경기는 침체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 주택가

격이 급등한 영향에 따른 조정기를 거치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

택수요는 첫째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면서 시세차익과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

자, 둘째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실수요자인 무주

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DTI 규제의 제한적인 완화와 고정금리 형태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장기대출로 주택구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

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가격의 적정한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의

연착륙과 가계부채 증가의 속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타당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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