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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공적분 장기 분석과 시계열 단기 회귀분석을 

통해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간의 인과성 패턴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간의 동시적인 상관관계가 

크지만, 실증 분석 결과는 신용 증가와 은행대출 간의 강력한 상호작용은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른 은행대출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초·중반에 도입된 LTV와 DTI와 같은 거시 건전성 규제는 금융시장

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어 : 공적분 분석, 은행대출, 주택가격, LTV·DTI, 인과 및 상관관계

Abstract :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pattern of causality between bank lending and housing 
prices in Korea over a period of the early 1990s to the end of 2000s by employing a long term cointegra-
tion and short-term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Although the contemporaneous correlation between 
bank lending and housing prices is larg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tense interaction between credit 
growth and bank lending to household arises from a growth in banking lending responding to an increase 
in housing prices. In addition, the regulatory change such as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constraints on 
bank loans such as LTV and DTI in the early and mid-2000s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tabilizing 
financial and real estate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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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8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대출로 인한 경제위

기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면서 실물과 금융

부문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러

한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서는 가계채무가 증가하

고 있었으며, 이는 주택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도 가계자산의 약 2/3가 부동산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2000년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

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주택

가격과 신용(은행대출) 간에는 강력한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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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금융

시장과 주택시장 간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자유화와 규제완

화로 인해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간의 연관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즉, 1990년대 중반 이후, 가계대

출의 자유화, 금리의 하락, 주택 금융상품의 혁신, 

규제완화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시장의 변동성도 심화되고 

있다(정준호, 2008; 이종아·정준호, 2010; 전해

정, 2012).
하지만 Coleman et al.(2009)은 미국의 서브프

라임 대출 사태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주범이라는 

항간의 인식에 대해 서브 프라임 대출이 주택가

격 상승에 생각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모기지 시장으로의 민간기업

의 진입이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price-boosting) 
효과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Good-
man and Thibodeau(2008)는 주택가격 상승의 주

범은 자가 소유주택의 비탄력적 공급이라고 주장

한다,

주택가격과 은행대출 간의 상관관계는 널리 인

정되고 있지만, 인과관계의 방향은 명확하지 않

다. 환언하면,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간의 상호작

용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주택가격의 상승

에 따른 담보효과가 은행대출의 변동을 야기하고 

이것이 다시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발했는지, 아니

면 금융자유화에 의한 금융기관 간의 경쟁 심화가 

풍부한 유동성을 낳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야기했

는지를 파악하는 것, 즉 서로 간의 인과관계를 확

인하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인과관계의 확인이 갖

는 정책적 시사점도 무시할 수 없다. Gerlach and 
Peng(2005)은 홍콩의 주택시장이 1990년대 이후 

주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거듭했지만, 금융당국의 

주택 담보대출에 관한 규제조건의 변화(예: LTV
의 도입)로 인해 주택가격의 하락이 은행부문에 

예상보다 크지 않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는 분

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적정 수준

의 감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금융시

스템의 변화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규제완

화, 주택 금융상품의 혁신, 저금리 기조, 대출의 

자유화 등은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면서 은행대출

과 주택가격 간의 상호작용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레짐 변화

(regime change)를 고려하면서 이들 변수 간의 인

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은행대

출과 주택가격 간의 동시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

기 위해 공적분(cointegration)에 기반한 벡터 오차

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사용하

여 은행대출 증가가 주택가격의 상승에 의해 추동

되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실증 분석한다. 

또한,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변동의 단기 결정요인

에 대한 시계열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

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LTV와 

DTI와 같은 거시 건전성 규제가 은행대출의 단기 

변동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

구는 이들 간의 인과적 경로에 대한 이론 연구와 

이에 대한 실증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이론적 관

점에서 보면, 양 방향에서의 인과관계가 성립한

다. 첫째, 주택가격이 다양한 투자채널과 자산효

과(wealth effects)를 통해 은행대출의 수요에 영향

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를 논증한 Bernanke and 
Gertler(1989)에 의하면, 이러한 인과관계는 도덕

적 해이와 역선택을 야기하는 신용시장의 정보비

대칭성 때문에 발생한다. 은행대출의 담보로 흔히 

사용되는 주택의 가격변동은 가계와 기업의 차입

능력과 신용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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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가치변동과 같은 직접

적인 경로와 부실채권의 변화와 같은 간접적인 경

로를 통해 은행의 자본 포지션과 대출능력에 영향

을 미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은행대출이 경기 

순응적(procyclical)이 되고(Davis, 1993), 주택가

격의 상승기에 채무불이행 위험이 과소평가되는 

등의 금융 가속도(financial accelerator) 효과가 발

생할 수 있다(Bernanke et al, 1994). 
둘째, 신용조건은 주택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

친다. 신용의 가용성과 접근성, 즉 유동성의 증가

는 각각 장·단기적으로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진

작시킨다. 금융자유화에 따른 은행 간의 경쟁구

조와 제도적 여건의 변화가 은행대출의 가용성

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시

장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금융자유화 이후 

은행 간의 경쟁심화는 신용공급을 증가시켜 경제

전반의 유동성을 확대시키고(Pugh and Dehesh, 

2001), 느슨한 금융감독은 경우에 따라 대출조건

에 대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도 

있다(Collyns and Senhadji, 2002). 양질의 잠재적 

채무자들이 증권시장으로 향하거나 자기자본조달

을 한다면, 은행대출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도 있

는 것이다(Hargraves et al., 1993). 
은행대출과 주택가격의 인과관계에 대한 최근

의 해외 실증연구로는 Gerlach and Peng(2005), 
Brissiminis and Vlassopoulos(2009), Valverde and 
Fernádez(2010)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들 연구

는 각각 홍콩, 그리스, 스페인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은행대출과 주택가

격 간의 인과관계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

면, Gerlach and Peng(2005)은 은행대출과 주택가

격 간의 공적분 VAR 모형을 사용하여 두 변수 간

의 장기와 단기 관계를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장기의 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와 정(+)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은행대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주택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분야의 국내의 최근 연구는 주로 주택가격

의 결정요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은행대출과 주택

가격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

물다. 금융변수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에 한정하

면, 1990년대 말 이후 금리변화가 주택시장의 변

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박준용 외(2003), 차문

종(2004), 전해정(2012) 등의 연구결과가 있다. 또

한 장병기·심성훈(2004), 차문종(2004), 전해정

(2012)은 주택시장의 변동에서 경기변수보다 금

리변수의 역할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 금융기관 유동성의 변동이 자산시장에

서 주택시장의 가격변동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

동성이 개인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과 건설사의 PF 

대출형태로 주택시장으로 일정부분 유입되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정준호, 

2008). 
하지만 주택가격의 변동에 은행대출, 금리와 같

은 금융변수도 중요하지만, 규제조건과 같은 레

짐 변화를 일으키는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거시 경제변수들을 사용하는 기존 연구

는, Cameron et al.(2006)이 지적한 바와 같이, 누

락변수나 신용조건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Glaser et al.(2005)은 은행대출 이외에 건축비용과 

토지의 가용성과 규제와 같은 요인들이 최근 미국

의 주택가격의 상승에 기여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Gerlach and Peng(2005)은 규제조건의 변동과 신

용조건의 변화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Quigley(1999)도 경제적 기초여건들이 주택가격

의 변동을 야기하지만, 주택가격의 역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 시스템상의 구조적 변화나 신용조

건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들을 발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

만, 이러한 변화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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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분석이 충분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

히 금융 자유화에 따라 시장이 합리적으로 작동한

다면, 신용조건이 부동산가격에 미친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출이 할당되기보다는 

시장수요에 기반하고 있으며, 가격은 전향적인 방

식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서브프

라임 경제위기는 이러한 사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레짐 변화를 반영하기 위

해 시계열적인 계량분석에 레짐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다. 

3. 1990년대 초반 이후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및 금융환경의 변화 

1)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및 관련 

경제변수의 변동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 주택가격은 

1993년과 1998년 사이에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20006년 말까지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실

질 은행대출과 GDP1)의 변동 추세는 실질 주택가

격의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실질 이

자율2)은 1998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2005년 이

후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림 1. 실질 주택가격, 가계대출, GDP 및 이자율의 변동 추이

주: 1) 정규화하여 나타낸 것임. 

     2)  실질 이자율의 경우, 시간에 따른 추세를 나타내기 위해 2010년을 100으로 한 실질 이자율 지수를 산정하고 나서, 

이를 다시 정규화하였음. 

자료: 한국은행(http://www.bok.or.kr), 국민은행(http://www.kbstar.co.kr), 통계청(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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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질 주택가격과 은행 가계대출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http://www.bok.or.kr), 국민은행(http://www.kbstar.co.kr), 통계청(http://kosis.kr).

그림 3.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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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실질 주택가격과 은행의 가

계대출의 증가율을 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실질 주택가격과 실질 은행대출의 변동 간에는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

융 위축에 따른 상대적인 가계금융의 활성화, 저

금리 기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문의 규

제완화 등에 일부분 기인한다(정준호, 2008).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대출에서 예금

기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증가

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 이후 85%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가계대출

은 예금기관, 즉 시중은행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

택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65%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이다. 따라서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 담보대출은 매우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상당 부

분 이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

1990년대 초반 이후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은 통

합되고 있으며, 이는 대출 자유화, 금융상품의 혁

신, 규제완화, 이자율의 하락 등과 결부되어 있다

(정준호, 2008). 계량분석을 통해서는 은행대출

과 주택시장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온전히 파악하

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Cameron et 
al.(2006)은 거시 경제변수를 사용하는 최근의 주

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들이 신용조건의 변화 등

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연

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주택 금융제도에 엄청난 변

화가 일어났다. 외환위기 이전에 부동산 개발과 

투자 관련 부문은 신용통제 부문으로 지정되어 이 

부문으로의 은행대출은 제한되어 있었다. 심지어 

상위 10대 재벌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부동

산을 구입할 경우 가능한 많은 부분을 자체 재원

으로 조달하도록 요구받았다. 100m2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하는 경우 가계대출은 사

실상 금지되었다. 대부분의 자금이 기업부문으로 

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주택 담보대출은 매우 제한

적이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공식적인 금융시

장과 유리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주택 금융시장이 

전체 주택금융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약 38.4%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주택금융은 사금융인 전세

제도에 의존하고 있었다(손재영, 2008).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주택 금융시장에서 커다

란 변화가 일어났다. 부동산개발과 투자 관련 부

문이 신용통제 부문의 지정에서 해제되었다. 그

리고 가계에 대한 은행대출의 요건도 상당부분 완

화되었다. 신탁법의 개정, ABS, MBS, REIT 등이 

도입되어 부동산 금융시장의 제도적 환경이 급속

도로 폐쇄체제에서 개방체제로 전환되었으며 금

융시스템도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변

동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영전략도 기업금융 중

심에서 소비자 금융 중심으로 이동하였다(정준호, 

2008; 손재영, 2008; 박원석, 2013). 이는 외환위

기가 재벌 대기업의 과도한 과잉투자에 기인한 바

가 크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경험하여 자금수요가 과거와 달리 매우 축소되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에 대한 은행대출의 신

용제약은 공급측면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규제

의 완화로 인해 느슨해졌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부동산 경기의 붐으로 인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금융규제가 단행되었다. 소위 LTV와 

DTI 등과 같은 거시 건전성 규제수단이 이자율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 대신에 부동산 금융의 신용

제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 40-60%의 상한선을 가

진 LTV와 40%의 DTI가 각각 2002년 9월과 2005
년 8월에 - 지역사정에 따라 그 조건이 차별적이

지만 - 도입되었다. LTV와 DTI에 의한 주택 금

융시장의 안정성은 각각 주택가격의 쇼크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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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쇼크를 완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DTI는 경제적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을 

억제하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전적인 장치

이지만, LTV는 금융기관의 사후적 손실을 감소시

켜 주는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 2005년 이후 부

동산 관련 금융규제는 LTV에서 DTI 중심으로 이

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허석균, 2008). 

4. 실증 분석

1) 장기 분석

(1) 분석 방법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

의 방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

를 위해 공적분에 기반한 VAR 모형을 이용한다. 

이러한 모형의 분석을 통해 주택가격과 은행대출

이 경제의 기초여건에 따른 가치와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

균형에 의해 제시된 것과 비교하여 주택가격과 은

행대출 간의 조정이 수반되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

다. 

이러한 공적분 기반의 VAR 모형을 통해 은행대

출과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 및 상호작용을 분석

할 수 있다. 시계열에 대한 예비적인 분석으로 단

위근과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실질 

은행대출, 실질 GDP, 실질 이자율, 실질 주택가

격 간의 장기 관계는 Johansen(1991)이 제안한 다

변량 공적분 검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

한 공적분 VAR 모형은 다음과 같다. 

Xt=B1Xt-1+...+BkXt-k+μ+δτt+εt

여기서 X는 거시변수들의 내생변수의 벡터, μ

는 상수의 벡터, τ는 비확률(deterministic) 시간추

세, ε는 백색 잡음 오차항의 벡터이다. 

이는 다시 벡터 오차수정(vector error correc-
tion) 모형으로 바꿀 수 있다. 

ΔXt=C1ΔXt-1+...+Ck-1ΔXt-k+1+C0Xt-1+μ+εt

이러한 Johansen 방법은 최우(maximum likeli-
hood) 추정에 기반하여 내생변수 간의 장기 관계

의 수를 나타내는 행렬 C0의 순위를 검정하는 것

이다. 

(2) 분석 결과

공적분 검정을 수행하기 전에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거시 경제자료는 흔히 시

간 종속적인 평균이나 분산을 갖기 때문에 안정적

이지 않다. 상이한 시계열에 대한 적분차수를 결

정하기 위해 ADF(Augmented Dickey-Fuller) 단
위근 검정을 수행한다. 시계열은 계절조정을 한 

1993년 1분기-2009년 2분기 자료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동수를 제외한 모든 변

수들이 I(1)에서 안정적인 시계열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장기 공적분 분석에 사용될 실질 주택가

격, 은행대출, 이자율, GDP는 모두 I(1)에서 안정

적인 시계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1은 단기 

분석에서 사용될 건축허가동수와 고용률과 같은 

다른 변수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공적분은 계량경제학적 의미에서 장기 균형이

라는 경제적 관계를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적분차수 I(1)인 단위근을 갖는 둘 이상의 변수들 

간의 비제약적인 VAR 모형 구축을 통해 이를 확

인할 수 있다(Johansen, 1991). 여기에서 공적분 

검정은 분산이 평균으로 회귀하거나 또는 어떤 시

점에서도 일정치 않은 확률적 추세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선형 시간추세(linear time trend)인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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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deterministic trend)를 가정한다. 

이러한 공적분 검정은 또한 충분한 시차를 필요

로 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차 선정의 기

준에 관한 통계량을 통해 적정 시차를 설정한다. 

LR, FPE, AIC, HQ 통계량을 보면 시차 3이 적정 

시차이지만, SC의 경우 적정 시차는 2이다. 이들 

통계량을 종합하여 볼 때 시차 3을 적정 시차로 선

택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내생변수 간의 장기 관계의 

수를 의미하는 행렬 C0의 순위의 검정은 두 가지 

통계량(예: trace와 maximum eigenvalue test)을 통

해 가능하다. 선형 결정론적 추세와 시차 3을 가정

할 경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적분(CI) 관
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5% 수준에서 기각될 수 

있다. 이는 수준 변수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변수

들이 하나의 선형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즉 장기 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행렬 C0가 C0=αβ′로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α와 β는 (4×1) 벡터이다. 

β는 공적분 계수로 내생변수의 장기 관계를 나타

내고, α는 β′x가 주어진 경우 내생변수의 장기 균

형에 대한 동태적인 조정을 가리킨다. 

표 3은 실질 은행대출에 대해 정규화할 경우 CI 
벡터 파라미터의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실질 GDP에 대한 실질 은행대

출의 장기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점이다. 즉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질 은행대출이 실질 GDP보
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외환위기 

표 2. 적정 시차의 선택 기준

 시차 LogL LR FPE AIC SC HQ

0 -6.249 - 1.64E-05 0.336 0.474 0.390 

1 369.080 689.129 1.26E-10 -11.445 -10.753 -11.174 

2 403.877 59.327 6.85E-11 -12.062 -10.816* -11.573 

3 431.268 43.107* 4.80e-11* -12.435* -10.636 -11.730*

4 439.853 12.384 6.33E-11 -12.192 -9.839 -11.270 

5 452.221 16.221 7.55E-11 -12.073 -9.166 -10.934 

주:  1)  LR(sequential modified LR test), FPE(Final prediction error),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HQ(Hannan-Quinn information criterion)

      2) *는 5% 수준에서 유의함.

표 1. 단위근 검정 결과: ADF 검정

변수 수준 1차 차분

실질 GDP -2.994  (T) -5.401** (C)

실질 은행대출 -2.378  (T) -2.984*  (C)

실질 주택(아파트)가격 -2.224  (T) -4.279** (C)

 실질 이자율 -2.999  (T) -5.161** (C)

건축허가동수 -3.108* (C) -

고용률 -2.690  (C) -4.647** (C)

주: 1) T는 시간추세와 상수가 모두 포함된 것을, 반면에 C는 상수만 포함된 것을 가리킨다. 

     2) *, **는 각각 5%와 1%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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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융자유화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 이자율과 실질 주택가격에 대한 실질 은행대

출의 장기 탄력성은 각각 0.07과 -0.14로서, 이는 

장기적으로 실질 이자율과 주택가격이 10% 상승

할 경우 실질 은행대출은 0.7% 감소하고, 실질 주

택가격은 1.4%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조정계수 α의 표준오차를 보면, 실질 은행대출

이 CI 관계에서 편차로 파악되는 불균형에 조정되

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Gerlach and Peng(2005)과 같

이, 실질 GDP와 실질 주택가격이 약한 외생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변수들이 약한 외생

변수라는 제약을 가하고 LR 검정을 수행했는데, 

χ2(2)=3.121(p-value=0.210)로 나타나 이 제약은 

기각될 수 없다. 따라서 실질 GDP와 주택가격이 

약한 외생변수인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격과 은행

대출 간의 인과관계에서 보면, 주택가격이 은행대

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공적분 분석은 1994년 1분기-2009
년 2분기 기간 동안에 실질 은행대출, 실질 GDP, 

실질 이자율, 실질 주택가격 간에 하나의 장기 균

형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OECD 국가를 사례로 한 Hofmann(2004)
과 홍콩을 대상으로 한 Gerlach and Peng(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단기 분석

(1) 분석 방법

장기 균형 분석과 더불어 주택가격과 은행대출

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공적분 관계의 분석에서 

사용되지 않은 다른 거시변수들이 추가된다. 이는 

은행대출과 주택가격의 단기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서 예를 들면, 오차 수정항, 수요와 

공급요인을 반영하는 고용률, 주택공급실적 등이 

부가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택가격과 은행대

출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에 더욱더 다가설 

수 있다. 

표 3. 공적분 분석 결과(1994:1-2009:2)

시차 Johansen trace 검정

3

r=0 r≤1 r≤2 r≤3

64.189 21.413 7.638 2.292
(0.001) (0.332) (0.505) (0.130) 

Johansen maximum eigenvalue 검정

r=0 r≤1 r≤2 r≤3

42.776 13.776 5.346 2.292 

(0.000) (0.384) (0.698) (0.130) 

변수
β와 α벡터

β (SE) α (SE)

실질 은행대출(L)  1.000 (0.000) -0.204 (0.039) 

실질 GDP(Y) -1.401 (0.112) -0.045 (0.034) 

실질 이자율(RI)  0.066 (0.007) -6.257 (2.693) 

실질 주택가격(P) -0.139 (0.070) -0.084 (0.06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p-valu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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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단기 관계를 분석하는 데 수반되

는 계량경제학적인 문제가 있다. 은행대출과 주

택가격의 변동 간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동시성의 편의(simultaneity bias)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Davidson and 
MacKinnon(1989)이 제안한 Hausman 검정을 수

행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된다.

Y=β0+β1Z+β2X3+e

여기서 Z는 내생 변수이다. X1와 X2가 Z에 대한 

도구변수라고 한다면, 도구변수의 사용 여부에 대

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OLS에 의

해 얻어진 추정치가 일치성을 갖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모든 외생변수의 함수로서 각 내생변수의 잔차

들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Z=γ0+γ1X1+γ2X2+γ3X3+μ

그리고 잔차 Z-res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회

귀분석을 재차 수행한다.

Y=δ0+δ1Z+δ2X3+δ3(Z-res)+ε

만약 δ3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과 다르다면, 

OLS 추정결과는 일치성을 갖지 않는 추정량이라

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2SLS, 즉 도구변수 추

정을 해야 한다.

Gerlach and Peng(2005)과 같이, 회귀분석은 일

반-특수(general-to-specific) 방법에 따라 시차를 

조정하여 축약형(parsimonious) 모형을 도출한다. 

예를 들면, 은행대출의 변동에 관한 단기 분석에

서는 종속변수의 시차가 4이고 독립변수의 시차는 

0과 4이고 CI(-1)인 일반적인 회귀 추정모형에서 

출발한다. 일반-특수 방법은 t값에 따라 통계적으

로 가장 유의하지 않은 시차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축약형 

회귀모형이 최종적으로 도출된다. 단기 시계열 회

귀분석은 각각 실질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변동에 

대해 수행되고, 그 다음에 규제 변화가 실질 은행

대출의 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다.

(2) 분석 결과

① 은행대출의 변동

실질 은행대출 변동에 대한 단기 분석의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다양하고 많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기존의 공적분 분석에 사용된 

변수 이외에 공적분 분석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오차 수정항(CI(-1))이 추정식에 포함된다. 

Gerlach and Peng(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

기서 관심이 되는 것은 금기의 은행대출과 주택

가격 간의 동시적인(contemporaneous) 인과관계

를 규명하는 것이지, 두 변수 간의 과거와 미래값

의 인과적 관계를 예상하는 Granger 인과 분석은 

아니다.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변동 간의 높은 상

관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시성의 편의를 

파악하기 위해 전술한 Hausman 검정을 수행했

는데, 표 4에 보는 바와 같이, 잔차(Z-res)항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0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p=0.265), OLS 추정치가 일치성을 갖는다는 귀

무가설은 기각될 수 없다. 따라서 OLS 추정으로 

충분하지만 추가적으로 2SLS 추정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면 OLS의 그것과 큰 차이가 거의 

없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다. 오차 

수정항(CI(-1))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고 그 부호는 음(-)이다. 이는 과도한 은행대출

의 증가가 다음기의 은행대출의 변동을 감소시켜 

은행대출, GDP, 이자율, 주택가격 간의 안정적인 

장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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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질 이자율의 변동

은 1분기 시차를 두고서 은행대출의 변동과 음(-)

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의 상승

이 다음기의 은행대출의 변동을 감소시킨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금기와 3분

기 시차를 두고서 은행대출의 증가와 정(+)의 관

계가 있다. GDP의 증가는 동시적으로 은행대출

의 증가와 정(+)의 관계가 있다.

은행대출의 단기 변동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

하면, 1990년 초반-2000년대 후반 기간 동안에 

주택가격의 상승은 은행대출의 증가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즉 주택가

격의 상승이 은행대출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

다는 것을 시사한다. 

② 주택가격의 변동

은행대출의 변동에 대한 단기 시계열 회귀 분석

과 마찬가지로 시차가 4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설정된 일반적인 회귀모형에서 출발하여 전술한 

일반-특수 방법에 따라서 적정 회귀모형을 도출

한다(표 5 참조). 고용률의 증가가 미래 소득의 증

가에 대한 불확실성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

택 서비스와 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

여 이 변수를 단기 분석에 포함한다. 다른 한편으

로,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공급측면의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건축허가 실적을 새로운 변수로 도입

한다. 이외에도 주택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으로 규제조건(Glaser et al., 2005), 
투기적 행태, 가구의 수, 주택스톡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기초여건이외에도 여러 가지 

심리적, 제도적 요인들이 주택가격의 변동에 영향

을 미친다. 여기서는 주택가격 변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은행대출과 주

택가격 변동 간의 인과관계의 패턴을 살펴보는 것

이 더욱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거론한 변수들

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 하지만 규제조건의 변

화는 주택가격의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02년 9월에 처음 도입

된 LTV가 향후 DTI와 더불어 거시 건전성 규제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이

전과 이후를 0과 1로 구분하는 레짐(regime) 변화 

더미변수를 부가한다.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동시성 편의

를 파악하기 위해서 Hausman 검정을 수행한다. 

표 4. 은행대출 변동에 대한 단기 결정요인의 분석 결과(1994:2-2009:2)

ΔLt

Hausman 검정 OLS-white 2SLS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ΔLt-2 0.360 6.547 0.000 0.363 6.860 0.000 0.360 5.950 0.000 

ΔYt 0.379 2.414 0.019 0.327 2.368 0.022 0.379 2.230 0.030 

ΔPt 0.253 3.060 0.004 0.312 6.610 0.000 0.253 2.877 0.006 

ΔPt-3 0.158 2.707 0.009 0.137 2.543 0.014 0.158 2.388 0.021 

ΔRIt-1 -0.007 -5.172 0.000 -0.007 -5.096 0.000 -0.007 -4.988 0.000 

CIt-1 -0.141 -10.877 0.000 -0.137 -10.622 0.000 -0.141 -9.545 0.000 

C 0.009 3.541 0.001 0.010 3.734 0.001 0.009 3.185 0.002 

Z-res 0.123 1.127 0.265 - - - - - -

Adj-R2 0.868 0.867 0.820 

D-W 통계량 1.940 1.930 1.985 

주: L: 은행대출; Y: GDP; P: 주택가격; RI: 이자율; CI: 오차 수정항; C: 상수; Z-res: 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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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차(Z-res)항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여(p=0.023) OLS 추정치가 일치성

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OLS 추정치는 일치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2SLS, 
즉 도구변수 추정을 해야 한다.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2SLS 추정모형에서 금기의 은행대출 변동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를 제거하고 다시 

OLS 추정을 수행하였는데, 두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의 이자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예상한 바와 같이 주택가격 

변동과 음(-)의 관계이다. 이는 금기의 과도한 이

자율 수준은 다음기의 주택가격의 변동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건축

허가와 고용률 변화는 일반 예상과는 다른 부호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공급과 관련된 첫 번째 변수

에 대해서는 분석기간 동안에 주택시장이 일반 상

품시장과는 달리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자산시장처럼 움직였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주

택수요와 관련된 고용률 변동에 대해서는 해석하

기가 쉽지 않으며, 추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고용 증가가 일정 부분 비정규

직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의 소비 여력이 충분치 않아 주택투자 수요가 감

소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

는 소득 분위별로 상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③ 규제 변화가 은행대출의 변동에 미친 효과

참여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거의 모

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였다. 특히 이전 부동산 정

책과의 차이는 LTV, DTI와 같은 거시 건전성 규

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정준호, 2008). LTV와 

DTI는 각각 2002년 9월과 2005년 8월에 주택 담

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 이는 참여정부 동안 규제 정도에 따라 크

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LTV 

규제의 도입 시점부터 2003년 10.29대책 발표 직

전까지 은행권의 LTV 규제비율이 대체로 60%인 

시기이다(2002년 10월-2003년 10월). 둘째는 투

표 5. 주택(아파트)가격 변동에 대한 단기 결정요인의 분석 결과(1994:2-2009:2)

ΔPt

Hausman 검정 2SLS OLS-white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ΔPt-1 0.361 3.589 0.001 0.349 3.402 0.001 0.376 3.440 0.001 

ΔYt 0.613 3.911 0.000 0.725 4.313 0.000 0.714 6.245 0.000 

ΔLt 0.225 1.251 0.217 -0.027 -0.122 0.903 - - -

ΔLt-3 0.143 2.038 0.047 0.147 2.124 0.038 0.179 2.288 0.026 

RIt-1 -0.005 -2.553 0.014 -0.008 -3.714 0.001 -0.007 -5.328 0.000 

ΔEmpt-2 -1.512 -4.128 0.000 -1.110 -2.316 0.025 -1.189 -3.608 0.001 

ΔUnitt-2 0.047 3.333 0.002 0.056 3.678 0.001 0.050 3.614 0.001 

레짐 더미 -0.007 -0.503 0.617 -0.028 -1.830 0.073 -0.024 -2.652 0.011 

C 0.014 0.778 0.440 0.043 2.109 0.040 0.037 3.615 0.001 

Z-res 0.657 2.347 0.023 - - - - - -

Adj-R2 0.727 0.618 0.618 

D-W 통계량 2.144 2.333 2.366 

주: Emp: 고용률; Unit: 건축허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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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 규제비율이 40%로 강

화되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 대한 LTV 규제가 강

화되는 시기이다(2003년 11월-2005년 6월). 셋째

는 LTV 규제비율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DTI 
규제가 도입되는 시기이다(2005년 7월 이후). 여

기서 DTI 규제는 결과적으로 주택 금융대출에 대

한 거시 건전성 규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허석균, 2008). 
LTV가 도입된 2002년 3분기를 전후로 주택 금

융규제의 레짐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사용하여(표 6), 이러한 규제 변화가 은행대출의 

증가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LTV와 같은 거시 건전성 규제 도입이 레짐 변화

를 시사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레짐 더

표 6. 규제 변화가 은행대출의 변동에 미친 효과(1994:2-2009:2)

ΔLt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ΔLt-2
0.360
(6.905)

0.305
(5.803)

0.350
(6.487)

0.360
(6.233)

0.314
(5.554)

ΔYt
0.342
(2.437)

0.323
(2.612)

0.329
(2.513)

0.314
(2.285)

0.322
(2.556)

ΔPt
0.317

(6.887)
0.343
(5.716)

0.308
(6.180)

0.338
(5.938)

0.340
(5.612)

ΔPt-3
0.148

(2.682)
0.282
(4.633)

0.214
(3.912)

0.133
(1.860)

0.278
(4.503)

ΔRIt-1
-0.007
(-5.050)

-0.007
(-5.577)

-0.008
(-5.362)

-0.007
(-4.910)

-0.008
(-5.424)

CIt-1
-0.132
(-8.819)

-0.137
(-10.819)

-0.141
(-11.157)

-0.133
(-9.965)

-0.138
(-10.753)

C 0.010
(3.890)

0.013
(5.207)

0.010
(4.225)

0.010
(3.753)

0.012
(4.911)

레짐×CIt-1
-0.027
(-0.778)

- - - -

레짐×ΔPt -
-0.109
(-1.198)

- - -

레짐×ΔPt-3 -
-0.226
(-3.732)

- - -

정책1×ΔPt - -
-0.101

(-0.887)
-

-0.139
(-1.114)

정책1×ΔPt-3 - -
-0.184

(-2.854)
-

-0.249
(-3.634)

정책2×ΔPt - - -
-0.092
(-0.918)

-0.103
(-0.999)

정책2×ΔPt-3 - - -
-0.005
(-0.065)

-0.164
(-2.166)

Adj-R2 0.866 0.878 0.873 0.864 `0.874

D-W 통계량 1.946 2.061 1.951 1.955 2.048

주: OLS-white로 추정한 것이고,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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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변수를 도입한다. 그리고 주택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강도에 따라 두 개의 더미변수를 부

가한다. 정책 1은 LTV의 도입기(20002:4-2005: 
2)이고, 정책 2는 LTV와 DTI 규제수단이 동시에 

활용되는 시기(2005:3-2009:2)를 반영한다. 

모형 1은 공적분 관계에서 구조적인 전환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레짐×오차 수정항 

더미변수를 부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변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2모형은 레짐 변화에 따

른 주택가격의 변동이 은행대출 증가에 미친 효과

를 검토하기 위해 상호작용항 레짐×ΔPt와 레짐

×ΔPt-3을 도입한 회귀모형으로 후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 이는 규제 도입의 효과가 3분기 시

차를 두고서 주택가격의 변동과 그에 따른 은행대

출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모형, 4모형, 5모형은 규제조건의 강화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회귀모형이다. 모형 5를 기

준으로 보면 LTV 규제가 점차로 강화되는 정책 1
과 LTV와 DTI 규제가 모두 사용되는 정책 2 모

두에서 3분기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의 변동과 그

에 따른 은행대출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모형 2의 결과와 

동일하다. 3분기 시차 때문에 규제조건이 강화된 

모형 4의 경우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형 5에서 두 가지 

더미변수 모두를 포함할 경우 두 더미변수 모두 3
분기 시차를 두고서 주택가격의 변동과 그에 따른 

은행대출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요약과 결론

1990년대 초반-2000년대 후반 기간을 대상으

로 장기 공적분 분석과 시계열 단기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공적분 분석은 주택가격 변수가 약한 외

생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은

행대출과 주택가격 간의 인과성의 패턴이 주택가

격 상승`→`은행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

한다. 또한 단기 시계열 분석은 은행대출과 주택

가격 변동 간의 동시적인 인과관계의 방향이 후자

에서 전자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

지만 3분기 시차를 두고서 은행대출 변동이 주택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0년대 초·중반에 각각 도입된 LTV와 

DTI와 같은 거시 건전성 규제는 대출에 대한 신용

기준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신용 증가의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데에 기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규제의 변화는 부동산

과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경험적인 분석 결과는 홍콩을 사례로 한 

Gerlach and Peng(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분기 시차를 두고서 은

행대출 증가가 주택가격의 상승을 야기했다. 따라

서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사이에는 시차를 두고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경험적 연구 결과는 과도한 은행대출이 동시적으

로 주택시장의 활황을 야기했다는 논리를 일단 유

보하게 만든다.

그 대신에 경제 전반 또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미래 기대의 변화에 따른 2000년대 초·중반의 주

택시장의 활황이 - 부동산 시장의 본래적인 비탄

력적인 공급을 감안하면 - 주택가격의 변동을 야

기하고 이에 따라 주택 담보가치와 대출수요가 증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은행대출이 증가했다는 

논리가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보다 적실성을 갖기 위해

서는 금융 접근성의 확대를 가능케 한 금융부문의 

규제완화 없이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

규제의 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활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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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금융시장에서 LTV 

·DTI와 같은 거시 건전성 규제는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부문

의 주택시장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고 감소시켜 은

행시스템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금융

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점점 더 통합되는 현재의 시

장 환경에서 이러한 거시 건전성 규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

1) 본고에서 분석기간이 1993-2009년에 한정되는 것은 가계

에 대한 은행대출 자료의 가용성 때문이다. 분석에 사용되

는 은행대출에 대한 1993-2009년 시계열 자료를 한국은

행에서 입수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새로운 시

계열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명목변

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한다. 

2) 이자율은 회사채(장외3년, AA- 등급) 수익률이다 실질이

자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명목 물가상승률은 전

년 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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