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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질적 벡터자기회귀모형(Qualitative Vector Autoregression Model: 이하

Qual VAR)을 이용하여 부동산정책, 거시변수 및 부동산 가격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Qual VAR 모형의 장점은 정책의 규제 수준을 내생적으로 정하며 모든 정책을 종합적

으로 분석한다는 점이다. 부동산정책의 충격반응함수 추정 결과 가격 안정화 정책은 단

기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급 활성화 정책은

주택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

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에 있어서 수요억제책은 장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었으며 공급 활

성화 정책은 장단기 모두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거시변수의 충격반응함수 추정 결과

금리충격은 주택가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

액 충격 시 주택가격은 공급 활성화와 수요 억제 양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건설수주액 충격 시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의 거품을

형성했기 때문일 수 있다. 총 산업생산 충격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해 분석 결과 금리는 주택가격 자체를 제외하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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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

다. 기이한 현상이라 일컫는 이유는 거래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가격이 지속해

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거대한

유휴자본 그리고 판매자들의 담합1)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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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정부의 9월 13일 대책 발표 직후인 14일에서 20일까지 1주일 동안 접수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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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시 가격억제정책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시장의 과열 현상은 완화되는 조짐

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정책 발표는 발표 그 자체로서 시장에 전하는 메

시지가 크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압축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압축적인 도시

화 현상이 있었다. 1970년대 연평균 10%를 넘는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서울의

산업화가 진행되자 서울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강북에 제한적이었던 기존의 서울에서 이제는 확장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

었다. 1963년 서울의 경계는 확장되었고 1970년 11월 양택식 서울시장이 발표한

남서울 개발 계획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까지 본격적인 강남 개

발이 시작되며 강남 부동산 신화는 탄생하였다. 1963년의 땅값을 기준 100으로

놓았을 때 1979년 학동의 땅값 지수는 13만, 압구정동 8만 9,000, 신사동 10만이

었다. 16년간 학동의 땅값은 1,333배, 압구정동은 875배, 신사동의 경우 1,000배가

올랐다. 같은 기간 신당동과 후암동의 경우 각각 25배 상승하는 데 그친 것에 비

교하면 급격한 가격 상승이었다(한종수․강희용, 2016). 부동산 투자를 통해 근로

소득이나 정상적 투자보다 훨씬 더 큰 이윤을 만들 수 있다는 이때의 국민적 경

험은 주택을 주거의 대상뿐만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도 여기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 문제는 사회 문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태우 정권은 1991년 8월 집값 상승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며 그 의지를 표명하였

다. 이에 따라 시장은 잠시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후 집권한 김영삼 대통

령은 금융실명제 실시,2)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부동산실명제 등 부동산 투

기 세력을 겨냥한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을 제외한 주택시장은 안정화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던 중 한국은 1997년 12월 3

일 IMF 구제금융 요청이라는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이한다. 이 사건은 주택시장

에도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하여 한국 경제와 함께 주택시장 역시 침몰하기 시작

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을 이어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주택가격의 붕괴를 막고

건설업 회사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공급확대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다. 재

허위 매물 신고건수는 3,017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그 전 1주일인 7일에서 13일까지의

5,418건에 비해 2,401건(44.3%) 줄어든 수치다. 이를 통해 판매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2) 토지거래 허가제와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 조사가 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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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구당 2,000만 원 기금지원, 매년 임대주택 1만 호 건설, 천안․대전․목포

3개 지역 신시가지 조성, 국민임대주택 3만 5,000호로 확대, 양도세 한시 면세, 분

양가 자율화,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서민 주택자금 지원규모 3조 원 확대 등

대대적인 공급확대정책과 수요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주택시장의

완전 붕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2001년 8월 23일 대한민국의 IMF 관리체계가 종료될 때쯤 다시 부동

산 투자는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하여 김대중 정부

는 2002년 1월과 3월 투기자 세무조사 착수와 기준시가 상향 조정,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요건 강화 등 투기억제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때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이후 지속되었다. 이후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부동

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공급확대정책을 가미한 강력한 수요억

제정책을 통해 특정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정권 초기 종합

부동산세 신설과 LTV 규제 강화로 대표되는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의 발표로 주

택 시장은 다소 안정화되는 듯해 보였으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는 것은 실패하였다. 이후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

에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에 급상승할 것 같던 집값은 2008

년 세계 금융위기를 맞이하며 침체기를 겪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속적인 공급확

대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하여 침체기를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집값

은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다. 이후 2011년 한 차례의 유럽 재정위기와 함께

찾아온 짧은 침체기를 제외하면 박근혜 정권하에서 집값은 지속해서 상승하였다.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해서 가격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계속하여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

을 안정화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 이유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부동산 가

격의 이익은 소수의 사람이 가져가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나눠 받기

때문이다. 멀리 있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이은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 사회는 이미 IMF 시절 부동산 가격 붕괴에 따른 피해를 경험한

바 있으며, 설령 붕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다른 사

람의 주거권을 해친다는 의미에서 그 폐해가 다른 시장의 불안정보다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만은 아니다. 우리

보다 앞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국가들에서도 부동산정책은 그 필요성을 인정받

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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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시장 실패를 하는 이론적 이유는 부동산의 경우

외부 효과를 많이 받는 재화이며, 거래의 회수가 낮고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

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이란 이러한 시장 실패로 인하여 훼손된 국민 전체의 공

익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정책을 정책 유형별로 분류하자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격억제

정책과 과도하게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나

눌 수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거

나 외환위기와 같이 국내 경기가 좋지 못하여 건설 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을 부

양해야 할 경우 사용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격억제정책의 경우 급격

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부동산 가격 폭등을 경험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억제정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사용된다. 첫 번째

는 가격 안정화 정책이고, 두 번째는 공급확대정책이다. 양자는 모두 부동산 시장

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정치 세력에 따라 그 비중을 둔

정책은 차이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양자의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은 2015년 12월을 기준지수 100으로 설정하고 1991년 1월부터 2017

년 4월까지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녹색 막대는 공급확대(활

성화) 부동산정책의 발표 시점을 나타내고 붉은 점선 막대는 수요억제(가격 안정

화) 부동산정책의 발표 시점을 나타낸다.3)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은 학계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부동산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부동산정책의 경우 정량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였다. 첫째는

부동산정책을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안혁근(2011), 오정석(2005), 김진

수(2013), 최지황(2013), 김재규(2010), 최일용(2012)은 부동산정책을 더미변수화하

여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방법은 소수의 선택된 정책에

대한 분석만이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질적 벡터자기회귀모형

(Qualitative Vector Autoregression Model: 이하 Qual VAR)을 이용하여 1991년

부터 2017년까지 존재하는 모든 주요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3) 수요억제(가격 안정화) 부동산정책과 공급확대(공급 활성화)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보다 자

세한 내용은 이후에 나오는 <표 1>과 <표 2>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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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와 부동산정책

두 번째 방법은 정책의 규제 수준을 평점화하여 이용하는 방법이다. 정재호

(2007), 서수복(2008)은 정책의 규제 수준을 평점화하여 정책변수로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규제 수준이 외생적으로 정해지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Qual VAR 모형을 활용하여 규제 수준을 내생적으로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별성

을 갖는다. 부가적으로 논하자면 Qual VAR 모형의 또 다른 장점은 낮은 빈도의

변수(정책 발표)를 높은 빈도의 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 활성화 정책과 가격억제정책 중 어

떠한 정책이 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효과적인지를 분석한다. 공급 활성화와

가격억제 둘 중에 어떠한 정책이 더 효과적인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있을 때마다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그 우선순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

쟁점이다. 둘째, 부동산 가격과 정부정책 및 거시경제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본고의 구성은 선행 연구 논문의 소개로 서론을 마친 후, 제Ⅱ절에서는 가격

안정화 정책의 정책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Ⅱ절 제1항에서는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의한다. 제Ⅱ절 제2항에서는 Qual VAR 모형과 제약

조건을 설명한다. 제Ⅱ절 제3항에서는 자료 및 기초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제Ⅱ

절 제4항에서는 추정 결과를 설명한다. 제Ⅲ절에서는 제Ⅱ절과 같은 방법으로 공

급 활성화 정책 효과 분석을 시행한다. 제Ⅳ절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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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

1.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선행 연구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문헌 연구이다. 김경민․이창석(2017)은 이전 정부

들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조망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규제 일

변도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로 인한 부

동산 시장의 침체와 하우스 푸어 양산, 자율시장 조절 메커니즘의 붕괴를 우려하

였다. 그러나 문헌 연구 논문은 실증분석이 부재하여 논리를 증명하는 데 한계점

을 갖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증분석 중심의 선행 연구를 선발하여 정리한다.

둘째는 정책의 시행 여부를 더미변수화한 연구이다. 안혁근(2011)은 1998부터

2010년까지 존재했던 부동산정책의 시장개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 가지

부동산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로는 2005년 8월 시행했던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개혁 방안’이다. 위 부동산정책

은 부동산의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

책이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두 번째로는 2008년 9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선정하

였다. 이를 선정한 이유는 앞의 정책들과는 다르게 양도세 합리화, 종부세 부담

완화, 비수도권 매입임대 요건 완화와 같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이기 때문이

다. 세 번째로 선정한 정책은 2009년 9월 실시한 주택구매용 대출 DTI 규제의

수도권 전역 도입이다. 이를 선정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해서 펼치던 주

택거래 활성화 정책과는 다른 수요 감소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개입을 분석

하기 위하여 간여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노무현 정권에서 시행한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정책은 실제

적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2008년 시행한 세제개편안

(9.11)도 실제적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실시한 주택구매용

대출 DTI 규제 수도권 전면 확대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석(2005)은 자기 회귀오차 모형으로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요 부동산정책을 네 가지 선정하고, 선정된 주

요 부동산정책에 더미변수를 부여하여 아파트매매가격지수와 총통화, 건축허가

면적, 주가지수, 회사채 수익률 등과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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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강남의 경우 부동산정책 순응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도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수(2013)는 1991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

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변화율, 주가지수 수익률을 설명변수로 하여 VAR

모형을 통해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정책과 같이 수치화하기 힘든 변

수들은 더미변수화하여 적용하였다. 더미변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우선 부동산 활성화 정책(더미변수 1), 부동산 가격억제정책(더미변수 2), 세

가지 외부충격(더미변수 3)으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세 가지 외부충격으로는

국제금융 외환위기,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촉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

기, 1993년 8월의 금융실명제가 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경우 김대중․이명박

정부 기간이 해당하며, 억제정책의 경우 노태우․김영삼․노무현 정권의 기간이

해당한다. 분석 결과 역대 모든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나타내지 못했다.

최지황(2013)은 거시변수와 정책더미변수를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는 2003년 10

월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과 2005년 8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선정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는

2008년 11월 경제 난국 극복 종합대책과 2010년 9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지원 방안을 선정하였다. 거시경제변수로는 CD금리(91일

물), 총통화 평균증가율, 코스피지수, 주거용지가 변동률을 이용하며 부동산 가격

은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사용하였다. 지역은 전국을 서울과 6대 광역시로 분류하

였다. 실증분석은 간여 시계열 분석 방법과 다중 회귀분석 방법이 이용되었다. 분

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노무현 정부의 10.29 정책이 부동산 가격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세 번째 방법은 정책변수를 외생적으로 생성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서수복(2008)은 1986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부동산정책 발

표를 월별로 정리하고 해당 부동산정책의 내용을 전문가 3인에게 의뢰하였다. 부

동산정책의 수준에 따라 가장 강한 수요억제정책으로는 최댓값인 +3을 적용하고,

가장 강한 수요 활성화 정책이나 가장 강한 공급확대정책의 경우 최솟값인 -3을

갖도록 하였다. 해당 정책변수를 아파트 가격과 함께 VAR 모형을 통해 충격 반

응과 분산분해 분석을 해본 결과,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정책 순

응적이나 참여정부 하에서는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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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차순(2010)은 1987년부터 2010년 4월까지의 부동산정책을 계량화한 정책 수

준을 정책변수로 사용하여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토지매매가격 변동률과 함

께 VAR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4) 분석한 결과 아파트 매매시장은 문민정부

이전에는 대전․대구․부산시장이 정부의 정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서울

의 경우 미미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다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정

부에서는 대구시장만이 정책 순응성을 보이다 효과가 사라졌고 서울․대전․부

산은 부동산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다 효과가 사라졌다. 참여정부에서는 부동

산정책에 약한 순응을 보였고, 서울과 대전은 8개월 정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3개월 정도 후부터 정책 순응성을 보이다가 사라졌으며,

서울은 7개월 정도 후에 부동산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재호(2007)는 기준 월인 1988년 1월에 기준치 100의 값을 적용하고 이후에

부동산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수요억제정책의 경우 -1을 수요확대정책의 경우 +1

을 가산하였다. 이렇게 얻어낸 부동산정책지수와 함께 부동산의 지역별 가격지수

로 VA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88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이다. 분석 결과 부동산정책의 경우 전국적으로 2개월 후부터 반

응하기 시작하여 3～4개월 사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

산 억제정책을 주로 폈던 참여정부 시기를 별도로 분석하였는데, 참여정부가 목

표로 했던 강남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상당 부분 반대로 반응했지만 대전 등 지

방은 순응적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Logit 모형을 이용한 분석도 하였는데 본 모

형에서 부동산의 값은 하락의 경우 1 유지와 상승의 경우 0에 해당한다. Logit

모형에서도 역시 앞서 생성한 정책변수를 이용한다. 마찬가지로 가격억제정책을

주로 시행한 참여정부 시절을 따로 분석하였는데,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억

제정책에 대하여 계수 값이 양으로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러한 현상은 강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로짓 모형

의 분석은 설명력이 낮았다.

2.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선행 연구

김송배(2016)는 VAR 모형과 VECM 모형을 이용하여 아파트 매매가격, 주택

담보대출,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인구, 총통화량,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 주택공급

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가격은 경제활동인구 충격에 대하여

4) 최차순(2010)은 서수복(2008)과 같이 전문가 3인에게 의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김민재․김원중 47

음(-)의 반응, 총통화량 충격에 대하여 음(-)의 반응, 경제성장률 충격에 대하여

양(+)의 반응, 이자율 충격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 충격과 주택담보대출금 충격 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공급 충격 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철(2008)은 VECM 모형을 이용하여 금리, 주가,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를 연

구하였다. 분석 결과 금리충격에 대하여 아파트 매매가격은 외환위기 이후 음(-)

의 반응을 보였으며, 주가충격에 대하여도 외환위기 이후 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수(2012)는 VECM 모형을 이용하여 아파트가격지수, 소비

자물가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물가충격 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선우(2015)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 아파트

거래량 간의 관계를 VECM과 VA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파트

가격은 주택담보대출 충격 시에 양(+)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

택담보대출 금리충격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

금란(2012)은 199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월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택자금대출금, 종합주가지수,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를 VA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자금대출 충격에 대하여 아파트 가격은 양(+)의 반응

을 나타냈으며 아파트 가격과 주가는 동조가격의 성향을 보였다. 아파트 가격은

분산분해 결과 내재적 변화가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윤영식․성주환(2014)은 VAR 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변수들과 서울 아파트

전세 값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인과관계를 통하여 시기를 세 구간으로 나누

어 거시경제변수들이 서울 아파트 전세 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

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87년 1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이다. 분석 결과 전

체 기간에서 아파트 전세 값은 실질GDP 성장률 충격에 대하여 양(+)의 반응, 회

사채 수익률 충격에 대하여 음(-)의 반응, 소비자물가상승률 충격에 대하여 음(-)

의 반응, 주가지수변화율 충격에 대하여 양(+)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석(2007)은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경제활동 참가

율, 회사채 수익률, 건설수주액을 설명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 건설

수주는 주택가격에 음(-)의 영향, 회사채 수익률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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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형의 설정

1. 정책 시점 파악

1) 가격 안정화 정책 시점 파악

한국 최초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1967년 11월 29일 발표된 부동산 투

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으로 그 내용은 서울과 부산에서 부동산 양도 시 차

액의 50%를 부동산 투기 억제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박신영 외, 2007). 이

후로도 급격하게 치솟는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쳐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1991년 1월부터로 하였는데 이는

정책 및 거시변수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에 의한 것이다.

가격억제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거래규제정책이 있다.

그 예로는 투기지역 지정, 재당첨금지제도, 주택거래신고제도, 부동산실명제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조세강화정책이 있다. 그 예로는 거래세(등록세 및 양도세) 강

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강화, 실거래가 등기 과표 현실화, 개발이익

환수제, 주택 구매자금 출처 조사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금융규제정책이 있다.

그 예로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이 있다.

이 세 가지 정책수단은 모두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표 1>은 199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있었던 주요한 가격 안정화 정책

발표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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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월 발표 내용

1991 8 토지초과이득세법 도입

1993 8 금융실명제 도입: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구매자금 출처 조사

1994 11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도입(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주택 임대사업을 제도화,

규제)

1995 3 부동산실명제 도입

1995 9 기업 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

2002 1 투기자 세무조사 착수, 기준시가 상향 조정

2002 3 투기과열지구 분양권전매요건 강화, 무주택가구주 우선 분양

2002 8 재건축 아파트 자금 출처 조사

2002 10 투기혐의자 국세청 통보, 투기지역 양도세에 대하여 실거래가 과세

2003 1 충청권 토지 거래 감시구역 지정

2003 5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1순위 자격제한 및 재당첨 제한 부활, 수도권 투기과

열지구 지정

2003 9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분 전매제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2003 10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투기지역 LTV 40% 강화

2004 2

주태거래 신고제 시행,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제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공개념 제도 도입 준비, 토지거래허가 요건 대폭 강화, 투기지역 추

가 지정

2004 10 토지 및 주택의 과세기준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신설

2005 2 판교 일괄 분양 등 판교 투기 방지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2005 5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 과세, 보유세 실효세율 단계적 인상

2005 8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가구별 합산 6억 원 이상으

로 확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2006 3 주택거래 신고지역 자금조달 계획 신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 방지

2006 11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2007 1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

대, 투기지역 민간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

2009 8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 규제 도입

2016 11 강남4구 등 투기 과열지역의 분양권 전매금지 및 1순위 청약조건을 강화

2017 6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대출 규제 강화, 조정 대상 지역 확장, 재건축 조합

원 주택공급 수 제한

2017 8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지정,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2017 10 신DTI, DSR 도입, 중도금 대출 보증 축소

<표 1> 주요 가격 안정화 부동산정책 발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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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활성화 정책 시점 파악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수요억제정책만큼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공

급 활성화 정책이다. 시장에서 공급 부족은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

부 차원의 대규모 공급확대정책,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는 대표적인 공

급 활성화 정책이다. 저가 주택, 혹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대책도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분류한다. <표 2>는 199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

지 있었던 주요한 공급확대정책 발표를 요약한 것이다.

<표 2> 주요 공급 활성화 부동산정책 발표 시점

연도 월 내용

1997 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1998 2 수도권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1998 5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한시 면세, 토지거래 허가, 분양권 전매 한시 허용

1998 6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재개발사업 기금지원

1998 12 민영주택 분양가 추가 자율화, 양도세 한시 감면범위 확대

1999 3 재건축 가구당 2,000만 원 자금지원

1999 5 중소형 주택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1999 8 임대사업 등록요건 완화, 매년 임대주택 1만 호 건설

2000 1
서민주택 자금지원 3조 원 확대,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면제, 부동

산 규제 해제

2000 7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 확대(주택건설촉진대책)

2000 8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건설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2000 11 천안, 대전, 목포 3개 지역 신시가지 조성, 비수도권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2001 1 매입 임대 사업자 보증 한도 확대

2001 3 전월세 서민 보증 금융사 지원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2001 5 신축주택 구매 시 양도세 한시 면제, 국민주택 취․등록세 한시 감면

2001 7 소형 평형 공급확대

2001 9 국민임대 3만 5,000호로 확대, 수도권 매년 600만 평 공공택지 공급

2002 5 2003년부터 10년간 국민임대 100만 호 건설

2002 9 수도권에 최소 2개의 신도시 건설

2003 1
6년간 수도권 153만 호 공급, 보급률 100% 달성,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 선

정 예정

2003 5 국민임대주택 5년간 50만 호 건설

2003 9 10년간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 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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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 속

2005 8 주택공급 확대

2006 11 2010년까지 수도권 164만 호 공급, 신도시 택지개발 기간 단축

2008 6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매입 임대료건 완화

2008 8

30년 장기 보금자리론 확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지방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재건축규제 합리화, 분양가상한제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축소 및 수

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2008 9 연평균 50만 호 주택공급,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공급, 분양가 인하

2008 10
투기지구 해제, 건설사 유동성 지원, 주택건설사업자의 부채 상환용 토지

매입

2008 11 투기지구 해제, 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

2009 1
도심 역세권 뉴타운에 소형 주택 집중 공급, 사업 촉진을 위해 요건 완화,

계획수립 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특례 적용

2009 4 보금자리주택의 시범지구 지정

2009 8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국민임대주택 조기 공급

2009 8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 모두 공급,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계획 확대,

도심재개발

2011 5 수도권의 녹지, 비도시, 용도 미지정지역 등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2013 4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2013 7 건설사 대상 주택담보대출 보증, 후 분양 대출 보증 시행

2014 2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 임대소득 과세방지정비(연간 2,000만 원 이하 분

리과세)

2014 9
재건축 연한 완화, 청약 1순위 조건 완화, 수도권청약 1, 2순위 통합 및 기

간 단축(2년에서 1년으로)

2014 10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확대(임대주택리츠 1만 가구 확대 등),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의무임대 기간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

2014 1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기간 연장

2015 1
규제개혁, 택지지원, 자금지원,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도입

2015 9
정비사업 규제 완화, 독거노인 및 대학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공급 활성화,

뉴스테이 활성화,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2016 4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물량을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3만

호 → 30만 호,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1,000가구 공급)

2017 11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급, 공적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분양 공급확대,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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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al VAR 모형

본 모형은 Dueker(2005)와 Tillmann(2015)의 논의에 기초하여 논의하고자 한

다. 이진법(binary)으로 표기된 종속변수 ∈ 는 잠재변수 에 의해 생성된다.

    i f 
 ≤ 

 i f 
  

(1)


  

        ∼ (2)

여기서,   은 설명변수의 집합이다.

k개의 내생변수들과 의 시차를 지닌 Qual VAR는 다음과 같다.

      (3)

    
(4)

여기서, 
는 정책 발표가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으며, 없는 경우 0의 값을 갖

는다. 은 시차 다항식 행렬이다. 는 상수이며 는 오차항이다.

Markov Chain Monte Carlo(MCMC)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Tillmann(2015)의 논의를 따른다. 우선 VAR 계수인 을 추정한다. 은 OLS에

의해 주어진 평균과 분산을 가지며 정규분포를 구성한다. 두 번째로 공분산 행렬

(∑)로는 역행렬이 취해진 Wishart 분포를 추정한다. 잠재변수 의 경우 절단된
정규분포(truncated 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 Deuker(2005)와 Tillmann(2015)

의 논리를 따라 사후 분포(posterior distribution)의 수렴을 위하여 첫 번째 5,000

번을 폐기하고 10,000번을 반복(iteration) 시행한다. 잠재변수인 정책변수가 Qual

VAR를 통하여 구해지면 이후에는 구해진 정책변수와 나머지 변수를 이용하여

표준적인 VAR 모형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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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약조건

1) 가격 안정화 정책 분석 시 제약조건

Qual VAR를 이용하여 발표 더미를 연속 변수화할 때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

책의 경우 주택가격과 물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그 이유는 물가

상승보다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때 이를 투기적이라고 생각하여 가격 안

정화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VAR 모형에서의 제약조건은 한 가지인데 단기제약 조건으로서 그 내용은 정

책은 모든 변수에 시간을 갖고 반응한다는 것이다. 단기제약 조건의 순서는 부동

산정책, 산업생산, 건설수주액, 금리, 부동산 대출, 물가, 부동산 가격의 순서이다.

이는 Stock and Watson(2005)의 논의에 기초하여 실물변수들과 같이 반응이 느

린 것은 앞에 배치하였고 명목변수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반응이 빠른 것은 뒤에

배치한 것이다.

2) 공급 활성화 정책 분석 시 제약조건

Qual VAR를 이용하여 발표 더미를 연속 변수화할 때 공급 활성화 정책은 부

동산 가격, 물가, 건설수주액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물가 상승보다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 공급 활성화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이고, 건

설수주액은 주택 시장의 신규 공급량으로서 공급 활성화 정책의 고려 대상이기

때문이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자료의 특성

모든 자료는 월별 데이터로서 199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데이터를 이

용하였으며 전 산업생산지수, 주택건설 수주액, 무담보 콜금리(1일), 예금은행 주

택자금대출,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의 경우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5) 금리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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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로그화하였으며 차분변수이다. 가격 안정화 정책 발표를

이진법화하는 과정은 <표 1>을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1>에서는 안정

화 정책을 발표한 월을 알 수 있는데 해당 월이 1로 표기되며 해당하지 않는 월

의 경우 식 (1)이   이 된다. 
의 값은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자가 진 부분은 가격 안정

화 대책이 시행된 월을 나타내며 굵은 선이 Qual VAR로 추정된 가격 안정화 대

책 시행 경향변수이다.

<그림 2> Qual VAR로 추정된 가격 안정화 대책 시행 경향

한편, 활성화 정책 발표를 이진법화하는 과정은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2>에서는 공급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월을 알 수 있는데 해당 월

이 1로 표기되며 해당하지 않는 월의 경우 식 (1)이   가 된다. 
의 값은

가격 활성화 대책을 시행할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자가 진 부분은 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행된 월을 나타내며 굵은 선이

Qual VAR로 추정된 공급 활성화 대책 시행 경향변수이다.

5) 통계 작성 기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2012년까지는 국민은행에서 공표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2013년 1월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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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Qual VAR로 추정된 공급 활성화 대책 시행 경향

한편,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표 3> 기초통계량

자료명 표본 수 평균 표준오차 최소 최대

차분 주택가격지수 328 0.0016 0.0060 -0.0277 0.0297

차분 CPI 328 0.0027 0.0043 -0.0066 0.0250

차분 대출액 328 0.0095 0.0118 -0.0413 0.0888

차분 콜금리 328 -0.0357 0.8230 -3.5900 7.2900

차분 수주액 328 0.0067 0.4092 -1.7411 1.3810

차분 산업생산 328 0.0047 0.0228 -0.1178 0.0710

한편, 실증분석을 위하여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한다. 단위근 검정은

ADF(Augmented Dickey-Fuller)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모든 차분변수들이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적시차

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에 의거 12로 설정하였다.

2. 가격 안정화 정책변수를 이용한 추정 결과

1) 충격반응함수 분석

충격반응함수는 특정 변수에 대하여 일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다른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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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표현한다. <그림 4>는 가격 안정화

정책과 총 산업생산, 건설수주액, 금리, 주택대출액, 물가지수, 자체 충격이 주택

가격에 어떠한 충격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보여 준다. 점선은 ±1 표준오차 범위를

의미한다.

<그림 4> 가격 안정화 정책변수를 이용한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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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정화 정책충격 시 주택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하락하다가

10개월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안정화 정책

충격 발생 시 장기적으로(12개월 후) 종합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002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경제적으로 판

단할 경우 하락폭이 너무 작아 정부정책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생산 충격 시 주택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 고찰과 같은 결과로 총 산업생산량의 증가는 국민 소

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연결된다. 산업생산량의 증가라는 충

격이 발생하면 12개월 후 장기적으로 0.37%만큼 주택종합지수가 상승하며 장기

적으로 수렴한다. 이 결과는 김송배(2016),6) 윤영식․성주환(2014)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건설수주액에 대하여는 건설수주액에 양(+)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주택가격이 유의미하게 상승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신규 건설주택이 늘어날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결과로서 Q가 증가한다면 P는 하락한다는 기존의 경제학

적 상식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론과 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는 가격 안정

화 정책일 때뿐만 아니라 공급 활성화 정책을 정책변수로 넣고 분석하였을 때도

나타났다. 이는 김송배(2016)8)의 분석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상승이 주택매매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이희석

(2007)의 분석 결과와도 상반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건설수주액이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12개월 후 0.51%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설명

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규 건설수주액 지수는 건설

수주가 완전히 확정되어 변수가 없는 한 공급되는 건설수주액을 나타낸다. 따라

서 신규 건설주택은 수요가 큰 지역에 공급이 확정된 신 주택으로 간주해야 한

다. 수요가 큰 지역에 발생하는 공급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들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형성되는 거품이

6) 김송배(2016)는 경제성장률 충격 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양(+)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7) 윤영식․성주환(2014)은 실질GDP 성장률 충격 시 서울아파트 전세 값은 상승한다고 분석

하였다.

8) 김송배(2016)는 주택건설 실적을 주택공급변수로 삼아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분석한 결

과 음(-)의 결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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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신규 주택의 공급이 확정되면 그 주택에 대한 입주권 경

쟁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투기 세력이 형성되어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는 것이

다. 실제 예로 특정 지역에서 재건축이 시행될 것이라는 소문만으로 집값이 상승

하는 경우나 신규 주택에 대하여 갭 투자를 하려는 경우는 시중에 많다. 마지막

으로, 신규 건설수주액이 시장 전체의 Q를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은

신규 물량뿐만 아니라 중고 주택도 많은 수가 시중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금리충격 시 주택가격은 4개월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가 4개월부터

음(-)의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12개월에 -0.55%를 나타내며 장기적으로 수

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이 주택가격 하락을 유발한다는 것은 경제이

론적으로도 합당한 결과이다. 금리 상승은 대출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가구의 주택 구매 비용을 올린다는 점에서 수요 감소를 유발하여 가격 하락을

초래한다. 그뿐만 아니라 금리는 부동산 투자와는 대체재 관계인 금융상품의 투

자 수익률이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이 부동산 수요의 하락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 결과는 박종철(2008),9) 윤영식․성주환(2014),10) 이희석(2007)1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하여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것

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하여 금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위한 정책수단이 아니라고 뜻을 표명하였다. 금리가 부동산 가격만을 위

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다수의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바이나 위 분석 결과

를 통해 살펴보면,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대출액, 물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2) 분산분해 분석

분산분해 분석은 다양한 부동산정책 및 거시충격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보여 준다. <표 4>는 가격 안정화 정책변수를 이용한

분산분해 분석의 결과를 보여 준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책은 1.43%, 물가는 1.011%, 주택구매용 대출은 0.068%로

그 영향이 크지 않았다. 산업생산은 5.153%로 경기는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에

9) 박종철(2008)은 외환위기 이후 금리충격 시 아파트 가격은 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0) 윤영식․성주환(2014)은 회사채 수익률 충격 시 아파트 전세 값은 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1) 이희석(2007)은 회사채 수익률이 주택매매가격과 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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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액은 8.324%로 신규 물량의 가격에 대

한 영향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9.661%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금리 역시 주택가격 안정화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표 4> 가격 안정화 정책변수를 이용한 부동산 가격의 분산분해 분석 결과

충격

반응
정책 산업생산 건설수주 금리 주택대출 물가 주택가격

즉시 0.177 0.277 0.979 0.089 0.042 0.048 98.385

3개월 후 0.287 4.188 3.206 1.654 0.026 0.473 90.163

6개월 후 0.585 6.160 7.181 7.645 0.008 0.700 77.718

12개월 후 1.430 5.153 8.324 9.661 0.068 1.011 74.347

3. 공급 활성화 정책변수를 이용한 추정 결과

1) 충격반응함수 분석

<그림 5>는 공급 활성화 정책과 총 산업생산, 건설수주액, 금리, 주택대출액,

물가지수, 자체 충격이 주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공급 활성화 정책 충격 시 주택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

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주택가격 하락의 효과가 나타났던 가격 안정

화 정책과 다른 결과이다. 산업생산 충격에 대하여 주택가격은 8개월 이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였으나 8개월 이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

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생산 충격 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김송배(2016)12)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건설수주액과 금리에 대하여는 앞

서 제Ⅱ절 제4항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주택 대출액 충격, 물가충격 시 주택가격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12) 김송배(2016)는 경제성장률 충격 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양(+)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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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급 활성화 정책변수를 이용한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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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산분해 분석

<표 5>는 가격 안정화 정책변수를 이용한 부동산 가격의 분산분해 분석의 결

과를 보여 준다.

<표 5> 공급 활성화 정책변수를 이용한 부동산 가격의 분산분해 분석 결과

충격

반응
정책 산업생산 건설수주 금리 대출액 물가 주택가격

즉시 0.374 0.278 0.443 0 0.031 0.503 98.368

3개월 후 0.137 3.460 1.710 2.529 0.232 0.061 91.868

6개월 후 0.106 4.504 4.509 9.545 0.380 0.061 80.892

12개월 후 0.070 2.746 4.579 11.630 0.297 0.106 80.568

<표 5>를 보면 공급 활성화 정책을 정책변수로 이용하였을 때 정책은 0.07%

로 가격 안정화 정책을 정책변수로 이용하였을 때 정책의 중요도인 1.43%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물가는 1.061%, 주택구매용 대출은 0.297%로 그 영향이

크지 않았다. 산업생산은 6개월에 4.504%로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다가 12개월에

2.746%로 감소하였다. 가격 안정화 정책을 정책변수로 이용하였을 때의 분석 결

과와 마찬가지로 경기의 경우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액은 4.579%로 비교적 큰 영향을 나타냈다. 금리는 11.63%로

앞선 가격 안정화 정책의 분석 결과와 같이 자체 변수를 제외하면 가장 큰 영향

력을 가진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금리 역시 주택가격 안정

화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1991년 1

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정책, 주택가격, 총 산업

생산, 주택구매용 대출, 소비자물가지수, 건설수주액, 금리를 Qual VAR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크게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활성화 정책

이 쓰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책을 가격 안정화 정책과 공급 활성화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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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격 안정화 정책충격 시 주택가격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안정화 정책충격 시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락폭이 매우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공급 활성화 정책충격 시 주택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두 가지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의 효과가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충격 반응을 살펴본 결과 금리충격 시 주택가격은 공급 활성화 정책을 정책변

수로 한 분석과 수요억제정책을 정책변수로 한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분산분해 분석 결과 금리는 수

요억제정책 분석 결과 9.66%, 공급 활성화 정책 분석 결과 11.63%로 주택가격

자체를 제외하면 모든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

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묻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시중에 유동성 과잉이 이어지는 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답변하며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3) 이

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정책적 수단으로 금리 인상을 우회적으로 논의하고

자 한 것인데 이를 두고 금리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느냐는 화두가 떠올랐다. 경제학 원리상 금리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만을

보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바 금리는 정책, 건설수주

액, 총 산업생산, 부동산 대출액, 물가 중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

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을 묻는 질의에 저금리로 인해 발

생한 유동성 과잉이 이유였다는 답변은 실증분석 결과 맞는 것으로 보인다.

두 분석 모두에서 산업생산 충격 시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분석 모두에서 건설수주액 충격 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기존의 경제학적 지식과는 상반되는 결과인데, 그 이유로는 몇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다. 첫째, 수요가 큰 지역에 발생하는 공급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들보

다 높은 가격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형성되는 거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신규 건설수주액이 시장 전체의 Q

를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주택은 신규 물량뿐만 아니라 중고 주택도

많은 수가 시중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주택 대출액 충격과 물가충격 시 주택가격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13) 2018년 10월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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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산분해 분석 결과 주택가격에 대하여 금리가 건설수주액, 산업생산,

부동산 대출, 물가, 정책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주택가격의 변동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

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정책의 충격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영향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평활화 효과

로 인해 외부충격의 영향을 엄밀히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통제하거나 지역별 영향도를 추정(예, 수도권 및 비수도권)

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파급 효과를 보다 엄밀히 추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 시 지역 확산경로와 주택가격 억제를 위한

정부정책의 지역 확산경로도 비대칭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과 관련한 연구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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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Real Estate Policy

on the Housing Price Using a Qual VAR*

14)Min Jae Kim
**
․Won Joong Kim

***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policy, macroeconomic

variables and real estate price using a Qualitative Vector Autoregression Model

(Qual VAR). Specifically, we first identify all the real estate policy-related events

and convert those announcement into continuous variables using a Qual VAR.

Real estate the policy is divided into two: the price stabilization policy and the

supply promotion policy, respectively.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shows that

the price stabilization policy shock causes housing price to fall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only in the long run. On the other hand, supply promotion shock does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housing price. Regarding the response

of housing price to macroeconomic shocks, the housing price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response to interest rate shock both in the short run and

the long run. In the case of construction order shock, housing price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response both in the short run and in the long

run. A possible explanation to this result is that people may anticipate that

building a new house will cause the house price to rise. Housing price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response to industrial production shock.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shows that the interest rate shock is the most

influential among all variables except for the housing price shock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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