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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택매매-전세가격 두 시계열 변수를 활용해

VAR(벡터자기회귀)/VEC(벡터오차수정) 모형 실증 분석을 수행하

였다. 금리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던 1999년을 기점으로 고금

리 구간(1986.1-1998.12)과 저금리 구간(1999.1-2011.12)으로 기간을

양분해 각기 구간별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저

금리 구간에서만 유일하게 주택매매-전세가격 간 음(-)의 상관관

계가 장기적으로 존재한다는 명제가 입증되었다.

이것은 2000년 이후 한국 금융시장에 정착된 저금리 구조가 초래

한 결과라 유추할 수 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 서비스

구매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주택 매입을 위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매기 주택시장에서 주거 서비스를 구매해야만 하

는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에게 주택 매입과 전세 임차는 상황에 따

라 항상 선택 가능한 대체재 관계의 주거 서비스 상품이 되어 버

렸다. 따라서 주택 매입과 전세 임차, 두 주거 서비스 상품의 가격

도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띠게 되었다.

주요어 : 저금리,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VAR, VEC, 주택담보

대출금리, 전세/매매가격비율

학 번 : 2009-2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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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동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주택시장에서는 매매가격 약세, 전세

가격 강세의 기조가 유지돼 왔다. 특히 최근까지도 지속돼 온 전세가격

폭등 양상은 많은 임대주택 생활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되었다.

정부도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

를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속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정부가 전세가격 안정을 위

해 주택 수요를 촉진시키고 그 결과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주택경기 부

양책을 중점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

화 대책에 수차례 포함된 바 있는 다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양도세 중과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이 대표적이다.1) 정부 논리는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전세 수요가 주택 구매 수요로 이동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세가격을 하

락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전세 공급 물량을 늘리는 효과

도 낼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 당국의 주택경기 부

양 논리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 연구 사례는 실제로 찾아보기가 힘들다.

당국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주택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한 계량적 방법을 동원한 보다 세밀한 분석 연구는 반드

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1) 정부가 2011년 8월 18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에는 양도세 중과 배

제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 자격 완화 조치가 포함되었

고 2011년 12월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이 포함되었다.



- 2 -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만 하는 사실은 1999년 이후로 한국 금융시

장에 완연한 저금리 구조가 정착돼 왔다는 점이다. 한국의 저금리 구조

는 당연히 주택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 시장에 대한 분석 과정에 있어서 금리 구조의 변화 양상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변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금리 구간별 실증 분

석 과정을 통해 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자 시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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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명목주택가격지수 추이

(1986-2011, 1986년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100.0)

(출처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제 2 절 분석 범위와 방법

<그림 1>은 분석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1986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

도별 주택가격지수 추이를 1986년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100.0으로 정규

화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6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까지 존재하는 월별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를 활용해 주택매매-전세시

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수준 내지는 가격 변화율 사이의 연관 관계를

VAR(Vector Autoregression, 벡터자기회귀)모형 분석과 VEC(Vector

Error Correction, 벡터오차수정)모형 분석을 시도해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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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실질주택가격지수 추이

(1986-2011, 1986년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100.0)

(출처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은행)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

표들인 회사채(장외3년, AA-등급)금리, CD유통수익률(91일)금리 모두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10% 정도의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2011년까지 완만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주택시장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01년 9월 이후의 자료만

존재하므로 구조적 변화 추이를 목격할 수 없었다. 결국 한국의 금리 구

조는 대략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금리 수준이 13∼15% 대에서 4∼6%

대로 급락하는 구조적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질 금리 수준도 명목 금리 수준보다는 그 폭이 작지

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질 금리 수준은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약 7% 정도의 폭으로 하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

장 가격 정보가 존재하는 1986년 이후 기간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된

1998년 이전 기간과 저금리 기조가 정착된 1999년 이후 기간의 두 하위

기간으로 양분해 각기 구간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두 구간별 실

증 분석 결과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저금리 구조 하에서 발생한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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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명목금리 추이 (1987-2011)

(출처 : 한국은행)

<그림 4> 연도별 실질금리 추이 (1987-2011)

(출처 : 한국은행)

에서의 변화 양상을 해석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동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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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분석 내용과 관련된 선행 연

구들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VAR, VEC와 같은 계량적 방법을 동원해

실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4장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

에 대한 해석과 현실 상황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였다. 5장 결론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와 해석, 시사점 등을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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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주택매매-전세가격 VAR/VEC 분석

1986년 1월부터 시작된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월별 결과 자

료가 충분히 누적돼 가면서 주택매매-전세가격 두 시계열 변수 간 관계

에 대한 VAR/VEC 실증 분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임정호(2006)는 누적된 국민은행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1986.1∼

2004.6) 자료를 활용해 두 시계열 변수 간 VAR 분석을 처음 시도하였

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인 월세가격지수까지 VAR 분석에 포함시켜 주

택매매-전세-월세가격 간 연관 관계를 동시에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1986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자료를 대상으로 VAR 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택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대해 Granger 인과관계를 형성하지만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대해 Granger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결론을 얻었다. 공적분 검정 결과 매매-전세-월세가격지수에 대해 1

개의 공적분 관계가 발견돼 공적분 식을 추정한 결과 장기균형 관계에서

매매가격지수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지수는 양(+)의 상관관계, 월세가격지

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임규채·기석도(2006)도 국민은행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1987∼2005)

자료를 활용해 두 시계열 변수 간 VAR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독특한 점은 주택유형(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별로 가격지수를 세분

화하여 교차 Granger 인과관계까지 검증한 점이다. 분석 결과 아파트매

매가격은 시차가 단기일 경우 모든 유형의 주택매매, 전세가격에 대해

Granger 인과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연구는 공적분 검정

수행 시 수준값들이 아닌 1차 차분값들을 사용하는 치명적 실수를 범했

다.

문규현(2010)도 국민은행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1986.1∼2009.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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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해 두 시계열 변수 간 VAR 분석을 시도했으나 특이할 만 한 점

은 1998년 12월을 기준으로 전체표본 기간을 두 개의 하위 기간으로 양

분해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또 이 연구에서는 독특하게도 변화율

값을 제곱한 변동성 값을 활용했는데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 전체

표본 기간과 1998년 12월 이후 기간에서 주택전세가격 변동성이 매매가

격 변동성에 대해 Granger 인과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지

만 변동성이라는 보편적이지 못한 지표를 사용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이영수(2010)의 주목할 만 한 점은 기존의 연구가 주택매매-전세가격

지수 간 VAR 분석에 치중한 반면 이 연구는 VEC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연구는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에 금리를

추가해 세 변수 간 VEC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기간은 IMF외환위기

를 전후해 두 하위 기간(1987.1∼1996.12, 1999.1∼2009.12)으로 구분하였

다. 국민은행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1987.1∼2009.12) 자료를 활용한

VEC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 1개의 공적분 관계가 발견됐으

며 장기균형관계에서 전세가격지수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지수와 금리 모

두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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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연구

누적된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 자료를 활용한 금리와 주택시장 간 연

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희석(2007)은 국민은행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1990.1∼2005.12)와

각종 거시경제변수들을 활용해 이들 사이의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주택매매가격지수와 거시경제변수, 주택전세가격지수와 거시

경제변수 식의 형태로 쌍을 이루어 VAR 모형을 설정한 후 거시경제변

수를 차례로 바꿔가면서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

과 경상수지, 생산자물가지수, 가계소비지출, 국민주택채권수익률, 어음부

도율, 소비자물가지수, 회사채수익률, 원-달러 환율, M2 변수가 주택매매

가격지수에 Granger 인과관계를 미치는 거시경제변수로 판명되었고 경

상수지,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M1, M2, 회사채수익률, 어음부

도율, 가계소비지출, 국민주택수익률, 원-달러 환율이 전세가격지수에

Granger 인과관계를 미치는 거시경제변수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거의 모

든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을 동원해 나열식 검정을 수행한 나머지 사실상

유효한 정보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영수(2008)는 명목이자율, 통화량, 소비자물가, 산출량, 소비, 주택가

격의 6가지 내생 변수가 포함된 SVAR(Structual VAR, 구조벡터자기회

귀) 모형을 구축한 후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주택가격지

표로는 국민은행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1987.1∼2008.6) 자료를 활용하

였다. SVAR 모형 구축 후 충격반응 분석 결과 1%의 금리 상승 충격이

당월 주택가격을 0.3% 하락시키고 19개월 후에 최고 2.8%까지 하락시키

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1%의 주택가격 상승 충격

은 3개월 후 생산을 최고 0.12%까지 상승시키고 5개월 후 소비를 최고

0.44%까지 상승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리가 주택가

격에 미치는 영향, 주택가격이 다시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적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분석해 내고 있어 한국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결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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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변수로 금리를 꼽

고 있다.

박헌수·안지아(2009)는 국민은행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2002.12∼

2009.5) 자료와 금리 변수를 사용해 VAR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

시 내 25개 각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인접한 주변 구 아파

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금리를 내생 변수들로 활용해 VAR 모형을 구

축한 후 충격반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금리 1단위 상승 충격

은 단기적으로 구별 평균주택매매가격을 0.204만큼 감소시키고 평균주택

전세가격은 0.058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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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차별성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기존 주택매매-전세가격 관계에 대한 VEC 분

석 연구들은 모두 주택매매-전세가격 두 시계열 변수 사이에 양(+)의 장

기균형 관계가 성립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주택매매-전세-월

세가격지수에 대해 VEC 분석을 수행한 임정호(2006)는 장기균형 관계에

서 전세가격지수가 매매가격지수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 그리고 금리에 대해

VEC 분석을 수행한 이영수(2010)도 장기균형 관계에서 전세가격지수가

매매가격지수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거 서비스 임차 시 물어야 하는 주택전세가격이 주거 서

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재인 주택 가격을 일정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두 연구가 내린 결론은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상 가능한 결론들이다. 하지만 주택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서로 대체

가능한 주거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대체재 거래 시장이라면 양 시

장에서 각기 결정되는 주택매매-전세가격은 일반적인 대체재 관계의 상

품 가격 간에 성립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지닐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 두 시계열 변수를 활용한

VEC 분석을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장기적으로 주택매매-전세가격이

서로 음(-)의 상관관계 관계를 지닐 수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기존 선행연구들이 도출한 분석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분석 결과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금리 구간별 분석을 통해 금리 구조 변화가 주택매

매-전세가격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연구들 중에 금리가 주택매매

-전세가격 간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리 변화가 두 시계열 변수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간단한 모형 설정을 통해 추론해 보았다. 아울러 이 추론

결과를 현실 설명력 입증을 위해 다시 한국 주택시장에 적용해 보는 과

정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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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증 분석

제 1 절 분석 자료

1. 자료 정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국민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포함된 198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12개월(26년×12

개월)에 걸친 주택매매가격지수(2011년 6월 매매가격지수 = 100.0)와 주

택전세가격지수(2011년 6월 전세가격지수 = 100.0) 월별 자료이다.(부록

<표 8>과 <표 9>를 참조) 자료의 지역적 범주는 ‘전국’이며 주택 유형

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한 ‘종합’이다. 주택매매-전세

시장은 계절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기간에 걸친 자료에

대해 계절 조정을 실시하였다. 계절 조정 기법으로는 미국 인구 조사국

에서 개발한 Census X12 기법을 사용하였다. 앞으로 수행할 모든 분석

은 계절 조정이 적용된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부록 <표 10>과 <표

11>를 참조) 그리고 실제 분석에서는 시간에 따른 두 시계열 변수의 상

승 추세를 고려해 계절 조정된 자료를 로그 변환한 후 사용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Quantitative Micro Software 사(社)의 Eviews 6를 사용

하였다.

2. 시계열 안정성 검정 (ADF 단위근 검정)

본격적 분석에 앞서 주택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두 시계열 자료

(로그 변환 자료)에 대한 안정성(stationarity) 검정을 위해 단위근(unit

root) 검정을 실시하였다. 단위근 검정 방법으로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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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 통계량
확률값

(p-value)

시차 길이

(SIC, 최대

시차 = 15)

외생 변수

수준값 -2.114187 0.5354(>0.10) 2 상수, 추세

1차

차분값
-5.502737 0.0000(<0.01) 1 상수, 추세

<표 1> 주택매매가격지수(로그 변환) 단위근 검정 결과

(귀무가설 : 단위근 존재)

구분 t 통계량
확률값

(p-value)

시차 길이

(SIC, 최대

시차 = 15)

외생 변수

수준값 -3.046987 0.1213(>0.10) 2 상수, 추세

1차

차분값
-5.896375 0.0000(<0.01) 1 상수, 추세

<표 2> 주택전세가격지수(로그 변환) 단위근 검정 결과

(귀무가설 : 단위근 존재)

수 모두 시간에 대해 확정적 추세(deterministic trend)를 가지고 있을 것

으로 판단해 확정적 추세와 상수(constant)를 포함한 단위근 검정을 수

행하였다. 시차 길이(lag length)로는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를 이용해 선택한 최적의 시차 길이를 사용하였다. <표 1>과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정 결과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

지수 두 시계열 변수 모두 수준(level) 값에서는 단위근이 존재하여 불안

정적이나 1차 차분(first difference) 값에서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아

안정적인, 1차 적분 변수 I(1) 값으로 판명되었다.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두 시계열 변수 모두 I(1) 변수로

판명되었으므로 수준값에 대한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을 통해 V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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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설정하거나 공적분 관계가 없을 경우는 차분값에 대한 VAR 모

형을 설정해 두 시계열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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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specification)

공적분 식

개수

(귀무가설)


5% 임계값

확률값

(p-value)max

<표 3> 고금리 구간(1986.1-1998.12) 공적분 검정 결과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 로그 변환 수준값 사용,

1차 차분값들의 VAR 시차 길이 = 1)

제 2 절 고금리 구간 분석 (1986-1998년)

1. 공적분 검정 (Johansen 검정)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금리 구조가 구조적 변화 양상을 보인 시점인

1999년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을 양분해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1986년

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은 금리 수준이 13∼15% 수준에 달하는 상대적

으로 금리가 높은 기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의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전세

가격지수 두 시계열 변수에 대해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적분 검

정 방법으로는 Johansen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1986년 1월부터 1998

년 12월까지 분석 대상 관찰치(observation)들은 모두 156개(12개월×13

년)이다.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모두 시간에 대해 선형의 확

정적 추세(linear deterministic trend)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①

공적분 식(cointegration equation) 내부와 외부에 모두 절편(intercept)이

포함돼 있으며 추세는 포함돼 있지 않은 형식(specification) ② 공적분

식 내부와 외부에 모두 절편이 포함돼 있으며 공적분 식 내부에 추세도

포함돼 있는 형식, 이렇게 두 가지 형식(specification) 조건 하에서 공적

분 검정을 수행하였다. 1차 차분값들의 VAR 모형에 적용할 시차 길이

는 수준값들을 이용한 VAR 모형 설정 시 SIC을 이용해 선택한 최적 시

차 길이가 2였기 때문에 이보다 하나 적은 1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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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분 식 내

추세 불포함

0
10.08690 15.49471 0.2741(>0.05)

8.563140 14.26460 0.3243(>0.05)

1 이하
1.523764 3.841466 0.2170(>0.05)

1.523764 3.841466 0.2170(>0.05)

공적분 식 내

추세 포함

0
16.83256 25.87211 0.4276(>0.05)

13.04435 19.38704 0.3245(>0.05)

1 이하
3.788216 12.51798 0.7725(>0.05)

3.788216 12.51798 0.7725(>0.05)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정 결과 ① 공적분 식 내부에 추세

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과 max 모두 공적분 식의 개수가 0이라

는 귀무가설 기각을 위해 필요한 5% 유의수준 임계값을 넘지 못했다.

② 공적분 식 내부에 추세가 포함돼 있는 경우도 과 max 모두 공

적분 식의 개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 기각을 위해 필요한 5% 유의수준

임계값을 넘지 못했다. 결국 두 형식 조건 하에서 수행한 저금리 구간에

서의 공적분 검정 결과 주택매매-전세 가격 간 공적분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공적분 검정 결과 두 시계열 변수의 수준값 간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1차 차분값을 사용하여 VAR 모형을

설정하였다. 시차 길이는 SIC을 이용해 선택한 최적 시차 길이 1을 사용

하였다. 설정한 VAR 모형을 이용해 두 시계열 변수 1차 차분값 간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하였다.

주택매매가격지수 또는 전세가격지수를 로그 변환한 후 1차 차분을

취하면 그 값은 주택매매가격지수 또는 전세가격지수의 변화율에 근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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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방향

(귀무가설)

chi-square

통계량
자유도

확률값

(p-value)

전세가격변화율

↛ 매매가격변화율

(인과관계 없음)

0.682118 1 0.4089(>0.05)

매매가격변화율

↛ 전세가격변화율

(인과관계 없음)

0.141092 1 0.7072(>0.05)

<표 4> 고금리 구간(1986.1-1998.12)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 로그 변환 1차 차분값 사용,

VAR 시차 길이 = 1)

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정 결과 두 시계열 변수 간 양방향

모두 Granger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

에서 기각하지 못하였다. 결국 로그 변환한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 1차

차분값 간 또는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 변화율 간 Granger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3. 실증 분석 결과

1986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지속되는 고금리 구간에 대한 주택

매매-전세가격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로그

변환) 수준값 사이에서 공적분 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두 시계열 변수 간

장기균형(long-run equilibrium)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었

다. 두 시계열 변수(로그변환)의 1차 차분값 간 Granger 인과관계 검정

에서도 양방향 모두 Granger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주태매매-전세

가격지수 변화율 사이에서도 인과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

었다. 결국 1999년 이전 고금리 구간에서는 주택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서 각기 결정되는 주택매매-전세가격 수준값 내지는 주택매매-전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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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율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음이 최종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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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specification)

공적분 식

개수

(귀무가설)


5% 임계값

확률값

(p-value)max

공적분 식 내

추세 불포함

0
13.02938 15.49471 0.1137(>0.05)

11.45335 14.26460 0.1329(>0.05)

1 이하
1.576036 3.841466 0.2093(>0.05)

1.576036 3.841466 0.2093(>0.05)

공적분 식 내

추세 포함

0
41.08146 25.87211 0.0003(<0.01)

34.00874 19.38704 0.0002(<0.01)

1 이하
7.072722 12.51798 0.3370(>0.05)

7.072722 12.51798 0.3370(>0.05)

<표 5> 저금리 구간(1999.1-2011.12) 공적분 검정 결과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 로그 변환 수준값 사용,

1차 차분값들의 VAR 시차 길이 = 1)

제 3 절 저금리 구간 분석 (1999-2011년)

1. 공적분 검정 (Johansen 검정)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은 금리 수준이 4∼6% 수준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기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와 전세가격지수 두 시계열 변수에 대해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

적분 검정 방법으로는 Johansen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1999년 1월부

터 2011년 12월까지 분석 대상 관찰치들은 모두 156개(12개월×13년)이

다. 상세한 검정 방법에 대한 기술은 고금리 구간에 대한 공적분 검정

방법 기술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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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공적분 식(cointegration equation)

추정량 t 통계량

   1.000000

   0.429950 3.61783

추세(t) -0.005255 -12.7617

<표 6> 저금리 구간(1999.1-2011.12) VEC 모형 추정 결과

( : t기의 주택매매가격지수 로그 변환값,

 : t기의 주택전세가격지수 로그 변환값)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정 결과 ① 공적분 식 내부에 추세

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과 max 모두 공적분 식의 개수가 0이라

는 귀무가설 기각을 위해 필요한 5% 유의수준 임계값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② 공적분 식 내부에 추세가 포함돼 있는 경우는 과 max
모두 공적분 식의 개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 기각을 위해 필요한 5% 유

의수준 임계값을 넘었으며 1% 유의수준 임계값까지 넘어 섰다. 과

max 확률값(p-value)이 0.0003(<0.01)과 0.0002(<0.01)로 각기 나타나

두 시계열 변수 사이에 공적분 식이 1개 존재한다는 명제가 99% 이상의

매우 높은 신뢰수준으로 입증되었다. 결국 저금리 구간에 대한 공적분

검정 결과 공적분 식 내외에 절편을 갖고 공적분 식 내에 추세를 포함한

형식(specification) 조건 하에서 1% 유의수준으로 주택매매-전세가격지

수 간 공적분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2. VEC 모형 추정

공적분 검정 결과를 토대로 VEC 모형을 추정해보면 <표 6>, <수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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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4.976243

계수
 식  식

추정량 t 통계량 추정량 t 통계량

공적분 식

(조정계수)
0.002903 0.39029 -0.027334 -4.99795

   0.656547 7.69721 0.135560 2.16137

   0.123781 1.36390 0.647614 9.70455

상수 0.000745 1.71603 0.001208 3.78409

        

          

        

          

<수식 1> VEC 모형 추정식

       

<수식 2> VEC 모형 내

오차수정항(좌변)과 장기균형 관계

VEC 모형 추정 결과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이하 로그변환) 간에는

<수식 2>와 같은 장기균형 관계가 성립하였다. 공적분 관계가 존재할

경우 장기에 대해 (오차수정항 또는 공적분 식) = 0의 등식이 성립하므

로 <수식 2>와 같은 등식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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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2)

<그림 5> 저금리 구간 오차수정항 추이

(1999-2011)

이항을 통해 식을 변형해 보면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의 선형 조합

(linear combination)이 완만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3.1))

다시 이항을 통해 식을 변형해 보면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식(3.2))장기균형관계

속에서 로그변환 주택전세가격지수가 1만큼 증가할 때 로그변환 주택매

매가격지수는 –0.429950만큼 감소하고 있다.

<수식 1> VEC 모형 추정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택매매가격지수

차분값()식의 조정계수 절대값 0.002903보다 주택전세가격지수 차분

값()식의 조정계수 절대값 0.027334가 9배 가량 더 크므로 장기균형

관계로부터 이탈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택매매가격보다는 주택전세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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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방향

(귀무가설)

chi-square

통계량
자유도

확률값

(p-value)

전세가격변화율

↛ 매매가격변화율

(인과관계 없음)

2.821487 1 0.0930(>0.05)

매매가격변화율

↛ 전세가격변화율

(인과관계 없음)

2.039319 1 0.1533(>0.05)

<표 7> 저금리 구간(1999.1-2011.12)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 로그 변환 1차 차분값 사용,

VAR 시차 길이 = 1)

조정 과정을 통해 균형 상태로 회복돼 갈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은 시간에 따른 오차수정항 변화 경로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오차수정항 값이 균형 값인 0을 중심으로 이탈과 조정, 회복, 다시 이탈

의 과정을 반복해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공적분 검정 결과 ① 공적분 식 내부에 추세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

우에는 두 시계열 변수의 수준값 간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

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1차 차분값을 사용하여 VAR 모형을 다시 설정하

였다. 시차 길이는 SIC을 이용해 선택한 최적 시차 길이 1을 사용하였

다. 설정한 VAR 모형을 이용해 두 시계열 변수 1차 차분값 간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하였다.

주택매매가격지수 또는 전세가격지수를 로그 변환한 후 1차 차분을

취하면 그 값은 주택매매가격지수 또는 전세가격지수의 변화율에 근사한

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정 결과 두 시계열 변수 간 양방향

모두 Granger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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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각하지 못하였다. 다만 전세가격변화율이 다음 기 매매가격변화

율에 Granger 인과관계를 미치고 있지 않다는 귀무가설이 10% 유의수

준에서 기각되었다. 결국 로그 변환한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 1차 차분

값 간 또는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 변화율 간 Granger 인과관계는 95%

신뢰수준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4. 실증 분석 결과

199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지속되는 저금리 구간에 대한 주택

매매-전세가격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로그

변환) 수준값 사이에서 공적분 관계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두 시계열 변

수 간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VEC 모형

추정 결과를 통해 두 시계열 변수 간 선형 조합이 완만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내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두 시계열 변

수 간 상관관계가 장기균형 관계 속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다는 점이다. 결국 1999년 이후 저금리 구간에서 주택매매-전세가격 수

준값 간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이 최종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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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구간별 실증 분석 결과

1986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지속되는 고금리 구간과 1999년 1월

부터 2011년 12월까지 지속되는 저금리 구간에 대해 각기 주택매매-전

세가격지수 간 VAR/VEC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

효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고금리 구간에서는 주택매매-전세가격 사이에서, 그리고 주택매매-

전세가격 변화율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

만 저금리 구간에서는 주택매매-전세가격 사이에서 장기균형 관계 형태

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2) 저금리 구간에서 유일하게 성립하는 주택매매-전세가격 간 상관관

계는 서로의 변화 방향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음(-)의 상관관

계였다. 즉 매매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면 전세가격은 하락 또는 상승

하고, 반대로 전세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면 매매가격은 하락 또는 상

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 두 가지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다음 장에서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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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 분석 결과 해석

제 1 절 주거 서비스 구매자 선택 모형

1. 모형의 한계와 가정

구간별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 주거 서비스 구매와 관련

된 간단한 선택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의 본격적 전개에 앞서 모형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자면, 지금 설정하려는 모형은 앞에서 수행한 실증분

석 결과를 해석하려는 용도를 위해 고안된 모형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주택시장에서의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만을 고려한 모형으로서 일

반균형(general equilibrium)까지 모형 내에 포괄하고 있지 못한 한계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와 유리된 모형 자체로서 유효한 의

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으며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보다 효과적으

로 전달하고자 고안된 모형일 뿐이다.

모형 설정을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매기 주거 서비스 소비가 필요

한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은 주택매매시장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혹은 주택전세시장에 참여해 전세 형식으로 주택을 임차해야만 한다. 다

시 강조하지만 모형 내에서 그들이 매기 구매해야만 하는 주거 서비스

상품은 주택 매입 아니면 전세 임차 둘 중 하나다. 그리고 전(前)기에 주

택을 매입한 구매자들은 항상 현재 기에 전세를 임차할 수 있지만 전

(前)기에 전세를 임차한 구매자들은 특정한 조건이 만족해야만 현재 기

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택 매입에서 전세 임차로의

이동은 무조건 가능하지만 전세 임차에서 주택 매입으로의 이동은 조건

부로만 가능하다. 현실에서 주택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항상 높게 유

지되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세금이나 규제, 대출 한도, 불확실한

기대주택가격 등 각종 변수들은 사상하였다. 또 주거 서비스는 불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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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4.2)

지만 주택가격 상승이나 임대료 수익을 위해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제외하였다.

2. 모형의 전개와 현실에서의 의미

모형에 의하면 매기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이 주택 매입 혹은 전세 임

차, 둘 중 하나의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균형 식은 식(4.1)

과 같다.

 : 주거 서비스 효용

 : 주택매매가격

 : 주택전세가격

 : 대출금리

 : 자기(소유)자본

식(4.1)의 좌변은 주택 매입 시 순이익이고 우변은 전세 임차 시 순이

익이다. 매기 주거 서비스 소비를 위해 주택을 매입할 시 주거 서비스

효용()과 주택가격 상승분()만큼의 이득이 발생하지만 주택가격에서

자기자본만큼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대출금리(  )가 비용으로 발

생한다. 전세를 임차할 시에는 주거 서비스 효용()만큼의 이득이 발생

하지만 전세가격에서 자기자본만큼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대출금리

(  )가 비용으로 발생한다.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은 식(4.1)의 좌변

과 우변의 값을 서로 비교한 후 주택 매입과 전세 임차 중 더 큰 순이익

이 발생하는 주거 서비스 구매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식(4.1)을 정리하면 식(4.2)을 얻게 된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이용하여 식을 정리하면 식(4.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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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4.4)

   


 ≠  (4.5)

같다.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다시 양변을 매매가격( )로 나눠 식을 정리하면 식(4.4)와 같다.

 : 매매가격 변화율,   

식(4.4)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에 대해 정리하고 등식을

만족시키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를 이라 하면 최종적으로

식(4.5)를 얻게 된다.

<그림 6>은 주거 서비스 구매자 선택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다. 은 주거 서비스 구매자에게 주택 매입과 전세 임차 간 선택 문제에

서 무차별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경계 조건이 된다. 그리고   조건이

만족해야만 식(4.1)의 (좌변) > (우변) 조건이 만족해 주택 매입 시 순이

익이 전세 임차 시 순이익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 조건은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이 전세 임차로부터 주택 매입으로 넘어 가기 위해 충족

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값이 값을 넘어 서야만

전세 임차에서 주택 매입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지므로 은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이 전세 임차에서 주택 매입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막는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모형의 가정에 따라 주택 매입에

서 전세 임차로의 이동은 무조건 가능하므로 결국 은 주택 매입과 전

세 임차 간 양방향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이기도 하다.  ≥  조건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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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0

 = 

주택 매입

(매매시장)

전세 임차

(전세시장)

이동(합리적 선택)

이동(합리적 선택)

  

(매입순이익>임차순이익)

  

(매입순이익<임차순이익)

이동(무조건 가능)

<그림 6> 주거 서비스 구매자 선택 모형

족할 경우 주택 매입과 전세 임차 간 양방향 이동은 가능해지지만 만족

을 못할 경우 주택 매입에서 전세 임차로의 이동만 가능할 뿐 전세 임차

에서 주택 매입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주

택시장 상황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지금껏

   의 범위를 보여 왔기 때문에   일 경우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의 주택 매입과 전세 임차 간 양방향 이동은 가능해지지만

  일 경우는 주택 매입과 전세 임차 간 양방향 이동은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식(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 대출금리()와 같은 방향으

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대출금리()가 하락해 도 함께 하락

할 경우 전세 임차보다는 주택 매입을 선택하려는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

이 증가할 것이다. 이 경우 전세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빠져 나가 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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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새롭게 수요자로서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 수요-공

급에 의한 가격 결정 매커니즘에 따라 전세가격은 하락하고 매매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 때 주택매매가격 변화율()이 하락해 식(4.1)의 (좌변)

< (우변) 상황, 즉 주택 매입 순이익을 전세 임차 순이익이 상회하는 상

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미 주택 매입을 선택한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은

다시 주택 매입을 포기하고 전세 임차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매매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다시 빠져 나가 전세시장에 새

롭게 수요자로서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결국 대출금리()가 하락함으로써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

이 주택 매입과 전세 임차 중 하나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

들어졌고 주택 매입과 전세 임차 간에는 대체재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저금리 구조 하에서 주택 매입과 전세 임차 간 선택의 장벽이 낮

아져 주택매매-전세가격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식(4.1)의 주거 서비스 구매자 선택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대출금리()가 상승해 주택 매입과 전세 임차 간 선택의 장

벽이 다시 높아진다면 두 시장 사이에 이루어지던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

의 이동은 다시 감소할 것이고 주택매매-전세가격 사이의 음(-)의 상관

관계도 차츰 사라져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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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현실 주택시장에 대한 적용

1. 대출금리( )의 설정 문제

앞에서 제시한 주거 서비스 구매자 선택 모형을 한국의 현실 주택시

장 상황에 적용해 보았다.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 지표로는

이미 실증 분석 과정에서 사용한 바 있는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

사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1986.1-2011.12) 월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

출금리() 지표로는 주택 구입 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2001년 9월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

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01년 9월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CD유통수

익률(91일)금리에 평균가산금리를 더한 값을 사용하였다. 은행의 변동금

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2010년 3월 COFIX(Cost of Fund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 이전까지 CD유통수익률(91일)금리에 은

행별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가 일률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주택담보

대출 금리 자료가 존재하는 2001년 9월부터 COFIX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0년 2월까지 구한 평균가산금리(주택담보대출금리-CD유통수익률(91

일)금리) 1.81%를 다시 2001년 9월 이전 CD유통수익률(91일)금리에 더

해 대출금리() 지표로 사용하였다. CD유통수익률(91일)금리 자료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1991년 3월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회사채(장외3년, AA-

등급)금리에 평균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 지표로 사용하였다. 참

고로 2009년 말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중은 92.0%에

달해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은 압도적이라 할 만 하다.

(출처 : 금융감독원 정보공개 청구자료) 이렇게 현실에서도 대다수 주택

담보대출 상품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대출금리()에 연동돼 계속해 변화

하므로, 이를 반영해 매기마다 금리 비용 변동을 가정하고 있는 식(4.1)

의 주거 서비스 구매자 선택 모형은 높은 현실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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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그림 7> 연도별 금리 및 가격변화율 추이 (1987-2011)

(주택담보대출금리 2001.8 이전 자료는 추정치)

(출처 : 한국은행,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 대출금리()와 매매가격 변화율() 검토

주거 서비스 구매자 선택 모형 식(4.4)를 다시 기술해 보면 아래와 같

다.

 : 대출금리

 : 매매가격 변화율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식에서 (좌변) < (우변) 조건이 만족할 경우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에

게는 전세 임차보다는 주택 매입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이 된다. 한

국 주택시장에서 , ,    세 변수의 연도별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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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내면 <그림 7>와 같다.

이제 모형을 구체적 현실 상황에 적용해 설명해 보자.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 이전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주택매매가격변화

율()을 항상 상회했으나 2001년 이후로 저금리 구조가 정착되면서 주택

매매가격변화율()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상회하는 구간이 발행하였

다.    값도 2000년 이전에는 대체로 주택매매가격변화율()을 상

회했으나 2001년 이후로 관계가 역전돼 주택매매가격변화율()이

   값을 대체로 상회하였다. 주거 서비스 구매자 선택 모형 식(4.4)

를 대입해 보면 2000년 이후로 (좌변) < (우변)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간

이 크게 늘어나 그 구간 내에서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로 하여금 전세 임

차보다는 주택 매입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 상황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주택 매입을 선택한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은 주택매매가격변화율

이 낮아져 (좌변) > (우변) 조건이 다시 성립할 경우 전세 임차 선택을

위해 전세시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3.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검토

이제는 모형의 현실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보자. 주거 서비스 구매자

선택 모형 식(4.5)를 다시 기술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대출금리

 : 매매가격 변화율

 : 등식을 성립시키는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식에서 등식을 성립시키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은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이 전세 임차로부터 주택 매입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막는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하는 값이다. 이 값이 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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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도별 전세/매매가격 비율 추이 (1987-2011)

(주택담보대출금리 2001.8 이전 자료는 추정치)

(출처 : 한국은행,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록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의 주택매매-전세시장 간 이동은 줄어들 수밖

에 없다. 이 값이 감소해 실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보다도

낮아질 경우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은 주택 매입과 전세 임차를 대체재처

럼 인식해 상황에 맞게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주택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서 각기 형성되는 주택매매-전세가격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국 주택시장에서 ,  두 변수의 연도별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 이전 값은 실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대체로 상회했으나 2001년 이후로 관계가 역전

돼 실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값을 대체로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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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값 사이에 2000년 이후 역전 구조가 나타난 것은 1999년 이후

크게 하락한 금리 구조가 기여한 바가 크다. 즉 2000년 이후 한국 금융

시장에 저금리 구조가 정착되면서 한국 주택시장에는 주거 서비스 구매

자들로 하여금 주택 매입과 전세 임차를 대체재로서 인식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주택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서 각기 형성되는

주택매매-전세가격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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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198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간을 고금리 구간

(1986.1-1998.12)과 저금리 구간(1999.1-2011.12)으로 양분해 주택매매-전

세가격 간 VAR/VEC 검정을 구간별로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저금리

구간에서만 유일하게 주택매매-전세가격 간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검정 결과의 해석을 위해 본 연구는 간단한 주거 서비스 구

매자 선택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을 통해 저금리 구간에서는 주거 서

비스 구매자들에게 주택 매입과 전세 임차가 서로 대체재 관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결국 금리 하락으로 인해 주택매매-전세가격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까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이것

을 다시 한국의 현실 주택시장에 적용해 한국 금융시장에 저금리 구조가

정착된 2000년 이후로 주택매매-전세가격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성

립될 수 있는 충분한 구조가 형성돼 왔음을 밝혔다. 게다가 이것은 앞에

서 언급한 실증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설명이다.

이렇게 저금리 구조 하에서 주택매매-전세가격 사이에 음(-)의 상관

관계가 성립된 이유는 주택매매전세가격의 가격 결정 요인으로서 주택이

라는 내구재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주택매매-전세시장이

라는 대체재 거래 시장에서의 시장 상황이 미치는 영향력 비중은 더욱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낮은 대출 금리로 인해 누구나

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주택매입과 전세임차는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대체재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로 인

해 주택매매-전세가격 간 음(-)의 상관관계도 더욱 강화되었다. 결국 저

금리 구조 하에서, 주택이라는 내구재 가치가 오르면 그것으로부터 파생

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오르는 전통적 양(+)의 상관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대체재 상품 가격 간 음(-)의 상관관계에 의해 사상돼 버

리고 음(-)의 상관관계만 지배적 관계로 남게 된 상황이라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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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는 2000년 이후 정착된 저금리 구조로 인해 무리

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려는 관행이 크게 늘었다. 이것이 주택

매매시장에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주

택가격 상승률이 대출 금리를 상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주택가격

이 마냥 오를 수만은 없는 일이다. 미국발 금융 위기 등 각종 외부 충격

의 여파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매매

시장에 참여했었던 주거 서비스 구매자들은 다시 극심한 원리금 상환 압

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다.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무리한 대출로 인

한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려 가난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다. 주거 서비스 구매자 선택 모형을 통해 이들의 행동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 모형 내에서 금리 하락으로 인해 주택 매입과 전세 임차 사이

의 이동을 가로막아 온 장벽이 낮아져 둘 사이의 실제 선택이 가능해지

자 이들은 주택 매입이라는 합리적 선택을 향해 주택매매시장으로 이동

하였다. 하지만 외부 충격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자 다시

전세 임차를 선택해 전세시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들의

주택매매-전세시장 간 이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주택매매-

전세가격 변동 양상을 만들어 냈다.

최근의 전세가격 폭등 양상 속에서 당국은 전세가격 안정화 조치를

수차례 발표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만 한 점은 전세가격 안정화 조치의

핵심 정책이 주택경기 부양책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당국은 적어도 직관

적으로나마 주택매매-전세가격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가격 하락을 위해 주택경기를

지속적으로 부양할 경우 주택매매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또 다른 부작용 없이도 효과적으로

전세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이 자신이 직면한 정책 딜레

마를 풀기 위한 해법을 강구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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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에 대해 지적하자면 주거 서비스 구

매자 모형이 주거 서비스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주택 구매자들의 행

동 패턴은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시장 내 투기적

행위자로서 이들의 행동 패턴까지도 설명해 내야만 주택가격 변동에 대

한 보다 정교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외 다른 거시경제변

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추가 분석도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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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86 40.2 40.2 40.3 40.0 39.8 39.6 39.5 39.5 39.5 39.5 39.2 39.1

1987 39.1 39.0 38.9 39.0 39.0 39.0 39.1 39.2 40.7 41.4 41.8 41.9

1988 42.4 43.5 44.5 45.4 45.9 46.2 46.7 47.9 47.7 47.7 47.3 47.4

1989 48.0 49.5 50.9 53.0 53.4 53.5 53.4 53.4 53.5 53.8 54.1 54.4

1990 54.8 57.5 58.9 60.7 61.4 61.6 61.8 62.2 63.9 64.7 65.5 65.8

1991 66.2 67.0 68.1 69.6 69.5 69.2 68.9 68.6 68.4 67.9 66.5 65.4

1992 65.1 65.0 64.8 64.5 63.7 63.0 62.5 62.6 63.1 63.0 62.6 62.2

1993 62.1 62.3 62.3 62.1 61.7 61.3 61.0 60.9 60.7 60.7 60.5 60.4

1994 60.4 60.4 60.4 60.4 60.3 60.3 60.2 60.3 60.4 60.4 60.3 60.3

1995 60.3 60.3 60.3 60.3 60.3 60.3 60.2 60.2 60.3 60.3 60.2 60.2

1996 60.3 60.4 60.6 60.6 60.6 60.6 60.6 60.6 60.9 61.0 61.0 61.1

1997 61.8 62.3 62.5 62.6 62.5 62.5 62.5 62.5 62.7 62.7 62.6 62.3

1998 61.8 61.0 59.3 57.7 56.3 55.4 55.2 55.3 55.0 54.6 54.4 54.6

1999 55.3 55.4 55.6 55.6 55.7 55.7 55.9 56.3 56.7 56.8 56.6 56.5

2000 56.6 56.9 57.1 57.2 57.1 56.9 56.9 57.1 57.2 57.2 57.1 56.7

2001 56.6 56.8 57.2 57.5 58.0 58.4 59.2 60.3 61.3 61.6 61.8 62.3

2002 63.9 65.5 67.1 67.7 68.1 68.4 69.1 70.3 72.0 72.4 72.4 72.5

2003 72.5 72.8 73.4 74.0 75.2 75.8 75.9 76.2 76.8 77.6 77.3 76.7

2004 76.4 76.5 76.7 76.8 76.8 76.6 76.4 76.1 75.9 75.8 75.4 75.1

2005 74.9 75.1 75.4 75.9 76.3 76.9 77.5 77.8 78.0 78.0 78.0 78.1

2006 78.4 78.7 79.2 79.9 80.8 81.1 81.3 81.5 81.9 83.0 85.6 87.2

2007 87.9 88.3 88.4 88.5 88.6 88.7 88.9 89.1 89.3 89.6 89.8 89.9

2008 90.2 90.4 91.1 91.9 92.5 93.1 93.4 93.6 93.8 93.8 93.4 92.7

2009 92.2 92.0 91.8 91.9 92.0 92.1 92.4 92.7 93.3 93.7 93.9 94.1

2010 94.2 94.5 94.7 94.9 94.9 94.9 94.9 94.8 94.9 95.1 95.5 95.9

2011 96.3 97.1 98.0 98.8 99.5 100.0 100.4 100.9 101.5 101.9 102.3 102.4

<표 8> 주택매매가격지수 월별 자료

(1986.1-2011.12, 2011년 6월 주택매매가격지수=100.0, 전국, 종합)

(출처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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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86 22.6 22.9 23.5 24.0 24.0 24.0 23.9 24.0 24.3 24.5 24.1 23.9

1987 23.8 24.2 24.9 25.6 25.7 26.0 26.0 26.1 27.4 28.0 28.5 28.5

1988 28.9 29.8 31.2 32.2 32.4 32.6 32.7 33.3 33.4 33.2 32.7 32.3

1989 32.6 33.7 34.9 36.3 36.6 36.5 36.4 36.5 37.3 38.0 38.0 38.0

1990 39.0 43.6 44.6 45.7 45.2 44.7 44.4 44.6 45.2 45.4 45.4 44.4

1991 44.4 45.2 46.5 47.5 47.1 46.4 45.9 45.8 46.1 46.4 45.9 45.2

1992 45.3 45.8 47.4 48.2 48.6 48.4 48.2 48.6 49.3 49.4 49.1 48.6

1993 48.6 49.3 50.1 50.3 50.1 49.7 49.5 49.5 49.7 49.9 49.9 49.8

1994 49.9 50.1 50.7 50.9 51.0 51.1 51.1 51.3 51.9 52.1 52.1 52.1

1995 52.1 52.6 53.3 53.6 53.6 53.6 53.5 53.6 53.9 54.1 54.1 54.0

1996 54.2 54.8 55.7 56.0 56.1 56.1 56.5 56.5 57.4 57.6 57.6 57.5

1997 57.9 58.4 58.9 59.0 58.8 58.7 58.6 58.6 58.8 58.8 58.4 58.0

1998 57.4 56.0 53.7 50.7 48.7 47.7 47.3 47.7 47.8 47.4 47.1 47.3

1999 48.2 49.6 50.6 51.3 51.8 52.1 52.6 53.4 54.7 55.3 55.3 55.2

2000 55.9 57.5 58.8 59.6 59.6 59.5 59.6 60.5 61.6 62.3 62.1 61.4

2001 61.4 62.9 64.4 65.2 65.8 66.4 67.5 69.1 70.7 71.2 71.2 71.5

2002 73.0 75.0 76.7 77.7 77.9 77.9 78.2 79.0 80.0 79.9 79.1 78.7

2003 78.6 79.2 79.8 79.9 79.7 79.2 78.8 78.7 79.0 79.0 78.5 77.6

2004 77.2 77.4 77.6 77.7 77.5 76.9 76.3 75.5 75.2 74.8 74.3 73.7

2005 73.3 73.5 73.8 74.1 74.2 74.3 74.4 74.5 75.1 75.6 75.8 75.9

2006 76.2 76.5 77.1 77.5 77.8 77.9 78.0 78.1 78.8 79.6 80.4 80.9

2007 81.2 81.4 81.8 82.1 82.1 82.1 82.2 82.3 82.5 82.7 82.9 82.9

2008 83.0 83.3 83.8 84.3 84.5 84.8 85.0 85.1 85.4 85.6 85.3 84.3

2009 83.5 83.3 83.4 83.5 83.7 83.9 84.2 84.6 85.8 86.5 86.9 87.2

2010 87.4 88.0 88.6 89.1 89.5 89.8 90.1 90.4 91.0 91.7 92.7 93.4

2011 94.2 95.7 97.4 98.5 99.4 100.0 100.8 101.9 103.3 104.2 104.8 104.9

<표 9> 주택전세가격지수 월별 자료

(1986.1-2011.12, 2011년 6월 주택전세가격지수=100.0, 전국, 종합)

(출처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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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86 40.8 40.3 40.1 39.6 39.4 39.4 39.5 39.5 39.4 39.4 39.5 39.8

1987 39.7 39.1 38.7 38.6 38.5 38.7 39.0 39.2 40.6 41.4 42.1 42.6

1988 43.1 43.7 44.3 44.8 45.3 45.8 46.6 47.9 47.6 47.7 47.7 48.2

1989 48.7 49.7 50.6 52.3 52.6 53.1 53.3 53.5 53.4 53.8 54.5 55.3

1990 55.6 57.7 58.6 59.9 60.6 61.2 61.8 62.4 63.8 64.7 66.0 66.7

1991 67.0 67.2 67.7 68.7 68.7 68.8 69.0 68.8 68.3 67.9 66.9 66.1

1992 65.6 65.1 64.5 63.8 63.2 62.8 62.6 62.8 63.1 63.0 62.8 62.6

1993 62.4 62.3 62.1 61.6 61.4 61.2 61.2 61.1 60.7 60.6 60.6 60.7

1994 60.5 60.3 60.2 60.1 60.2 60.3 60.4 60.5 60.4 60.3 60.4 60.4

1995 60.3 60.2 60.1 60.1 60.3 60.4 60.4 60.4 60.3 60.3 60.2 60.2

1996 60.2 60.2 60.4 60.5 60.7 60.8 60.9 60.8 60.9 60.9 61.0 61.1

1997 61.6 62.0 62.3 62.6 62.6 62.8 62.8 62.6 62.6 62.6 62.6 62.3

1998 61.7 60.7 59.1 57.7 56.4 55.7 55.5 55.4 54.9 54.5 54.4 54.6

1999 55.3 55.2 55.4 55.6 55.8 56.0 56.2 56.3 56.5 56.6 56.6 56.6

2000 56.7 56.8 57.0 57.2 57.2 57.2 57.1 57.0 57.0 56.9 57.1 56.8

2001 56.8 56.8 57.1 57.5 58.0 58.6 59.4 60.2 61.0 61.2 61.7 62.5

2002 64.3 65.7 67.1 67.6 68.0 68.5 69.2 70.1 71.7 72.0 72.3 72.8

2003 73.0 73.1 73.5 73.9 75.1 75.8 75.9 76.1 76.5 77.2 77.2 76.9

2004 76.8 76.8 76.8 76.7 76.7 76.5 76.3 76.0 75.7 75.5 75.3 75.3

2005 75.2 75.4 75.5 75.9 76.2 76.8 77.4 77.8 77.9 77.8 77.9 78.2

2006 78.6 78.9 79.3 79.9 80.7 81.0 81.2 81.5 81.8 82.9 85.5 87.3

2007 88.1 88.5 88.5 88.5 88.5 88.6 88.8 89.1 89.3 89.5 89.7 90.0

2008 90.3 90.6 91.2 91.9 92.4 93.0 93.4 93.6 93.7 93.6 93.3 92.8

2009 92.4 92.2 91.9 91.9 91.9 92.0 92.4 92.7 93.2 93.5 93.8 94.2

2010 94.4 94.7 94.8 94.8 94.8 94.8 94.9 94.8 94.8 94.9 95.4 96.0

2011 96.5 97.3 98.2 98.7 99.4 99.9 100.4 100.9 101.4 101.7 102.2 102.5

<표 10> 계절 조정 후 주택매매가격지수 월별 자료

(<표 8> 자료에 Census X12 적용 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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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86 23.3 23.3 23.3 23.4 23.5 23.6 23.9 24.1 24.1 24.4 24.3 24.5

1987 24.5 24.6 24.7 24.9 25.2 25.6 26.0 26.3 27.2 27.9 28.8 29.3

1988 29.8 30.2 30.8 31.2 31.6 32.1 32.7 33.5 33.3 33.2 33.1 33.3

1989 33.6 34.1 34.4 35.0 35.7 36.0 36.4 36.8 37.3 38.1 38.5 39.2

1990 40.1 44.0 43.8 44.1 44.0 44.2 44.5 44.9 45.2 45.5 45.9 45.6

1991 45.6 45.5 45.7 46.1 46.0 46.0 46.1 46.1 46.2 46.4 46.2 46.2

1992 46.3 46.1 46.7 47.1 47.7 48.1 48.4 48.9 49.3 49.3 49.3 49.4

1993 49.5 49.6 49.6 49.4 49.4 49.5 49.7 49.7 49.7 49.8 50.0 50.4

1994 50.5 50.3 50.3 50.3 50.6 51.0 51.3 51.5 51.8 52.0 52.2 52.5

1995 52.6 52.7 52.9 53.1 53.4 53.6 53.7 53.9 53.8 54.0 54.1 54.3

1996 54.4 54.7 55.2 55.6 56.1 56.3 56.8 56.8 57.3 57.4 57.6 57.7

1997 58.0 58.1 58.3 58.7 58.9 59.1 59.1 58.9 58.6 58.6 58.4 58.3

1998 57.5 55.6 53.1 50.5 48.9 48.1 47.8 47.9 47.5 47.1 47.1 47.7

1999 48.4 49.3 50.1 51.0 51.9 52.5 53.1 53.5 54.3 54.9 55.4 55.8

2000 56.4 57.3 58.2 59.1 59.5 59.8 60.1 60.5 61.1 61.8 62.3 62.2

2001 62.1 63.0 63.8 64.6 65.5 66.6 67.8 69.1 70.2 70.6 71.4 72.4

2002 73.9 75.2 76.2 77.0 77.5 78.0 78.4 79.0 79.6 79.4 79.3 79.5

2003 79.5 79.5 79.4 79.3 79.2 79.1 78.9 78.8 78.8 78.7 78.6 78.2

2004 78.0 77.6 77.3 77.2 77.0 76.7 76.4 75.7 75.1 74.6 74.3 74.1

2005 73.9 73.7 73.6 73.7 73.8 74.2 74.5 74.8 75.1 75.5 75.7 76.1

2006 76.6 76.7 77.0 77.2 77.5 77.8 78.1 78.4 78.8 79.4 80.2 81.0

2007 81.6 81.6 81.7 81.9 82.0 82.1 82.3 82.5 82.5 82.5 82.6 82.9

2008 83.3 83.5 83.8 84.2 84.4 84.8 85.1 85.3 85.3 85.3 85.0 84.3

2009 83.8 83.5 83.4 83.4 83.6 83.9 84.3 84.8 85.7 86.2 86.7 87.3

2010 87.8 88.2 88.6 89.0 89.4 89.8 90.2 90.6 90.9 91.4 92.5 93.5

2011 94.6 95.9 97.4 98.3 99.2 100.0 101.0 102.1 103.2 103.9 104.5 105.0

<표 11> 계절 조정 후 주택전세가격지수 월별 자료

(<표 9> 자료에 Census X12 적용 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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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Low-Interest Rate

Structure on House

Purchase-Jeonse Price Relation

VAR/VEC Analysis

on House Purchase-Jeonse Price Relation

on Each Interest Rate Period

Son Jong Eok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performs VAR(Vector Autoregression)/VEC(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empirical analysis using two time-series

variables, house purchase-jeonse prices. The sample period is divided

into two sub-periods, high-interest rate period(1986.1-1998.12) and

low-interest rate period(1999.1-2011.12). The latter starts at 1999

when the structural change of interest rate occurred. The empirical

analysis performed on each period respectively established that there

is a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 which has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house purchase-jeonse prices onl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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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interest rate period.

This result can be deemed due to the low-interest rate structure

established in the financial market in Korea since 2000. As the

lending interest rate growing down, the housing-service demander got

to be able to lend money for purchasing house on low cost. Thus for

the housing-service demanders who should buy housing-service every

period in the housing market, the relation between purchasing house

and jeonse(renting house) becomes substitutional between housing

service goods one of which always can be selected in any situation.

After all, the prices of two housing-service goods, purchasing house

and jeonse which have the substitutional relation come to have the

negative(-) correlation each other.

keywords : low-interest rate, house purchase price, house

jeonse price, VAR, VEC, mortgage rate, jeonse/purchase pric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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