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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과 관

련하여 수요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각 요인들이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정책모기지 관련 정책

의사결정에서 고려할 사항 및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등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디딤돌대출은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대신 일

정소득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지원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은 다른 모기지

와 마찬가지로, 주택거래량이나 주택가격 등 주택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혼인ㆍ출산 등 인구동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분석모형은 디딤돌대출금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 상

품요인과 정책요인, 주택시장요인, 인구동태적 요인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4.1월부터 2019.6월 간 패널데

이터를 구축하고, 합동OLS 회귀분석과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상품요인과 정책요인, 주택시장요인 중에서는 주택거래량과 준

공물량, 인구동태 요인 중 총전입건수와 혼인율이 대출금액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은 각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대출금액

의 변동 방향 및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정책모기지 수요는 정책금리나 자격요건과 같은 정

책결정만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주택시장이나 인구동태 요인

을 고려한 세분화된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금리인하와 자격확대는 재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서민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의 지역간 변화를 통해 서민들의 수도권 밖으로 ‘내

몰림’ 현상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정책모기지, 디딤돌대출, 고정효과 패널모형

학 번 : 2015-2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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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과 관

련하여 수요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또한, 각 요인들이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정책모기

지 관련 정책의사결정에서 고려할 사항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택담보대출시장, 즉 모기지 시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된

다. 공공부문의 3대 정책모기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대출, 중·저

소득층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금자리론, 일반 주택담보대출 수요자

를 위한 적격대출이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국토교통

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비해 적용금리가 낮고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대출금리가 낮은 대신 지원

대상 및 대상주택 요건 등 대출자격조건이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까다로

운 편이다. 또한, 디딤돌대출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비해 재원조달

에 있어서 제약이 심한 편이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재원은 한국주

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큰

제약이 없다. 그러나 디딤돌대출은 매년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주택도시기금(예산과목-주택구입·전세자금)과 이차보전대상 재원(예산과

목-이차보전지원)1)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대출

1) 은행재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재원(이하 “이차보전재원”)으로 디

딤돌대출을 실행하고 주택도시기금 제원으로 디딤돌대출 금리와 이차보전재

원의 요구금리 간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매년 이차보전재원의 예상 활

용 규모를 추정하여 이차보전지원 예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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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디딤돌대출을 중단 없이 원활히 공급하

기 위해서는 매년 대출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정책금리 인하 또는 대출지원 대상 확대와 같은 복지

확장적 정책 의사결정 시에는 해당 의사결정이 대출수요에 미치는 영향

을 미리 예측하고 가용 재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따져보는 것이 중

요하다.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요 예측결과가 크게

빗나갈 경우 해당 정책으로 인해 기 수혜집단이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해당 정책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번 발표된

복지 정책은 축소하거나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디딤돌대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각 요인별 변화에 따른 대출수요의 변동 방향 및 크기를 측정

함으로써 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우리나라 17개 시·도2)로 구분하여 설정하였

으며, 시간적 범위는 디딤돌대출이 출시된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

지 월단위로 설정하였다.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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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디딤돌대출의 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결정요인

변화에 따른 디딤돌대출의 수요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

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디딤돌대출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변수로 선정하고, 디딤돌대출의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구성

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시용될 분석기법은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합동OLS 회귀분석, 패널모형 분석이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은 이

번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과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합동OLS 회귀분석과 패널모형 분석을 통해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및 설명력의 정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디딤돌대출의 월별 신규

취급건수 및 대출금액은 주택도시기금 통계시스템을 통해 2014년 1월부

터 2019년 6월까지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특히 디딤돌대출 금리는 주택

도시기금 통계시스템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건별 디딤

돌대출 금리를 대출금액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월별로 산출하였다.

시중 대출금리, 17개 시·도별 주택거래량, 시도별 전입건수 등 분석에

활용한 각 변수들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가통계포털

(KOSIS),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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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연구방법 및 절차

서 론
ㆍ연구 목적 및 필요성

ㆍ연구의 범위 및 방법

↓

현황 분석
ㆍ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의 개념

ㆍ디딤돌대출의 특성 및 현황

↓

선행연구 고찰
ㆍ주택담보대출의 선택 결정요인

ㆍ주택담보대출의 수요 결정요인

↓

연구 설계

ㆍ연구의 분석틀, 분석모형 설정

ㆍ변수의 설정

ㆍ실증분석을 위한 가설 설정

↓

실증 분석

ㆍ기술통계 분석

ㆍ상관관계 분석

ㆍ합동OLS 회귀분석

ㆍ패널모형 분석

↓

결론 및 정책

제안

ㆍ연구의 결론 및 정책 제안

ㆍ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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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주택금융시장과 정책모기지

1. 주택담보대출의 개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자금을 지원받는 대출제도를 의미한다. 비교적 고가의 자산인 주택을 구

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대출로 충당하고 그 상환 재원은 미

래의 현금유입으로 하는 것이다(김종민, 2014).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부문은 정부가 공공자금으로 주택자금을 공급하고, 대출조건 및 대출자

의 자격을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김기태, 2017).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도시

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용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장점은 재

원조달 비용이 낮고 대출로 인한 수익창출이 강요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 비해 상품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민간

부문에 비해 고객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전국적 영업망을 확보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대출상담과 판매 등 고객대응 업무를 영업망을 갖춘

다른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위탁수수료 비용 및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

출취급 과정에서 예·적금, 펀드와 같은 수탁기관의 금융상품 이용을 권

할 경우, 대출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대출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거나 정책에 즉각적으

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민간부문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윤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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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영되어 결정되는데, 특히 예수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의 금융상품을 조달하는 비용이 비싸다. 이에

불구하고 민간부문은 대출취급 과정에서 대출이용자의 금융정보를 파악

하여 영업에 활용할 수 있고, 수요자의 요구ㆍ성향 파악과 이를 반영한

금융상품 개발이 용이하다.

2. 우리나라의 정책모기지

우리나라의 정책모기지는 1994년 4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으로 시작되었다. 주택도시기금(舊,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

로 하는 정책모기지는 2000년 3월 근로자 외의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

킨 ‘서민 주택구입자금’, 2001년 7월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인

없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확대되었다. 2004

년 3월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범하여 중·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

론’을 출시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액3)을 재원으로 하고 무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 소유자까지

도 지원한다는 점 등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과 차이를 보였다. 2012

년 3월에는 가계부채 안정을 목적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

대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 출시되었다. 2014년 1월에

는 주택도시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4)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통합되었으며, 이때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재

3) 1차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주택저당채권을 확보하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게 채권을 매각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 이때 장기의 확정수익을 선호하는 투

자자가 발행된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면, 그 자금이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액이 된다.

4) 2014년 1월 디딤돌대출로 통합되기 전까지 보금자리론은 기본형, 우대형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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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지원하고 디딤돌대출 금리와 보금자리론 금리

간 차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지급하는 이차보전 방식이 도입되었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크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세 가지

상품으로 구분된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며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6개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상품으로서 중·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적격대

출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이라는 점에서 보금자리론과 비슷하나,

은행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취급기준을 은행에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은행재원5),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액을 재원으로 하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액을 재원으로 한다.

정책모기지는 상품별 대출자격과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각

상품에 따라 혜택 및 대출한도가 다르다.

구분 기본형 우대형Ⅰ 우대형Ⅱ

소득요건 제한 없음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5,000만원

대상주택 9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5억원 1억원 2억원

5) 은행 자체 재원으로 지원 후 정책금리와 시중은행 금리 간 차액을 은행에

보전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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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자격

가구소득, 주택소유 여부, 주택가격 및 면적은 정책모기지의 대출 자

격과 조건을 정하는 지표가 된다. 디딤돌대출은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목

표로 하는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디딤돌 대출

은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며 다른 정책모기지에 비해 대출

자격과 조건이 엄격하다. 세대주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은 부부합산 연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에만 가능하다. 다만,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

구는 연 7,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구입할 수 있는 주

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

는 면 지역 100㎡)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격은 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중·저소득층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은 디딤돌대

출에 비해 대출자격과 조건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대출자격은 무주택자

뿐 아니라 일시적 1주택자까지 가능하며, 일시적 1주택자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소득요건은 일반적으로 부부

합산 연 7,000만 원 이하이나 맞벌이 신혼가구의 경우 8,500만원 이하이

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

하여 디딤돌대출의 소득조건에 비하여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나, 주택가격

은 시가 6억원 이하이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확대가 목적인 적격대출은 상대적으로 완

화된 대출자격을 적용하고 있다. 적격대출의 특징 중 하나는 소득여건으

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무주택자

혹은 일시적 1주택자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구입하려는 주택가격

은 9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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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조건

대출금리수준, 대출한도, 거치기간에 따른 3대 정책모기지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공통점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여 대출금리

수준이 낮고 최대 30년까지 대출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비교적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다른 정책모기지와 비교하

였을 때 대출자격이 까다롭지만 가장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등화되어 있고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다양한 우대

금리가 적용되어 최저 1.2%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기본 대출금리는

정책적으로 시중금리와 적정한 금리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 2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한도우대가 적용된다. 거치기간(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

는 기간)은 최대 1년, 만기는 최대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중·저소득층 실수요자를 위한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디딤돌대출과 적

격대출의 중간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디딤돌대출과 달리

대출이용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이며 미성년 3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4억원까지 가능하

다. 다만 다른 주택담보대출 상품과는 다르게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거

치기간은 설정할 수 없다.

적격대출은 다른 정책모기지에 비하여 금리가 높지만 은행의 주택담

보대출 금리에 비해서는 약간 낮거나 비슷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까지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대출만기는 10년 이상부터 최대 30년까

지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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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정책모기지 비교(2019.9월 기준)

구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운용주체
주택도시보증

공사

한국주택금융

공사

한국주택금융

공사

운용자금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MBS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2자녀이상

가구는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2년내 처분조건)

(맞벌이

신혼가구는

85백만원 이하,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2년내

처분조건)

대상

주택

5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읍 면지역 100㎡

이하)

6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읍 면지역 100㎡

이하)

9억원 이하

적용금리6)
1.7∼3.15%(고정)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2%)

고정금리

(‘19.9월 기준

2∼2.35%)

고정금리

(‘19.9월 기준

2.3∼2.77%)

대출한도

2억원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 2.4억원)

3억원

(3자녀이상 가구는

4억원)

5억원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10년, 15년, 20년,

30년

10년 이상

30년 이하

6) 2019년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 하락함에 따라 디딤돌대출과 보금자

리론 간 금리차가 감소하였다(일부 금리구간은 금리가 역전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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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주택담보대출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주택담보대출 선택의 결정요인과

수요의 결정요인으로 구분된다. 대출 선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공통된 연

구결과는 금리수준이 차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선택에 가장 큰 결정요인이

라는 점이며, 대출수요의 결정요인 연구에서는 주택수요가 주택담보대출

수요의 가장 큰 결정변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주택담보대출 선택의 결정요인

손욱(2009)은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입장에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

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선택 결정요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 즉 금리와 같은 시장요인과 차입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

한 특성요인으로 구분되는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와 같은 시장요인이고, 금리변동위험

에 대한 태도, 즉 개별 특성변수도 일부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박성욱․박갑제․김태혁(2009)는 국내 사례를 통해 차입자의 주택담보

대출 선택을 연구하였다. 2001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국내의 한 은

행에서 실제 이루어진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금리차

이 및 차입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특성변수가 차입자의 선택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차입자는 주택담보대출 선택에

있어서 고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의 금리차이를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나이, 성별, 직업, 주택가격 등 위험회피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역시 금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

가 많은 남성, 자영업 또는 개인사업자,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변동금

리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 또는 맞벌이 여부 등은 대

출선택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대출금액이 많고 대출만기가 길수록, 즉, 위험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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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고정금리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연구는 특

정은행의 대출자료를 통한 분석한 결과이므로, 국내은행의 전체대출시장

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정주(2010)는 2004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대상으로 보금자리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

적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보금자리론 금리와 시중금리 간 차이가 가장

큰 수요변동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부의 부동산규제와 경쟁 상품인

주택도시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보금자리론 수요에 부정

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성수ㆍ주민균(2011)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국내 거시 경제지표를 이용한 시장요인에 한하여 분석하였

다. 2005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형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월별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보금

자리론의 평균 대출금리(고정)와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간의 금

리차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동 범위, 미래 금리수준에 대한 차

입자의 기대, 대출계약 시점의 보금자리론 금리수준으로 선정하였다. 실

증분석 결과 보금자리론 수요의 가장 큰 결정요인은 보금자리론과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간의 금리차이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시중 주택담

보대출의 금리 변동성, 미래 금리수준에 대한 차입자의 기대가 고정금리

형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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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담보대출 수요의 결정요인

이중희(1997)는 주택자금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가구원수, 주택가격

수준,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구입 밑천(down payment), 소득수준, 대출

금리, 기타 요인(조세, 차입한도, 문화적 요인 등)이라고 밝혔다.

이용만ㆍ정희수(2002)는 시중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공

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구입이 어려운 이유

가 “주택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소득”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세 감면이 필요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용욱(2005)은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수요를 나타내는 변수(청

약저축가입액,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와 주택공급을 나타내는 변수(아파

트건설실적),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변동성이 대출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의 평당 전세가격이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

할수록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전세 대신 아예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로

전환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고채 금리

변동률과 회사채와 같은 채권시장의 수익성이 좋을수록 주택담보대출 수

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이는 아파트를 실거주가 아

닌 투자목적으로 구입하려는 수요가 채권시장 등 다른 자산투자 시장으

로 눈을 돌리면서 주택구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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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 등 가격변수이다. 둘째, 차입

자개별 특성요인 중 나이, 성별, 직업, 재산수준 등 위험회피도와 관련된

변수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고정 또는 변동)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결혼이나 맞벌이 여부 등 일부 특성요인은 주택담보대출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택수요와 공급은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부

족할수록 전․월세 등 주택임차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 상승이 클수록

주택임차 수요가 주택구입 수요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넷째, 채권․주식

시장과 같은 다른 투자시장의 수익성은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대표적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 수요 역시 대출

금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디딤돌대

출의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을수록 디딤돌대출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

다. 그러나 차입자의 개별적 특성요인은 특정변수에 따라 모기지 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특

성 중 혼인율이나 출생률, 이동건수 등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인구동태적 요인을 별도로 선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주

택의 수요와 공급 역시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주택시장 요인을 고려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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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디딤돌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 각 요인들이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그림2>의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수

들을 상품요인, 정책요인, 주택시장 요인, 인구동태 요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 그림 2 > 디딤돌대출 수요결정요인의 분석모형

상품요인은 디딤돌대출과 시중 주택담보대출 간 금리 차이로서, 디딤

돌대출의 상품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변수이다. 정책요인은 디딤돌대

디딤돌대출수요

상품 요인

• 금리차이

주택시장 요인

• 주택거래량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CSI)

• 주택 준공물량

• 코스피 수익률
(ROI)

정책 요인

• 대상가구 수

• 보금자리자격
강화(‘16.10~12)

인구동태 요인

• 총 전입건수

• 조혼인률

• 조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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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자격조건(대출신청가구의 소득수준 등)을 충족하는 대상가구 수로 선

정하였으며, 2016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 간 수요억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조건 일시적 강화7)를 더미변수로 설정

하였다. 주택시장 요인의 변수로는 주택시장 요인의 변수로는 주택수요

와 공급을 나타내는 주택거래량, 매매대비 전세가율, 주택매매시장 소비

심리지수(CSI), 주택 준공물량 뿐 아니라, 투자시장에서 주택시장가 경쟁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수익성 지표인 코스피 수익률(ROI)을 선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인구동태 요인은 가구의 이동건수를 나타내는 지역별 총

전입건수, 조혼인율, 조출생율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구성하면 다음의 식이 도출된다.

   



  디딤돌대출금액
  금리차이

  대상가구수

  주택거래량

  매매가대비전세가율

  주택매매시장소비심리지수

  주택준공물량

  코스피수익률

  총전입건수

  조혼인율

  조출생률

  보금자리론자격일시강화∼월

7) 보금자리론이 2016년 목표량(10조원) 초과 우려로 공급을 축소하기 위해 요

건을 일시적으로 강화

구분 기존 강화

소득요건 제한 없음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대상주택 9억원 이하 3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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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의 설정

(가설1) 디딤돌대출 수요는 디딤돌대출 금리와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 금리 간 차이에 의해 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주택담보대출의 선택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에서 금

리 등 가격변수가 대출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

돌대출 역시 대출 신청자는 다른 주택담보대출 대비 디딤돌대출의 금리

경쟁력을 따져보고 선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디딤돌대출의 금리 경쟁

력은 시장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비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에 따라 결정된

다. 디딤돌대출 실적과 금리차이 추이를 나타낸 <그림 3>을 보면 두 변

수 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림 3 > 디딤돌대출 실적과 금리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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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1> 디딤돌대출 수요는 디딤돌대출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 수에 의해 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정된 공적자금으로 저렴한 금리로 무주택 서민의 주택자금을 지원

하는 디딤돌대출은 일정한 대출자격조건을 두고 있다. 대출자격조건은

무주택가구 및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가구로서, 2014년 1월

디딤돌대출이 출시된 이후 변경된 적이 없다. 명목 가구소득은 증가한

반면,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

는 대상가구 수는 감소하였을 것이다. 또한 통계청에 따른 무주택가구비

율이 역시 감소하였다. 대출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 수의 감소는

디딤돌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2-2> 디딤돌대출 수요는 대체관계에 있는 보금자리론의 일

시적 자격요건에 의해 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정책모기

지로서, 2016년 보금자리론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한국주택금융공

사는 수요억제 차원에서 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요건을 2016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 간 일시적으로 강화8)하였다. 이로 인해 디딤돌대출로

의 쏠림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므로 해당 요인을 더미변

수로 설정하였다.

8) 2016년 보금자리론 공급량(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를 억제

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요건을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다.

구분 기존 강화

소득요건 제한 없음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대상주택 9억원 이하 3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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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1> 디딤돌대출 수요는 주택거래량이 많을수록 증가할 것이다.

<가설3-2> 디딤돌대출 수요는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

율이 높을수록 증가할 것이다.

<가설3-3> 디딤돌대출 수요는 주택가격 상승 및 거래량의 증가

등 주택매매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질수록 증가할 것이다.

<가설3-4> 디딤돌대출 수요는 주택공급, 즉 주택 준공물량이 늘

어날수록 증가할 것이다.

<가설3-5> 디딤돌대출 수요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감

소할 것이다.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림 4>는 디딤돌대출 실적과 전국 주택거래량의 추이

를 보여주고 있다.

< 그림 4 > 디딤돌대출 실적과 전국 주택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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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가격은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다(허용욱, 2005).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할수록 주택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구매 수요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증가시

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 또는 주택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높아질수록 주택구입 대기수요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여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준공물량 역

시 주택공급을 증가시켜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한편, 주식과 부동산은 자산시장의 대표적 투자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상호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수익률이

개선되면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투

입은 주춤할 것이고, 그 결과 주택구입 수요가 감소하여 디딤돌대출의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4-1> 디딤돌대출 수요는 이동 가구수가 많을수록 증가할

것이다.

<가설4-2> 디딤돌대출 수요는 혼인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할 것이다.

<가설4-3> 디딤돌대출 수요는 출생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할 것이다.

디딤돌대출 수요는 주택구입 수요를 증가시키는 인구동태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에 전입하는 세대수가 많을수록,

혼인율이 증가할수록, 출생율 증가로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주택구입

수요가 증가하여 디딤돌대출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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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각 변수의 설명

1. 종속변수: 디딤돌 대출금액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월별 디딤돌대출금액 또는 월별 디딤돌대출

건수로 선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되는 디

딤돌대출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

제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출건수보다는 대출금액을 종속변수로

선정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월별 디딤돌대출금액은 주

택도시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17개 시․도별로 구분하여 확보하였다.

한편, 독립변수들이 각각 다른 단위로 표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디딤돌대

출금액에 로그를 취하여 독립변수 1단위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율

을 측정하기로 한다.

2. 상품요인: 금리차이

상품요인은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9)와 주

택도시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월별 디딤돌대출의 가중평균금

리10)와의 차이이며,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3. 정책요인

연도별 디딤돌대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 수를 추정하기 위

해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 수를

17개 시․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다만, 주거실태조사는 2016년 이

전에는 격년단위로 조사되어 2015년의 대상가구 수는 2014년과 2016년

9) 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기준 금리

10) 건별 대출금리를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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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하였다. 한편, 2016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시행된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요건 일시적 강화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4. 주택시장 요인

주택시장 요인 중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과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CSI), 코스피 수익률(ROI)은 주택수요와 관련된 변수이고, 주택 준

공물량은 주택공급 관련 변수이다. 주택거래량은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다. 해당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가통

계포털에서 월별 및 지역별 자료를 확보하였고, 특히 준공물량과 주택거

래량은 지역별 인구 편차를 감안하여 주민등록 1000세대 당 수치를 구하

여 활용하였다. 코스피 수익률(ROI)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월별 자료를 확보하였다.

5. 인구동태 요인

인구동태 요인은 주로 주택구입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총

전입자수, 혼인율, 출생율이다. 총 전입자 수는 지역별 인구 편차를 감안

하여 주민등록 1000세대 당 총 전입건수를 구하여 활용하였고, 혼인율과

출생률은 1000명당 수치를 나타내는 국가통계포털의 조혼인율과 조출생

율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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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변수의 정리

구분 변수명 단위 변수정의 및 측정 출 처

종속변수 디딤돌 대출금액 로그 Log(월별 디딤돌대출금액(억원)) 주택도시기금 관리시스템

독

립

변

수

상품

요인
금리차이

bp

(0.01%)

월별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 기준) –

월별 디딤돌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 기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택도시기금 관리시스템

정책

요인

대상가구 수 만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수 주거실태조사

보금자리론

일시강화
0,1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강화 해당월 1,

나머지 월은 0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

시장

요인

주택거래량 건/천세대 주택거래량 / 주민등록세대수 X 1000 국토교통 통계누리

매매대비 전세가율 % 주택 전세가 / 주택매매가격 국토교통 통계누리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CSI)
0∼200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
국가통계포털

준공물량 호/천세대 준공실적 / 주민등록세대수 X 1000 국토교통 통계누리

코스피 ROI % 월별 KOSPI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인구

동태

요인

총 전입건수 건/천세대 총전입건수 / 주민등록세대수 X 1000 국가통계포털

조혼인율 쌍/천명 결혼(쌍) / 주민등록인구 국가통계포털

조출생율 인/천명 출생(인) / 주민등록인구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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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 디딤돌 대출금액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17개 시·도별 디딤돌대출금액은

<표 3>, <표 4>과 같다.

전국 월평균 대출금액은 8,174억 원이며, 2016년 11∼12월, 2017년 8∼

9월, 2018년 2∼3월에 대출금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3월에는 14,285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반면, 디딤돌대출이 출시된

2014년 1월의 1,413억 원을 제외하고는 2016년 5월의 대출금액이 4,142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17개 시·도별 월평균 대출금액은 경기>서울>대구>인천>경남>

부산>충북>경북>충남>광주>울산>전북>전남>대전>강원>세종>제주

순으로 나타났다. 월간 대출금액은 2018년 2월 경기가 5,567억 원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4년 10월 대구가 2,453억 원, 2018년 3월 서

울이 2,375억 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17개 시·도 중 경기와 서울의 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평균 40%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8월 54%

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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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디딤돌대출 월별 지원 실적

시기 대출건수(건) 대출금액(억원) 건당금액(만원)

’14년

1월 1,744 1,412 8,095

2월 6,573 5,862 8,919

3월 7,437 6,476 8,707

4월 9,229 7,969 8,634

5월 7,742 6,798 8,780

6월 7,743 6,866 8,868

7월 7,390 6,544 8,855

8월 7,593 6,840 9,008

9월 7,011 6,254 8,920

10월 10,382 9,484 9,135

11월 8,772 8,160 9,303

12월 9,031 8,464 9,372

’15년

1월 6,664 6,151 9,230

2월 7,209 6,958 9,652

3월 7,254 6,562 9,046

4월 6,004 5,292 8,814

5월 6,126 5,592 9,128

6월 8,615 7,971 9,253

7월 7,963 7,735 9,714

8월 7,387 7,137 9,662

9월 5,965 5,771 9,674

10월 7,318 7,115 9,722

11월 6,361 6,210 9,762

12월 6,672 6,747 10,113

’16년

1월 5,621 5,669 10,085

2월 5,975 6,089 10,191

3월 5,794 5,628 9,713

4월 5,222 5,073 9,715

5월 4,203 4,142 9,854

6월 6,849 7,125 10,403

7월 7,235 7,875 10,884

8월 7,620 8,437 1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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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대출건수(건) 대출금액(억원) 건당금액(만원)

9월 7,079 7,959 11,243

10월 8,635 9,783 11,330

11월 10,877 12,633 11,614

12월 11,857 13,249 11,174

’17년

1월 6,405 7,436 11,610

2월 7,466 8,787 11,769

3월 6,744 7,494 11,112

4월 6,371 6,993 10,976

5월 6,073 6,772 11,152

6월 7,780 8,906 11,448

7월 8,078 9,346 11,570

8월 9,152 11,032 12,054

9월 10,076 12,102 12,011

10월 7,527 9,048 12,021

11월 8,886 10,931 12,302

12월 9,442 11,719 12,411

’18년

1월 9,181 11,376 12,391

2월 11,194 14,263 12,741

3월 11,050 14,285 12,927

4월 9,325 11,609 12,449

5월 7,615 9,441 12,398

6월 7,758 9,739 12,554

7월 7,858 9,936 12,645

8월 7,469 9,518 12,743

9월 5,795 7,439 12,837

10월 8,218 10,654 12,965

11월 8,194 10,540 12,863

12월 6,818 8,916 13,078

’19년

1월 6,491 8,699 13,402

2월 6,589 8,874 13,467

3월 6,769 8,970 13,251

4월 6,365 8,033 12,620

5월 5,060 6,254 12,360

6월 5,003 6,335 1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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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디딤돌대출금액 현황

(단위: 억원)

< 그림 5 > 월별·지역별 디딤돌대출금액 현황

지역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서울 1,196 188 2,375 373

부산 412 80 1,031 185

대구 829 113 2,453 543

인천 517 48 919 193

광주 272 49 555 109

대전 215 36 414 74

울산 228 49 518 96

세종 119 18 315 78

경기 2,205 274 5,567 1,332

강원 186 33 497 90

충북 342 24 995 195

충남 284 37 734 173

전북 221 58 684 108

전남 220 74 552 93

경북 319 50 840 167

경남 491 77 1,099 250

제주 117 38 278 55

전국 8,174 1,413 14,285 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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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요인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디딤

돌 대출금리 간 차이는 평균 0.64%이며, 최대값은 2016년 12월 0.98%,

최소값은 2015년 4월 0.18%로 나타났다.

< 표 5 > 디딤돌대출 금리 및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시기 디딤돌대출(A) 시중주담대(B) 금리차(B-A)

’14년

1월 3.07 3.75 0.68

2월 3.08 3.71 0.63

3월 3.08 3.69 0.61

4월 3.08 3.69 0.61

5월 3.09 3.63 0.54

6월 3.08 3.58 0.50

7월 3.09 3.53 0.44

8월 3.07 3.50 0.43

9월 2.96 3.50 0.54

10월 2.85 3.38 0.53

11월 2.85 3.30 0.45

12월 2.83 3.33 0.50

’15년

1월 2.82 3.34 0.52

2월 2.80 3.24 0.44

3월 2.78 2.97 0.19

4월 2.63 2.81 0.18

5월 2.48 3.06 0.58

6월 2.50 3.01 0.51

7월 2.51 2.96 0.45

8월 2.51 2.94 0.43

9월 2.49 2.92 0.43

10월 2.50 2.90 0.40

11월 2.51 3.04 0.53

12월 2.52 3.12 0.60

’16년

1월 3.10 2.55 0.55

2월 2.99 2.55 0.44

3월 2.97 2.53 0.44

4월 2.93 2.51 0.42

5월 2.89 2.48 0.41

6월 2.77 2.26 0.51

7월 2.66 2.24 0.42

8월 2.70 2.24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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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금리차이 현황 (단위: bp)

지역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전국 64 18 98 19

시기 디딤돌대출(A) 시중주담대(B) 금리차(B-A)

9월 2.80 2.11 0.69

10월 2.89 2.07 0.82

11월 3.04 2.09 0.95

12월 3.13 2.15 0.98

’17년

1월 3.16 2.27 0.89

2월 3.19 2.48 0.71

3월 3.21 2.55 0.66

4월 3.21 2.57 0.64

5월 3.26 2.57 0.69

6월 3.22 2.57 0.65

7월 3.28 2.58 0.70

8월 3.28 2.58 0.70

9월 3.24 2.58 0.66

10월 3.33 2.58 0.75

11월 3.39 2.58 0.81

12월 3.42 2.58 0.84

’18년

1월 3.47 2.60 0.87

2월 3.46 2.56 0.90

3월 3.45 2.53 0.92

4월 3.47 2.54 0.93

5월 3.49 2.59 0.90

6월 3.46 2.53 0.93

7월 3.44 2.50 0.94

8월 3.36 2.49 0.87

9월 3.29 2.49 0.80

10월 3.31 2.41 0.90

11월 3.28 2.36 0.92

12월 3.19 2.37 0.82

1월 3.12 2.37 0.75

’19년

2월 3.08 2.36 0.72

3월 3.04 2.36 0.68

4월 2.98 2.36 0.62

5월 2.93 2.36 0.57

6월 2.74 2.34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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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요인

1) 대상가구 수

디딤돌대출 대상가구 수의 전국 평균은 723만 가구이며, 인구 수가 많

은 서울>경기>부산>인천>경남>대구>경북>대전>충남>강원>광주>전북>

충북>전남>울산>제주>세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았던 곳은 2016년

서울 191만 가구이고, 가장 적었던 곳은 2014년 세종 2만 가구로 조사되

었다.

< 표 7 > 대상가구 수 현황
(단위: 만 가구)

2) 보금자리론 일시강화

2016.10월∼12월에 시행된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강화는 전국적으로 동

시에 시행되었다.

지역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서울 183 177 191 5
부산 47 45 48 1

대구 35 33 35 1
인천 39 38 41 1

광주 20 20 20 0

대전 24 23 26 1
울산 14 13 15 1

세종 3 2 4 1
경기 181 176 186 3

강원 21 20 22 1

충북 19 18 21 1
충남 24 23 25 1

전북 20 19 22 1
전남 17 17 18 0

경북 30 29 30 1
경남 38 37 39 1

제주 8 8 9 0

전국 723 716 73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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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시장 요인

1) 주택거래량

17개 시·도별 주민등록 1,000세대 당 주택거래건수로 구한 주택거래량

의 평균은 인천>광주>부산>경기>대전>울산>대구>서울>강원>제주>세

종>충남>경남>충북>전북>경북>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았던 곳은 세종으로 2017년 6월 1,000세대 당 8.7건, 2018년 1

월 8.0건이고, 그 다음은 2015년 3월 광주, 2015년 4월 부산으로 각 7.5건

이었다. 가장 적었던 곳은 서울로서 2019년 1월∼3월 1.1건∼1.4건이었고,

울산이 2018년 9월에 1.5건으로 그 다음으로 적었다.

< 표 8 > 주택거래량(1,000세대 당) 현황

(단위: 건)

지역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서울 3.5 1.1 5.8 1.3

부산 4.6 1.9 7.5 1.6

대구 3.9 1.7 6.3 1.1
인천 4.9 2.7 7.3 1.2

광주 4.8 3.1 7.5 0.9
대전 4.0 2.9 5.8 0.6

울산 4.0 1.5 7.3 1.7
세종 3.4 1.8 8.7 1.4

경기 4.3 1.9 6.7 1.1

강원 3.5 2.0 5.8 0.8
충북 3.3 2.1 4.9 0.7

충남 3.4 2.1 6.9 0.9
전북 3.3 2.2 4.7 0.6

전남 2.9 1.9 4.2 0.5

경북 3.0 1.8 6.1 0.9
경남 3.4 1.6 6.2 1.1

제주 3.5 1.7 6.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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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대비 전세가율

주택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의 평균은 광주>전북>전남>강원>경북>대

구>충남>충북>대전>경기>인천>경남>부산>울산>제주>서울>세종 순

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았던 곳은 전북으로 2018년 3월 이후 81.7∼82.3% 이고, 그 다

음은 2017년 12월 광주 81.7%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2018년

7월부터 9월 52.1∼52.7% 이고, 세종을 제외하고는 2019년 1월부터 6월

까지 서울이 59.0∼59.4%로 그 다음으로 낮았다.

< 표 9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현황

(단위: %)

지역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서울 67.9 59.0 72.0 3.7

부산 71.5 69.4 72.7 1.1

대구 74.7 72.4 76.2 1.0

인천 72.2 64.3 77.4 4.1

광주 79.6 77.7 81.7 1.2

대전 73.9 70.8 76.8 1.8

울산 71.2 69.0 73.3 1.1

세종 58.0 52.1 68.7 4.3

경기 73.4 66.4 78.1 3.3

강원 76.1 72.0 80.0 2.7

충북 74.5 69.7 80.8 4.2

충남 74.6 70.9 76.4 1.9

전북 78.8 75.2 82.3 2.3

전남 77.0 72.4 78.9 2.3

경북 75.7 73.7 78.4 1.7

경남 71.7 70.0 74.1 1.2

제주 69.3 65.9 73.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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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CSI)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CSI)의 평균값은 서울>광주>전남>경기>

강원>부산>대구>인천>대전>제주>세종>전북>울산>충남>충북>경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았던 곳은 2015년 3월 광주와 2015년 7월 대구로 159였고, 가

장 낮은 곳은 2019년 4월 제주 59, 그 다음은 2019년 1월 울산이 67로

낮았다.

< 표 10 >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CSI) 현황

지역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서울 130 98 156 14

부산 122 86 155 19

대구 122 90 159 21

인천 121 95 148 13

광주 126 100 159 14

대전 119 102 137 7

울산 113 67 156 25

세종 114 95 144 13

경기 123 95 146 13

강원 123 77 156 22

충북 110 75 137 15

충남 113 95 144 13

전북 114 81 133 12

전남 125 107 142 9

경북 105 68 142 20

경남 107 69 139 19

제주 119 59 14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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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공물량

17개 시·도별 주민등록 1,000세대 당 주택 준공실적으로 구한 준공물

량의 평균은 세종>제주>충북>충남>경기>울산>경북>경남>광주>대구>

강원>전북>대전>전남>부산>서울>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에 비해 세종의 준공물량이 월등히 많았으며, 2014년 8월

1,000세대 당 82.2호로 가장 많았다. 세종을 제외하고는 2019년 2월 제주

가 26.9건으로 많았다.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2018년 12월 0건이고 인천

은 2014년 12월 준공허가 취소로 추정되는 사유로 음수(-)를 기록했다.

< 표 11 > 준공물량(1,000세대 당) 현황
(단위: 호)

지역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서울 1.6 0.7 3.9 0.6

부산 1.7 0.6 4.2 0.9

대구 2.3 0.3 8.2 1.5

인천 1.3 -2.2 4.7 1.1

광주 2.5 0.0 6.9 1.4

대전 1.9 0.3 5.3 1.2

울산 2.8 0.2 7.2 1.7

세종 17.0 0.1 82.2 16.9

경기 3.0 1.1 5.2 1.1

강원 2.3 0.3 7.0 1.4

충북 3.3 0.8 7.7 1.7

충남 3.3 0.5 8.3 1.6

전북 2.2 0.7 6.1 1.1

전남 1.9 0.5 5.0 1.0

경북 2.7 0.4 6.6 1.3

경남 2.7 0.8 6.6 1.1

제주 5.9 1.7 29.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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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스피 투자수익률(ROI)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코스피 주식시장의 투자수익률(ROI)

의 평균값은 0.14%이며, 최대값은 2019년 1월 8.03%, 최소값은 2018년

10월 (–)13.37%로 나타났다.

< 표 12 > 코스피 ROI 현황

(단위: %)

5. 인구동태 요인

1) 총 전입건수

17개 시·도별 주민등록 1,000세대 당 총 전입건수의 평균은 세종>경

기>제주>광주>인천>대전>서울>대구>울산>강원>충남>전북>부산>충

북>경남>전남>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에 비해 세종의 전입건수가 많았으며, 2014년 12월 1,000세대

당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을 제외하고는 2016년 2월 제주가 52.9건

으로 많았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2018년 9월 15.4건이었고 그 다음

으로 같은 기간의 경북·경남·울산·부산이 15.9∼17.1건으로 낮았다.

지역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전국 0.14 -13.37 8.03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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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총 전입건수(1,000세대 당) 현황
(단위: 건)

2) 조혼인율

인구 1,000명 당 혼인인구인 조혼인율의 평균은 세종>서울>울산>제

주>인천>경기>충남>대전>충북>광주>경남>부산>대구>강원>경북>전

남>전북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았던 곳은 세종으로 2014년 12월과 2015년 12월 각각 11.3명,

12.4명이고, 세종을 제외하고는 2014년 12월 울산과 서울이 각각 9.1명과

8.9명으로 많았다. 가장 낮은 곳은 전북으로 2018년 9월 2.4명이고, 전남·

경북·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서울 29.9 21.3 38.4 3.4

부산 26.4 17.1 34.0 3.6

대구 28.0 21.7 37.9 3.5

인천 31.5 20.1 38.2 3.7

광주 31.6 24.7 45.1 4.1

대전 30.3 20.9 45.6 4.3

울산 28.0 15.9 37.5 5.1

세종 71.9 39.0 181.0 27.3

경기 32.6 25.3 40.6 3.2

강원 26.9 19.4 37.6 4.0

충북 25.8 18.2 33.7 3.6

충남 26.6 18.8 35.9 3.5

전북 26.5 17.9 37.1 4.2

전남 23.7 15.4 35.1 4.1

경북 22.9 15.9 31.0 3.3

경남 25.7 16.1 34.3 3.7

제주 32.0 20.8 52.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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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 조혼인율(1,000명 당) 현황
(단위: 명)

3) 조출생율

인구 1,000명 당 출생인구인 조 출생율의 평균은 세종>울산>제주>경

기>충남>인천>대전>충북>경남>광주>서울>경북>전남>대구>부산>전

북>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았던 곳은 세종으로 2016년 2월∼3월 16.2명고, 세종을 제외하

고는 2014년 2월과 2015년 1월 울산이 11.2로 많았다. 가장 낮은 곳은 전

북으로 2018년 12월 4.1명이고, 부산·강원이 4.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서울 5.9 3.8 8.9 0.9

부산 4.8 2.9 7.1 0.8

대구 4.8 2.9 6.8 0.8

인천 5.5 3.6 7.9 0.8

광주 5.1 3.1 7.1 0.8

대전 5.4 3.2 8.0 0.9

울산 5.8 3.1 9.1 1.1

세종 7.0 4.3 12.4 1.5

경기 5.5 3.6 8.1 0.8

강원 4.8 3.3 6.8 0.7

충북 5.2 3.2 7.4 0.8

충남 5.5 3.5 8.1 0.9

전북 4.4 2.4 6.6 0.8

전남 4.5 2.6 6.2 0.7

경북 4.8 2.8 7.1 0.8

경남 5.1 2.7 7.7 0.9

제주 5.8 3.6 7.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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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 조출생율(1,000명 당) 현황
(단위: 명)

지역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서울 7.3 5.0 9.5 1.2

부산 6.7 4.4 8.7 1.0

대구 7.0 4.8 8.9 1.0

인천 7.9 5.3 10.0 1.1

광주 7.5 5.0 10.3 1.2

대전 7.8 5.2 10.6 1.4

울산 8.8 5.3 11.2 1.5

세종 13.0 7.7 16.2 2.0

경기 8.1 5.7 10.3 1.2

강원 6.3 4.4 8.1 0.8

충북 7.7 5.4 9.9 1.1

충남 8.0 5.4 10.5 1.2

전북 6.6 4.1 9.2 1.1

전남 7.1 5.0 9.4 1.0

경북 7.3 5.1 9.5 1.2

경남 7.7 4.9 10.4 1.3

제주 8.3 5.9 1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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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종속변수인 디딤돌대출금액과 금리차이, 대상가구 수, 보금자리론 일

시강화. 주택거래량, 매매대비 전세가율, 매매시장CSI는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공물량, 코스피 ROI, 총전입건수, 조

혼인율, 조출생율은 디딤돌대출금액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심할 경우 회귀분

석에서 회귀계수의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표준오차를 크게 만들어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11), VIF가 최대 2.98

로서 크지 않고 평균 VIF가 1.87로 산정되어,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1)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수 VIF 1/VIF

조출생율 2.98 0.3355
총 전입건수 2.80 0.3577

매매대비 전세가율 2.23 0.4489
매매시장 CSI 2.00 0.4995
주택거래량 1.97 0.5078
조혼인율 1.80 0.5569
준공물량 1.72 0.5809
금리차이 1.60 0.6241

보금자리 일시강화 1.21 0.8288
대상가구수 1.19 0.8374
코스피 ROI 1.06 0.9460
평균 VIF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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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출

금액

금리

차이

대상

가구수

보금자리

일시강화

주택

거래량

매매대비

전세가율

매매시장

CSI

준공

물량

코스피

ROI

총전입

건수

조

혼인율

조

출생율

대출

금액
1.00

금리

차이
0.18 1.00

대상

가구수
0.69 -0.00 1.00

보금자리

일시강화
0.08 0.32 0.00 1.00

주택

거래량
0.11 -0.29 0.09 0.13 1.00

매매대비

전세가율
0.15 0.13 -0.10 0.04 0.00 1.00

매매시장

CSI
0.02 -0.40 0.18 0.01 0.65 -0.03 1.00

준공

물량
-0.16 -0.01 -0.15 0.00 -0.08 -0.40 -0.03 1.00

코스피

ROI
-0.00 -0.18 0.00 -0.03 -0.02 0.00 0.03 -0.01 1.00

총전입

건수
-0.14 -0.10 -0.07 -0.00 0.10 -0.59 0.09 0.62 0.00 1.00

조혼인율 -0.11 -0.13 0.08 0.09 0.23 -0.50 0.10 0.31 -0.06 0.57 1.00

조출생율 -0.34 -0.36 -0.11 -0.06 0.22 -0.66 0.24 0.39 0.08 0.65 0.5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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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디딤돌 대출금액 결정요인 분석

1. 합동OLS 회귀분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합동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상품요인, 정책요인, 주택시장요인, 인구동태요인에 따라 4가지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1은 독립변수에 모든 요인들을 포함하여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모형1의 결과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책요인, 주택시장요인, 인구동태요인을 순서대로 하나씩

제거하여 모형2, 모형3, 모형4를 구축하였다. 대출수요에 강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요인은 모든 모형에 포함하였다. 이상의 4가지

모형에 대한 합동OLS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7>와 같다.

합동OLS 회귀분석 결과, 모형2를 제외한 모든 모형의 R2 값이 비슷하

게 나타났고, 특히 독립변수들이 모두 포함된 모형1의 R2 값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므로, 모형1을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상품요인인 금리차이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결과도 가설

과 같이 금리차이가 많이 날수록 대출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디딤돌대출 금리 간 차이가 1bp(0.01%p) 벌

어질 때마다 월간 대출금액이 0.6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책요인인 대상가구 수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상가구 수가 1만 가구 증가할수록 대출금액이 1.25%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택시장 요인 중에서는 준공물량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 즉 주

택거래량, 매매대비 전세가율, 매매시장CSI, 코스피ROI이 대출금액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량, 매매대비 전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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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ROI는 높을수록 대출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매매

시장CSI는 높을수록 대출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량

의 경우 1000세대 당 1건이 증가할수록 대출금액이 19.35% 증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고, 매매대비 전세가율은 1%p 증가할수록 대출금액이

1.3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매시장 CSI는 1만큼 증가할수록

대출금액이 0.9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코스피ROI는 1%p 증

가할수록 대출금액이 0.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동태 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전입건수는 많을수록 대출금액이 증가하나 혼인율과 출생율이 증가하

는 경우에는 오히려 대출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전입건

수의 경우 1000세대 당 1건이 증가할수록 대출금액이 1.1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혼인율과 조출생율의 경우 1000명 당 1명이 증가

할수록 대출금액이 각각 10.88%, 11.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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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 합동OLS 회귀분석 결과

범례: * p<0.1; ** p<0.05;, ***p<0.01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품

요인

금리

차이

0.0039***

(0.001)

0.0046**

(0.002)

0.0029***

(0.009)

0.0069***

(0.000)

정책

요인

대상

가구수

0.0125***

(0.000)

0.0120***

(0.000)

0.0129**

(0.000)*

보금자리

일시강화

0.0699

(0.440)

0.2227**

(0.016)

0.0003

(0.998)

주택

시장

요인

주택

거래량

0.1935***

(0.000)

0.1739***

(0.000)

0.1578***

(0.000)

매매대비

전세가율

0.0132***

(0.005)

-0.0284***

(0.000)

0.0352***

(0.000)

매매시장

CSI

-0.0097***

(0.000)

0.0003

(0.859)

-0.0096***

(0.000)

준공

물량

0.0046

(0.247)

-0.0146**

(0.011)

0.0078**

(0.029)

코스피

ROI

0.0092*

(0.087)

0.0164**

(0.033)

0.0089

(0.110)

인구

동태

요인

총전입

건수

0.0111***

(0.000)

0.0105***

(0.001)

0.0101***

(0.000)

혼인율
-0.1088***

(0.000)

-0.0071

(0.813)

-0.0768***

(0.000)

출생율
-0.1162***

(0.000)

-0.2578***

(0.000)

-0.1387***

(0.000)

_cons
5.5082***

(0.000)

8.5694***

(0.000)

6.1874***

(0.000)

2.6574***

(0.000)

R2 0.6103 0.1907 0.5697 0.5764

Adj R2 0.6164 0.1841 0.5674 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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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효과 패널모형 분석

본 연구 자료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시계열 데이터와

횡단 데이터를 합친 패널 데이터로서, 전체 자료에 대한 합동OLS 회귀

분석 뿐 아니라 개체특성을 고려한 패널분석도 가능하다. 패널분석은 개

체들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heterogeneity)을 모형에 구축할 수 있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반복 측정하기 때문에 동적 관계를 측정할 수 있

다. 또한 패널 자료는 횡단면이나 시계열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립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다

중공선성을 완화할 수 있다.

합동OLS와 패널모형은 패널의 개체특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르며,

BP(Breusch and Pagan) 검정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자

료에 대한 BP 검정결과12), 패널의 개체특성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패널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고정효과 모형

과 확률효과 모형의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 하우즈만(Hausman) 검정을

통해 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하우즈만 검정결과13) 확률효과 모형보다

는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OLS 회귀분석과 동일하게, 고정효과 패널모형 분석에서도 상품요

인, 정책요인, 주택시장요인, 인구동태요인에 따라 4가지 모형을 구축하

였다. 모형1은 독립변수에 모든 요인들을 포함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모형1의 결과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책

12) Breusch and Pagan 검정결과 chibar2 = 2834.66, 유의확률은 0.00으로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Hausman 검정결과 chi2 = 65.27, 유의확률은 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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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주택시장요인, 인구동태요인을 순서대로 하나씩 제거하여 모형2,

모형3, 모형4를 구축하였다. 4가지 모형에 대한 합동OLS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8>와 같다.

분석 결과, 모형2를 제외한 모든 모형의 R2 값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모형1의 경우 모형4보다 R2 값이 조금 낮았으나 within R2 값이 가장 높

아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들이 모두 포함된 모형1를 선택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첫째, 상품요인인 금리차이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결과도 가설

과 같이 금리차이가 많이 날수록 대출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디딤돌대출 금리 간 차이가 1bp(0.01%p) 벌

어질 때마다 월간 대출금액이 0.6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딤

돌대출에 필요한 대출서류14),15)와 심사절차가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

출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금리가 낮은 디

딤돌대출을 선호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가 시중금리 상황에 따라 정책금리를 유연하

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디딤돌대출은 가용재원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대출을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필요하며, 수요관

리에 실패할 경우 디딤돌대출 공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지원순서

가 선착순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정책요인인 대상가구 수와 보금자리론 일시강화 변수 모두 디딤

돌대출금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가구 수가

1만 가구 증가할수록 대출금액이 3.44% 증가하고 디딤돌대출과 대체관

14) 소득증빙을 위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과 세대원의 무

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15) 2019.9.30.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기금대출 간소화 서비스(기금e든

든)가 출시되어 대출신청자는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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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는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자격요건 강화는 대출금액을 14.03% 증

가시켰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가구 수는 디딤돌대출의 자격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화16)하므로, 대출자격조건의 변경은 예산사정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격조건의 강화는 잠재적 대출이용자들의 반대에 부

딪힐 수 있고, 자격조건의 완화 역시 대상가구 수를 크게 증가시켜 예산

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택시장 요인 중 주택거래량과 준공물량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거래량과 준공물량이 많을수록 대출금액

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거래량의 경우 1000세대 당 1건이

증가할수록 대출금액이 8.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준공물량은

1000세대 당 1건이 증가할수록 대출금액이 0.7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징적인 점은 매매대비 전세가율이나 주택매매시장 CSI, 코스피 ROI

와 같이 주택구입 수요와 관련된 변수들은 대출금액에 영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택 준공물량이 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대출금액은 주택수요 보다는 주택

공급에 영향을 받으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정책이 주택수요 관리 정책보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인구동태 요인 중에서는 총전입건수와 혼인율이 유의미한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전입건수의 경우 1000세대 당 1건이 증가

할수록 대출금액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1000세대 당 총전입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경기도이며, 서울은

제주, 광주, 인천, 대전보다도 그 수가 적었다. 경기의 월평균 대출금액이

16) 예를 들어 금리, 한도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요건을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으로 확대하였는데, 약 23만 가구가 대상에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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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억 원이고 서울은 절반 수준인 1,196억 원임을 볼 때, 분석기간 동

안 서울의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5억 원 이내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수요가 경기 지역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천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의 경우 1명이 증가할수록 대출

금액이 5.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율이 증가하면 대출금액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혼인율 증가가 대출금액 감소로 이어지

는 것은 단독(1인)인 2개 가구가 혼인하여 1개 가구로 줄어들고, 각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혼인으로 인해 가구소득이 증가하여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을 벗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17).

17) 최근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일부러 미

루는 경우가 있다는 언론보도(2019.11.24.자매일경제 “혼인신고 미룬채... 신랑집

에 전세든 신부”)를 보면, 혼인신고 시 디딤돌대출의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일부러 혼인신고를 늦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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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 고정효과 패널모형 분석 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품

요인

금리

차이

0.0063***

(0.000)

0.0068***

(0.000)

0.0055***

(0.000)

0.0052***

(0.000)

정책

요인

대상

가구수

0.0344**

(0.028)

0.0361**

(0.020)

0.0273

(0.101)

보금자리

일시강화

0.1403*

(0.059)

0.2169***

(0.003)

0.2049***

(0.007)

주택

시장

요인

주택

거래량

0.0878***

(0.000)

0.0976***

(0.000)

0.0915***

(0.000)

매매대비

전세가율

0.0011

(0.922)

0.0018

(0.876)

0.0024

(0.845)

매매시장

CSI

-0.0025

(0.126)

-0.0022

(0.186)

-0.0015

(0.368)

준공

물량

0.0070***

(0.002)

0.0070***

(0.002)

0.0068***

(0.003)

코스피

ROI

0.0029

(0.280)

0.0034

(0.207)

0.0018

(0.516)

인구

동태

요인

총전입

건수

0.0225***

(0.000)

0.0226***

(0.000)

0.0226***

(0.000)

조혼인율
-0.0570***

(0.000)

-0.0557***

(0.000)

-0.0359**

(0.010)

조출생율
-0.0233

(0.138)

-0.0279*

(0.067)

-0.0190

(0.200)

_cons
3.5597***

(0.000)

4.9000***

(0.000)

3.5251***

(0.000)

3.9045***

(0.000)

R2

within 0.1605 0.1525 0.1341 0.0706

between 0.6845 0.0617 0.6790 0.7356

overall 0.5039 0.0010 0.4956 0.5243

범례: * p<0.1;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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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과 관

련하여 수요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또한, 각 요인들이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정책모기

지 관련 정책의사결정에서 고려할 사항 및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출금리 등 가격변수가 차입자의 선택에 유의적 결과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대표적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의

대출금리 경쟁력(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디딤돌대출 금리 간 차이)이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디딤

돌대출의 금리 변동이 디딤돌대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금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원이 한정되

어 있는 디딤돌대출의 특성 상 대출자격요건이나 주택시장, 인구동태적

요인들이 대출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 역시 정책 의

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연구모형은 디딤돌대출금액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상품요인(금리차

이), 정책요인(대상가구수, 보금자리 일시강화), 주택시장요인(주택거래량,

매매대비 전세가율, 매매시장CSI, 준공물량, 코스피 ROI), 인구동태요인

(총전입건수, 조혼인율, 조출생율)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합동OLS 회귀분석과 고정효과 패

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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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OLS 회귀분석 결과, 상품요인(금리차이), 정책요인(대상가구수),

주택시장요인(주택거래량, 매매대비 전세가율, 매매시장CSI, 코스피

ROI), 인구동태요인(총전입건수, 조혼인율, 조출생율) 모두 디딤돌 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 패널모형 분석 결과 상품요인(금리차이), 정책요인(대상가구

수, 보금자리 일시강화), 주택시장요인(주택거래량, 준공물량), 인구동태

요인(총전입건수, 조혼인율)이 디딤돌 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차이가 증가할수록 디딤돌대출금액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복잡한 대출서류와 까다로운 심사절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들은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선호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

다. 또한, 대상가구수가 많을수록 대출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요인의 경우, 주택거래량과 주택공급과 관련된 준공물량 변수

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매대비 전세가율이나 주

택매매시장 CSI, 코스피 ROI와 같이 주택구입 수요와 관련된 요인은 대

출금액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동태 요인은 총전입건수와

혼인율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전입건수의 경우

증가할수록 대출금액이 증가하였으나, 혼인율은 가구소득 증가 등으로

오히려 대출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들의 단위가 달라 디딤돌대출금액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각 요인들의 변화에 따른 대출

금액의 방향 및 변화량을 가늠할 수 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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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함의

이번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책금리 인하나 대출요건 완화와 같은 수단만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며, 서민의 주

택마련 지원을 위한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디딤돌 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가 직접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금리, 대출자격요건 뿐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주택시장 요인 및 인구동태 요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시장 요인 중 주택거래량이 디딤돌 대출수요에 강한 영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민의 내집마련은 지원하고 주택가격 상승은 억제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준공물량 역시 대출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서민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

사한다.

둘째, 정책금리 인하와 대출자격 확대는 중장기적 예산 사정 등을 고

려하여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다른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주거복지의

일환인 디딤돌대출 역시 기존 수혜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기는 수월해도

축소하는 것은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금리차이와 대상자 수가 대출수요에 강한 정(+)의 영향

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책금리 인하와 대출자격 확대에

따른 대출수요 증가는 지원이 축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므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디딤돌대출의 수요 이동을 통해 서민의 주거지역이 점차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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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민들의 ‘내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디딤돌대출금액 비중은 집값상승 시기

에 맞물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 인구동태 요인 중 총전입건수가 증가할수록 대출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경기도의 총전입건수 증가가 경기도의

디딤돌대출금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인천

지역으로 직장을 이동하여 거주지를 옮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언론

에서 보도되는 수도권의 출퇴근 문제를 보면 대다수는 직장은 서울에 둔

채 거주지만 서울 외곽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서민들이

서울에서 거주하게 할 수 없고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지만, 교통난이 해

결되지 않은 채 외곽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집값이 비싼 서울

지역에 정책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

< 그림 6 > 디딤돌대출금액의 지역간 비중 변화

마지막으로, 디딤돌대출은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

발하고 효과 측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민 무주택가구

감소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 외에도, 수혜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질적 효과측정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 이용자들의 나이.

결혼여부 등 단순한 개별적 특성 뿐 아니라 지원을 받기 전 삶의 질과

지원 후 개선수준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제도가 다양화되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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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고 있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제도의 성과측정은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정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대출이용자들의 개별적 특성을 변수에 포

함하지 못한 것이다. 나이, 소득수준, 자산수준, 혼인여부, 자녀수 등 개

별 이용자의 대출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개별 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개별 대출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향후 금융기관들이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한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 특성을 통계화하도록 구축하게 되면, 개별적 특성을 포함하여 분

석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디딤돌대출은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대출신청자가 구비하

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실제 대출 장벽으로 작용하여

자격조건을 갖추었더라도 다른 대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대출 장벽을 시기별로 계량화하여 대출금액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변수

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셋째, 디딤돌대출의 인지도를 변수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디딤돌대출

에 대해 정책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인지도는 절반을 약간 상

회하고 있다18).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인지도 역시 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으로 추정되나, 시기별 인지도 자료가 불충분하여 본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18) 2019년 상반기 홍보효과 조사결과(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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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terminants of

Policy Mortgage Demand

- Focusing on Didimdol loan -

YUM KWANG EUN

Master of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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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demand decision

factors in relation to Didimdol loan, which is Korea's representative

policy mortgage, and to quantitatively measure how much influence

each factor has on demand. This paper provides some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for policy mortgage-related policy decisions.

Didimdol loan, which is operated on a limited budget, such as

Housing-urban fund, applies lower interest rates than the market

interest rates. Instead, it provides households with less than a certain

income. Like other mortgages, Didimdol loan is closely related to the

housing market, such as the volume of housing transactions and

housing prices, and may also be affected by demographic factors such

as marriage and childbirth.

Therefore, the analysis model used Didimdol loan amount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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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and selected the product factor, policy factor,

housing market factor and demographic factor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analysis, panel data was constructed from January 2014 to

June 2019 in 17 cities and provinces, and pooled OLS regression and

fixed-effect panel models were used. As a result, the product factor,

policy factor, housing market factor (housing transaction volume,

housing construction completed volume,) and the demographic factor

(total number of transfers, marriage rate) affected the loan amount.

This analysis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measure the direction and

size of the loan amount according to the change of each variable.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olicy mortgage demand

is limited to be managed only by policy decisions such as policy

interest rates and loan eligibility requirements such as income level,

and a detailed management policy considering the housing market and

demographic factors is needed. In addition, interest rate cuts and

eligibility relaxations should be considered after reviewing funding

measures. Through regional changes in Didimdol loan,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types of housing support,

including policy loans, in the expensive Seoul area for those who are

driven to the outskirts without traffic alternatives.

keywords : Policy Mortgages, Fixed Effect Pan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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