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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기존 연구 개관
경기변동과 대출 및 주택가격 간 연계관계의 특징 및 상호 영향
맺음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금융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금
융위기가 장기간에 걸친 실물경제와 금융부문 간 연계 강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실물 및 금융 부문의 주요 변수인 GDP, 대
출, 주택가격 등을 대상으로 경기변동(cycle) 관점에서 상호간 연계 관계의 특
징을 살펴보고,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를 통해 동 변수들의
변동요인을 동태적으로 측정하여 상호간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과
GDP 또는 대출 간의 연계가 강화되었으나, 주요국보다는 연계 정도가 낮은
수준이며 이는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주택가격
의 변동은 물론 주택가격과 GDP 또는 대출과의 연계를 제약하여 GDP와 대출
의 확장 추세가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동 변수들 간
의 상호 작용은 확장기보다는 수축기에 더 강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확장기에
는 국내 변수들이 해외 변수들과 연계되어 변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셋째,
GDP와 주택가격이 대출에 대해 일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뚜렷하며,
여타 상호간 연계는 강하지 않았다. 다만 2000년대 들어 부동산가격 상승, 가
계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으로 대출이 주택가격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
면서 대출에 대한 GDP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시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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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책들이 그 동안 동 부문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국내 실물경기와 신
용에 대한 주택가격의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해외부문의 영향력도 상당한 만
큼 동 부문으로부터의 충격에 유의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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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도 고려하고, 동 변수들 간 상호 영향을 분석대상 기
간 전체에 걸쳐 동태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기존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금융 연계성에 대한

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우선 경기전환점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금융위기가 장기간에 걸친

(turning-point)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실물경제와 금융부문 간 연계 강화에서 비롯되었다

확장 및 수축 국면별 특징(지속기간, 강도, 동조화지

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부

수 등)을 측정하고 주요국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동산 버블 붕괴와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3개국으로 구성된 글로벌

지 사태 이전에 신용과 자산가격이 상호작용을 통해

벡터자기회귀(GVAR) 모형을 구축하고 역사적 분해

지속적으로 확대 또는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실물

(historical decomposition) 기법을 활용하여 GDP,

경기는 장기간 확장국면을 지속하였다. 또한 자산

대출, 주택가격 등의 변동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버블 붕괴 이후에는 신용과 자산가격 간 상호작용이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실

위기 이전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물경기의

물-금융 연계성 또는 경기순응성에 대한 기존 연구

심각한 침체를 초래한 바 있다. 이러한 실물경제와

들을 개관한다. Ⅲ장 1절에는 경기전환점 분석 및

금융부문 간 상호작용은 상호간 충격의 파급 및 누적

GVAR를 통한 역사적 분해 방법과 분석대상 자료에

과정과 관련이 있다. 충격이 없다면 실물 및 금융 변

대해 소개한다. 2절에서는 GDP, 대출, 주택가격 변

수들은 서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추세에 따른 움

동 간 연계 관계의 특징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동

직임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물-금융 연

변수들 간 상호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계성을 분석함에 있어 상호간 충격의 파급·누적 과

한다. 끝으로 Ⅳ장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고

정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고의 목적은 실물 및 금융 부문의 주요 변수인
GDP, 대출1), 주택가격 등을 대상으로 경기변동
(cycle) 관점에서 상호간 연계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

Ⅱ. 기존 연구 개관

고, 동 변수들간 충격의 상호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
석하는데 있다. 기존 연구를 보면 대체로 외환위기

그 간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물사이클과 금융사이

이후 우리나라의 실물-금융 연계성 또는 경기순응

클의 경험적 특징을 규명하거나, 다양한 VAR 모형

성이 강화되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

을 활용하여 실물변수와 금융변수 간 충격의 상호

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면서도 국내 GDP,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대출, 주택가격 등의 변동에 대한 해외 요인의 영향

이는 금융위기가 장기간에 걸친 실물경제와 금융부

1) 최근의 실물-금융 연계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신용량 또는 신용/GDP 갭 등이 대표적인 금융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실물-금융 간 연계에 있어 주된 매
개변수인 주택가격의 역할에 주목하여 주택가격과 보다 연관성이 높은 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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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간 연계 강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경제변수에

변수와 금융변수 간 상호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가해진 충격들이 실물변수와 금융변수 간 상호작용

이주경(2006), 송치영·김근영(2009), 손종칠

을 통해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

(2009), 박연우·방두완(2011) 등이 있다. 이주경

에 기초한 것이다.

(2006)은 구조 VAR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 외환

실물사이클과 금융사이클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

위기 이후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강화된 가운데 주택

구로는 Claessens et al. (2011a, 2011b),

가격은 대출에, GDP(소비, 건설투자 등)는 주택가

Drehmann et al. (2012), Borio (2012) 등이 있다.

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송치영·김근영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경기전환점(turning-

(2009)은 VAR 모형을 활용하여 자본유출입의 경기

point) 분석을 통해 확장기와 수축기로 구분하여 실

순응성을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이후 자본순유입

물 및 금융 사이클의 특징과 상호 관계를 파악하였

의 확대(축소)가 경기 확장(수축)을 심화시키는 가운

다. Claessens et al. (2011a)은 21개 선진국을 대상

데, 특히 해외차입이 대출경로, 자산가격경로 등을

으로 패널회귀분석을 병행한 연구에서 신용과 주택

통해 국내경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가격 간에 높은 동조성(synchronization)을 보이는

과를 제시하였다. 손종칠(2009)은 주택가격의 변동

가운데, 특히 수축기에 상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요인을 베이지언 VAR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

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Claessens et al.

석 결과 2000년대 들어 실질 주택가격의 변동이 국

(2011b)는 44개 선진국 및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분

민소득, 소비지출, 건설투자 등 실물경제 충격과 가

석에서 주택시장 침체와 동반될 때 경기 하강 폭이

계대출 충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

크고 지속기간이 길며, 신용 및 주택시장 호황과 동

났다. 박연우·방두완(2012)은 벡터오차수정모형

반될 때 경기 회복이 강하고 빠르게 이루어짐을 보

(VECM)을 통한 분석에서 주택가격과 은행대출이

였다. Drehmann et al. (2012), Borrio (2012) 등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유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주파수 필터

발할 수 있으므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DTI 비율

(frequency-based filter) 분석을 통해 신용사이클

규제 등의 은행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

과 자산가격사이클을 결합하여 금융사이클을 도출

하였다.

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금융사이클의 정점이

한편 방법론 측면에서 본고에서 활용된 GVAR 모

금융위기 발생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실물사이클의

형 또는 역사적 분해를 통해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하강 폭은 금융사이클의 수축 국면과 동조할 때 더

연계성 또는 상호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소개하면

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과 같다. Greenwood-Nimmo et al. (2012)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VAR 모형을 활용하여 실물

26개국으로 구성된 GVAR 모형을 설정한 후 충격

경기변동과 대출 및 주택가격 변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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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분석과 분산분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연계

수축기의 지속기간, 강도, 경제변수 간 변동의 동조

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물 및 금융부문에 대

성(synchronization)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고

한 유가의 영향력이 상당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

에서는 Claessens et al. (2011a, 2011b),

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Drehmann et al. (2012) 등의 방법론2)에 따라 경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준·최준·박민렬(2011)

전환점 분석을 수행하여 경기변동과 대출 및 주택가

은 6개국을 포함한 GVAR 모형을 통해 자본유입 충

격 변동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격의 직접적 영향 뿐만 아니라 국가간 파급을 통한

분석 대상은 1970년 1/4분기부터 2013년 2/4분기

간접적 영향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까지의 입수 가능한 GDP, 대출, 주택가격 등의 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Guarda & Jeanfils

계열 자료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 일본, 영국

(2012)는 19개 선진국의 실물-금융 연계성을 분석

등의 주요 선진국과 비교적 장기 시계열 확보가 가

하기 위해 국가별로 VAR 모형을 추정하여 역사적

능한 홍콩, 싱가포르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결과

분해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GDP 변동에 대해 주

를 비교하였다. 대출의 경우 한국, 미국, 일본, 영국

가, 주택가격 등 금융변수 충격들의 설명력이 높은

등은 자금순환표 상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홍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웅(2001)은 외환위기 시 경기

콩, 싱가포르 등은 은행 대출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

하강 요인을 총공급과 총수요(실질지출, 화폐수요,

택가격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

화폐공급 등)으로 구분하여 역사적 분해를 통해 분

격지수, 여타 국가는 CEIC (Census and Economic

석하였다.

Information Center) 자료를 이용하였다. 반기 자
료인 일본의 주택가격지수는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통해 분기 자료로 전환하였다.

Ⅲ. 경기변동과 대출 및 주택가격 간 연계관계
의 특징 및 상호 영향

모든 자료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고 X-12
ARIMA를 통해 계절조정한 후 로그를 취하여 분석
에 활용하였다.

1. 분석 방법 및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GDP, 대출, 주택
가격 등의 시계열에서 극대점(local maxima)과 극

( 경기전환점 분석 )

소점(local minima)들을 식 (1)과 (2)에 따라 각각 정
점과 저점의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정점(저점)의 후

경기전환점(turning-point) 분석은 경제변수의

보군은 특정 시점의 변수 값이 2분기 전후까지의 값

장기 시계열의 정점과 저점을 식별한 후, 확장기와

들보다 큰(작은) 경우의 극대점(극소점)으로 일정한

2) 이들의 연구는 Bry & Boschan (1971)의 경기순환에 관한 분석방법을 따르는데, 동 방법론은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과 CEPR(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에서 각각 미국과 유럽의 경기변동을 분석하는데 주요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

논고

02-한은-6월-논고4 2014.6.30 11:40 AM 페이지21

제약조건3)에 따라 일부가 제거된다. 최종적으로 식

position)를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GVAR 모형은

별된 정점과 저점들을 기준으로 확장기와 수축기의

국가 상호 간 경제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속기간(duration), 진폭(amplitude), 강도(slope),

개발된 모형으로 일반적인 VAR 모형으로 분석하기

동조화 지수(concordance index) 등을 도출한다.

어려운 변수가 많은 경제구조(large-dimensional

확장기(수축기)의 지속기간 및 진폭은 저점(정점)에

system)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역사적 분해는 경

서 정점(저점)까지의 기간 및 변수 값의 변화폭이며,

제변수의 변동에 대한 모든 충격들의 누적 영향을

강도는 진폭을 지속기간으로 나눈 것이다. 동조화

동태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

지수(concordance index)는 두 개의 변수가 동일한

해 해외 부문 충격의 영향을 고려하는 한편 경제변

국면에 있는 비율로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수들의 변동요인을 분석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동태
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GVAR 모형은 1988년 3/4분기부터 2013년 2/4

•정점( ) :

분기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1)

등 3개국4)의 GDP, 물가, 단기금리, 환율, 주가, 주
택가격, 대출, 유가 등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추정하

•저점( ) :

였다. GVAR 모형에 전형적으로 포함되는 거시경제
(2)

변수들 이외에 주택가격5), 대출 등을 포함하여 GDP
와 대출 및 주택가격 간의 상호 영향을 파악하였다.

(3)

•
단,

: x가 t기에 확장기이면 1, 수축기이면 0
: y가 t기에 확장기이면 1, 수축기이면 0

GDP, 주가, 주택가격, 대출 등은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고 X-12 ARIMA를 통해 계절조정한 후의
로그 차분 값을, 물가와 환율은 명목변수의 로그 차
분 값을, 단기금리는 명목변수의 차분 값을 각각 이

( GVAR 모형을 통한 역사적 분해 )

용하였다.
GVAR 모형은 국가별 VARX 모형들을 가중치를

본고에서 경기변동과 대출 및 주택가격 변동 간의

매개로 결합하여 추정된다. 국가별 VARX 모형은

상호 영향은 글로벌 벡터자기회귀모형(이하 GVAR)

식 (4)와 같이 내생변수(GDP, 물가, 단기금리, 환율,

을 추정한 후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

주가, 주택가격, 대출 등), 약 외생(weakly

3) ① 특정 정점(저점)에서 다음 저점(정점)까지의 길이는 최소 2분기이다. ② 특정 정점(저점)에서 다음 정점(저점)까지의 최소 길이는 5분기이다. ③ 정점과 저점이 번갈아
존재해야 하며, 특정 정점(저점)의 변수 값은 이전 저점(정점)의 변수 값보다 커야(작아야) 한다.
4) 본고와 유사하게 GVAR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외 경제변수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Greenwood-Nimmo et al. (2012), 최영준·최준·박민렬(2011) 등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인 3개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유는 역사적 분해 방법상 한계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역사적 분해는 시점별로 모든 변수들로부터의 충격반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인데, 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변수의 수가 많을 경우 base forecast(과거 모든 충격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예측값)이 발산하는 경향이 있다.
5) 본고에서 이용한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는 평활화(smoothing)에 따른 실거래가와의 괴리 등의 문제가 있다. 다만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격지수가 시계열이 짧아
(2006년 이후 자료가 이용 가능) GVAR 모형의 설계상 제약이 따르므로 국민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기변동과 대출 및 주택가격 변동의 관계

21

02-한은-6월-논고4 2014.6.30 11:40 AM 페이지22

exogenous) 변수, 외생변수(유가) 등으로 구성된다.

든 충격들의 누적 영향인데, 축약형(reduced-

약 외생변수6)는 여타 국가들의 내생변수를 가중치

form) 모형의 예측오차 추정, 예측 등의 과정을 거

에 따라 합산한 것으로 GVAR 모형을 구성하는데

쳐 측정된다.

있어 매개 역할을 한다. 여기서 가중치는 국가 간 교
(5)

역량 비중(1987년~2012년 평균)을 이용하였다. 국
가별 내생변수 벡터(

)는 약 외생변수와 가중치

행렬을 이용하여 3개국 전체의 내생변수들이 모두

2. 경기변동과 대출 및 주택가격 변동 간 연계 관계

포함된 벡터로 변환될 수 있는데, 이를 결합하여 최
종적으로 GVAR 모형이 구성된다.7)

GDP, 대출, 주택가격 간 연계 관계의 특징을 살
펴보기에 앞서 경기전환점 분석을 통해 식별된
GDP의 확장 및 수축 국면과 통계청에서 공식적으
(4)

로 발표하는 경기순환 국면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1>과 <그림 2>을 보면 미국의 경우 Bry & Boschan

단,

: 국가 i의 내생변수,

(1971) 방법을 통해 식별된 GDP의 수축국면이 2001

: 외생변수,

년을 제외하고 공식적인 경기 수축국면과 대부분 일

: 시차(=2),
: 국가 i의 약 외생변수(
: 가중치(

),
,

치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의 수축국면이
공식적인 경기 수축국면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모습

)

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 경제활동의 절
역사적 분해는 GVAR 모형 내 모든 충격들의 시

대 수준을 기준으로 경기국면을 판단하는 데 반해,8)

점별 누적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GVAR 모형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의 활동수준을 장기

내 모든 변수로 구성된 벡터(

)는 식 (5)와 같이 초

추세치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측면에서 경기국면을

기 시점까지의 이동평균(moving average) 형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경기국면을 판단하는 데 있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초기 값과 충격들의 함수임

어 미국 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을 의미한다. 식 (5)의 두 번째 항이

Reasearch)이 Bry & Boschan (1971)의 방법론을

에 대한 모

6) 약 외생성 가정은 내생변수와 약 외생변수 간에 단기적 상호작용(feedback)은 존재하나, 장기적으로는 내생변수가 약 외생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약
외생성 검정(weak exogeneity te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약 외생성 검정 결과1)
한국
미국
일본

F test
F(4,70)
F(3,70)
F(4,70)

5% 임계치
2.503
2.736
2.503

GDP
0.371*
0.799*
0.479*

물가
0.943*
0.424*
2.238*

단기금리
0.501*
0.143*
0.171*

환율
0.986*
1.354*
1.784*

주가
0.610*
0.132*
1.197*

주택가격
0.367*
0.664*
1.804*

대출
2.001*
0.592*
2.897

유가
0.822*
0.098*

주 : 1) *는 5% 유의수준 하에서 귀무가설(약 외생성이 없음)을 기각함을 의미

7) 모형 구조 및 역사적 분해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1>을 참조하기 바란다.
8) 박정규·최영일(2004)에 따르면 미국 NBER Business Cycle Dating Committee는 전체 경제활동 수준이 수개월 이상 현저히 상승 또는 하락하여 실질GDP, 고용,
산업생산, 도소매판매에 가시화되는 경우, 즉 경제활동의 절대적 수준을 기준으로 경기국면을 판단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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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GDP 변동 추이1)와
경기순환의 수축국면2)

<그림 1>



미국의 GDP 변동 추이1)와
경기순환의 수축국면2)

<그림 2>



주 : 1) ●, ×는 정점과 저점을 각각 나타냄
2) 음영 구간은 통계청의 경기순환주기 상 수축 국면을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1) ●, ×는 정점과 저점을 각각 나타냄
2) 음영 구간은 미국의 NBER 기준 수축국면을 나타냄
자료 : CEIC, NBER

주로 따르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통계청은 경기동

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었다.10) 외환위기

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는다.9)

이후에는 저금리 기조, 금융 자율화 등 구조적 변화

이하에서는 경기국면의 정확한 식별에 초점을 두기

에다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주

보다는 GDP, 대출, 주택가격 간의 연계 관계의 특

택담보대출 확대 등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징을 동일한 기준에서 주요국과 비교한다는 측면에

함과 동시에 주택가격과 여타 변수들 간의 연계도

서 Bry & Boschan (1971) 방법론에 따라 분석을 수

강화되었다. 통계청의 경기순환 국면을 통해 비교해

행하였다.

보면 제6순환기(외환위기 포함), 제8순환기, 제9순

<그림 3>의 우리나라 GDP, 대출, 주택가격의 변

환기(글로벌 금융위기 포함)에 주택가격은 GDP 또

동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택가격과

는 대출과 동시에 수축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

GDP 또는 대출 간의 연계가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

나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주택공급, 세제, 대

다.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 단계에서 경제

출 규제 등 다방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이 자산시장보다는 실

루어지면서 대출과 주택가격의 변동 폭은 제약되는

물부문에 주로 공급되었고, 주택가격은 주택수급 요

모습이다.11)

9)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외에도 생산, 소비 등 주요 동행성 개별지표와 경제총량지표인 GDP, 당시 경제상황, 경기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이 종합
적으로 검토된다.
10) 주택가격은 실질 기준으로 1980년대 후반 고성장, 주택공급 부족, 부동산 투기 열풍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분당,
일산 등 신도시 및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발표, 1988년 9월), 투기억제 정책(토지 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 상한법·개발이익 환수법 등 제정, 1989년 12월) 등으로
1990년대 들어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1990년대는 주택가격이 명목 기준으로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높은 기간이었다.
11)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요 조치로는 2003년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판교 신도시 및 강북 뉴타운 추가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 2005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강화, LTV 및 DTI 규제 강화,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경기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부동산 관련 과세 및 대출규제를 수차례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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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의 GDP와
대출 및 주택가격 변동 추이1)2)

주요국의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대출 간의 연계가
보다 뚜렷한 모습이다. 특히 심각한 경제위기가 초
래되기 이전에 주택가격과 대출의 증가세가 크고
길게 지속되는 가운데 GDP가 장기간 확장 국면을
보였다. <그림 4~5>를 보면 미국의 주택가격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가
시화된 2007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

주 : 1) ●, ×는 정점과 저점을 각각 나타냄

라 대출과 GDP도 확장 국면을 지속하였다. 일본의

2) 음영 구간은 통계청의 경기순환주기 상 6, 8, 9
순환의 수축기를 각각 나타냄

경우 1980년대에 대출이 주택가격보다도 더 빠르

자료 : 한국은행

게 증가하였는데, 부동산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시
<그림 4>

미국의 GDP와 대출 및 주택
가격 변동 추이1)

장으로까지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자산 버블
을 초래하였다. 이들 국가 모두 위기 발생 이후 대



출과 주택가격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심각한 경기침
체를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실물-금융 연계성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의 누
적·확산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 1) ●, ×는 정점과 저점을 각각 나타냄
자료 : CEIC, IMF

<그림 5>

일본의 GDP와 대출 및 주택
가격 변동 추이1)

이러한 주택가격과 GDP 또는 대출 간 연계 관계
에 있어 주요국과의 차이는 동 변수들의 국면별 지
속기간과 강도 비교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를 보면, 우리나라 GDP와 대출의 확
장국면 지속기간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5개국 평균

13.8

의 2배를 상회하였으며, 주요국과 달리 주택가격 확
장국면의 지속기간이 수축국면의 지속기간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국의 경우 주택가
격의 국면별 평균 증가율이 대체로 GDP 또는 대출
의 평균 증가율보다 더 높은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
주 : 1) ●, ×는 정점과 저점을 각각 나타냄
자료 : CEIC,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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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출, 주택가격의 국면별 평균 지속기간 및 증가율1)

<표 1>

GDP
한국
미국
일본2)
영국
홍콩
싱가포르
5개국 평균3)

확장
54.0
31.3
18.9
25.6
23.6
20.0
23.9

평균 지속기간(duration, 분기)
대출
주택가격
수축
확장
수축
확장
수축
3.7
53.5
5.0
7.2
11.0
3.4
28.5
7.4
13.5
7.5
3.6
25.5
10.4
50.0
4.7
18.9
3.5
13.0
6.7
3.2
12.5
10.7
8.9
5.3
3.2
16.8
2.2
12.3
6.6
3.6
20.4
6.8
11.9
6.5

GDP
확장
1.9
0.9
0.9
0.9
1.8
2.0
1.3

수축
-1.6
-0.8
-1.0
-0.8
-1.3
-1.6
-1.1

평균 증가율(slope, %)
대출
확장
수축
2.8
-1.5
1.3
-0.9
1.4
-0.8
2.3
-1.5
3.2
-2.3
2.4
-1.0
2.1
-1.3

주택가격
확장
수축
1.6
-1.3
1.1
-1.0
1.0
-1.2
2.1
-2.0
4.1
-4.2
4.2
-3.3
2.9
-2.6

주 : 1) 일본 주택가격의 경우 1991년 2/4분기부터 시작된 수축 국면이 현재(2013년 2/4분기)까지도 진행되고 있어 수축기의 지속기간은 제시하지 않음
2) 주택가격 지속기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4개국 평균
자료 : 한국은행

한 결과는 국가 간 금융·경제 발전단계의 차이를

간의 연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반영한 것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가격과 GDP 또는 대출 간의 동조화지수가 주요국

GDP 또는 대출과의 연계가 약한 데에도 부분적으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정책의 영향 등으

지수의 수준 자체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5개국 평균

로 주택가격 변동 폭이 제약됨에 따라 주택가격의

보다는 낮은 편이다. 한편 GDP와 대출 간의 동조화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GDP와 대출의 확장

지수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

추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다.

내고 있다. 이는 두 변수 간의 연계성이 높다는 사

다음으로 우리나라 GDP, 대출, 주택가격 등의 상

실을 의미함과 동시에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택가격

호간 동조화지수를 통해 실제 연계성 정도를 측정

이 이들 변수에 영향을 적게 미쳐 왔음을 간접적으

해 보았다. <표 2>를 보면 2000년 이후 동 변수들

로 시사한다.

GDP, 대출, 주택가격 상호간 동조화지수1)

<표 2>

GDP와
대출
GDP와
주택가격
대출과
주택가격

전기간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전기간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전기간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홍콩

싱가포르

5개국 평균

0.870
0.860
0.889
0.436
0.357
0.519
0.445
0.339
0.556

0.805
0.825
0.759
0.643
0.630
0.667
0.747
0.700
0.833

0.655
0.850
0.222
0.442
0.550
0.241
0.630
0.580
0.722

0.747
0.767
0.704
0.695
0.680
0.722
0.766
0.770
0.759

0.808
0.855
0.741
0.715
0.671
0.778
0.677
0.579
0.815

0.828
0.875
0.759
0.721
0.730
0.704
0.627
0.688
0.537

0.769
0.834
0.637
0.643
0.652
0.622
0.689
0.663
0.733

주 : 1) 두 변수가 동일한 국면에 있는 비율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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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기 동조화 시 강도1)

<그림 6>

수축기 동조화 시 강도1)

<그림 7>




주 : 1) 국면별 진폭을 지속기간으로 나눈 것으로 기간중 평균 증가율을 의미
자료 : 한국은행

<그림 8>

주 : 1) 국면별 진폭을 지속기간으로 나눈 것으로 기간중 평균 증가율을 의미
자료 : 한국은행

주요국 변수와 확장기 동조화 시 강도1)

<그림 9>

주 : 1) 국면별 진폭을 지속기간으로 나눈 것으로 기간중 평균 증가율을 의미
자료 : 한국은행

주요국 변수와 수축기 동조화 시 강도1)

주 : 1) 국면별 진폭을 지속기간으로 나눈 것으로 기간중 평균 증가율을 의미
자료 : 한국은행

연계성 측정을 위한 또 다른 시도로 GDP, 대출,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반면 동시에 수

주택가격 등의 상호간 동조화 시 국면별 강도(평균

축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負(-)의 증가율이 큰 폭으

12)

증가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로 확대되었다. 이는 확장기보다는 수축기에 동 변

림 6~7>을 보면, 동조화 시 강도 변화가 확장기보

수들 간의 상호 영향이 확대되어 연계성이 강화됨

다는 수축기에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동 변

을 의미한다.

수들이 동시에 확장국면에 있을 경우의 증가율은

주요 선진국의 변수들과 동조하는 경우를 보면 확

12) 예를 들어 GDP와 대출이 동시에 확장국면에 있을 때 각 변수의 증가율이 국면과 무관한 전 기간 평균 증가율보다 높다면 두 변수 간의 연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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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에 국내 변수들의 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인할 수 있다. 한편 GDP는 대출과 주택가격에 대해,

다. <그림 8>을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출, 주택가

주택가격은 대출에 대해 각각 일방향으로 유의한 그

격 등이 미국, 일본, 영국의 동일 변수와 동시에 확

랜저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와

장국면에 있을 때 모든 경우의 증가율이 확대되었

주택가격이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비교적 뚜

다. 이는 확장기에 국내 변수들이 해외 변수들과 일

렷하다. <그림 10>의 충격반응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분 연계되어 변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GDP와 주택가격 충격은 4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대

그러나 <그림 9>의 수축기 동조화 시에는 일본의 변

출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GDP와 주택가격은 2분기

수들과 동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특징이 나

정도 시차를 두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13)

타나지 않았다.

다. 이와 달리 대출 충격이 GDP 또는 주택가격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대출의 경우 자체 충

3. 경기변동과 대출 및 주택가격 변동 간 상호 영향

격의 영향력은 낮고 대체로 여타 변수들로부터 일방
향의 영향을 받으며 변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 본 절

GDP, 대출, 주택가격 간 상호 영향에 대한 역사적

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감안하여 GDP 및 주택가격이

분해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동 변수들 간의 시차상

대출에 미치는 영향, GDP와 주택가격간 상호 영향

관관계, 그랜저 인과관계, 충격반응분석14) 결과 등을

등을 역사적 분해 결과를 토대로 동태적으로 살펴보

점검해 보았다. <표 3>을 보면, GDP와 주택가격이

았다. 다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대출 충격

대출을 2분기 정도 선행하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

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표 3>

시차상관관계와 그랜저 인과관계

시차
상관관계1)

그랜저
인과관계2)

GDP와 대출

GDP와 주택가격

주택가격과 대출

0.648(2)

0.361(0)

0.462(2)

GDP
⇏ 대출

대출
⇏ GDP

GDP
⇏ 주택가격

주택가격
⇏ GDP

주택가격
⇏ 대출

대출
⇏ 주택가격

4.06**

0.34

3.23*

1.07

3.03*

2.27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시차상관계수(4분기 이내) 중 최대값. ( )내는 시차를 나타내며, 전자가 후자를 동 시차만큼 선행함을 의미
2) F-검정치(시차 4분기)를 나타내며 **, *는 각각 1%,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한국은행

13) 우리나라와 주요국 변수들이 동시에 수축국면에 있는 기간이 짧아 동 결과를 놓고 수축기에 주요국과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가 무리가 있다.
14) 우리나라의 GDP, 주택가격, 대출 등으로 구성된 VAR 모형을 추정한 후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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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반응분석 결과1)

<그림 10>
GDP 충격에 대한 대출 반응

GDP 충격에 대한 주택가격 반응

대출 충격에 대한 GDP 반응

대출 충격에 대한 주택가격 반응

주택가격 충격에 대한 GDP 반응

주택가격 충격에 대한 대출 반응

주 : 1) 1단위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반응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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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대출에 대한 GDP 충격의 영향1)2)

<그림 12>

대출에 대한 주택가격 충격의 영향1)2)


주 : 1) 대출 증가율과 base forecast의 차이 중 GDP 충격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
2) 5분기 중심이동평균
자료 : 한국은행

( GDP와 주택가격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 )

주 : 1) 대출 증가율과 base forecast의 차이 중 주택가격 충격에 의해 설명
되는 정도
2) 5분기 중심이동평균
자료 : 한국은행

<표 4>의 대출 증가율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보
면, GDP 충격의 기여도는 2000년 이후 대출 증가

이하에서는 GVAR 모형을 통한 역사적 분해 결과

율이 base forecast16)를 상회(대출 확대)하는 구간에

를 토대로 GDP, 대출, 주택가격 간 상호 영향을 분

서 큰 폭 하락한 반면 base forecast를 하회(대출 둔

석하였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대출 증가율에

화)하는 구간에서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 GDP와 주택가격의 영향을 직전 2분기 이전 충

이는 GDP가 대출 확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

격들의 누적 영향 기준15)으로 제시하였다. GDP 충

는 데 반해 대출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부정적 영향

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출의 변동에 상당한 영

력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주택가격 충격의 기여도는

향을 미쳐 오다가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에 따른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큰 폭 상승하여 대출에 대

경기침체 시기에 큰 폭의 負(-)의 효과를 보인 이후

한 영향력이 GDP의 영향력을 상회하였다. 해외 변

로는 대출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

수 중에서는 미국 GDP의 영향력이 높은 수준에서

다. 이와 달리 대출에 대한 주택가격의 영향력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한편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2000년대 들어 크게 강화되었다. 부동산가격 상승,

전후로 일본의 주택가격 충격이 우리나라 대출에 상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으로 대출이 실물경기

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보다는 주택가격 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출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구분17)하
여 GDP 충격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림 13>과 <

15) 현재 실현된 대출 증가율은 현재의 충격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충격들의 영향이 누적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충격의 영향에 주목
하여 현재 시점으로부터 직전 2분기 이전 충격들의 영향만을 누적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6) 과거의 모든 충격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변수의 초기값과 모형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예측값으로 실제값과 base forecast의 차이는 실제 발생한
충격들의 영향을 나타낸다. 실제값이 base forecast를 상회하는 경우 전체 충격들이 대출 증가율에 正(+)의 영향을, 반대의 경우에는 負(-)의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17) GVAR 모형의 구성 변수 중 우리나라의 대출만을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로 대체하여 별도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경기변동과 대출 및 주택가격 변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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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출 증가율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1)

<표 4>

(%)

대출 증가율이 base forecast를
상회하는 구간

대출 증가율이 base forecast를
하회하는 구간

‘89.3/4~’99.4/4

‘00.1/4~’13.2/4

‘89.3/4~’99.4/4

‘00.1/4~’13.2/4
35.6

한국 대출

39.4

48.7

55.5

한국 GDP

21.7

3.5

5.6

11.0

한국 주택가격

-12.4

13.3

1.3

13.9

미국 GDP

12.6

14.2

10.4

13.3

일본 주택가격

20.7

3.9

21.5

-2.8

기타

18.0

16.5

5.7

29.0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각 충격의 영향을 전체 충격에 대한 비율로 표시(기간중 평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3>

가계대출에 대한 GDP 충격의 영향1)2)

<그림 14>


기업대출에 대한 GDP 충격의 영향1)2)









주 : 1) 가계대출 증가율과 base forecast의 차이 중 GDP 충격에 의해 설명
되는 정도
2) 5분기 중심이동평균
자료 : 한국은행

















주 : 1) 기업대출 증가율과 base forecast의 차이 중 GDP 충격에 의해 설명
되는 정도
2) 5분기 중심이동평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4>를 보면, 대체로 기업대출에 대한 GDP의

여도는 2000년 이전 기간 평균 36.4%에서 2000년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기간 평균 -20.7%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

부터 가계대출과는 무관하게 변동하는 모습이다. 대

타났다. 앞서 전체 대출에 대한 GDP의 영향력 약화

출 증가율이 base forecast를 상회(대출 확대)하는

가 주로 가계대출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구간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에 대한 GDP 충격의 기

편 동 구간에서 기업대출 증가율에 대한 GDP 충격

30

논고

02-한은-6월-논고4 2014.6.30 11:40 AM 페이지31

<그림 15> 가계대출에 대한 주택가격 충격의 영향1)2)

주 : 1) 가계대출 증가율과 base forecast의 차이 중 주택가격 충격에 의해 설
명되는 정도
2) 5분기 중심이동평균
자료 : 한국은행

의 기여도는 2000년 이전 -4.2%에서 2000년 이후

<그림 16> 기업대출에 대한 주택가격 충격의 영향1)2)

주 : 1) 기업대출 증가율과 base forecast의 차이 중 주택가격 충격에 의해 설
명되는 정도
2) 5분기 중심이동평균
자료 : 한국은행

( GDP와 주택가격 간 상호 영향 )

9.4%로 상승하였다.
<그림 15>와 <그림 16>을 보면, 가계대출과 기업

일반적으로 GDP가 증가하면 가계소득 및 주택수

대출에 대한 주택가격 충격의 영향은 크게 다르지

요가 늘어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가격 상승은

않았다. 즉, 2000년 이후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자산효과 및 건설투자를 통해 GDP를 증대시키는

대한 주택가격의 영향력이 모두 강화되는 모습이다.

등 상호간에 正(+)의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인식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크

된다. 그러나 <그림 17>과 <그림 18>을 보면 GDP

게 확대되어 주택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또는 주택가격 증가율과 상호간 충격의 영향 사이에

것으로 보인다. 대출 증가율이 base forecast를 상

상관되는 모습이 뚜렷하지 않다. GDP와 주택가격

회(대출 확대)하는 구간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충격

간 연계를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우선 가계의 채무부

의 기여도를 보면, 가계대출의 경우 2000년 이전 기

담에 따른 자산효과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주택가격

간 평균 2.9%에서 2000년 이후 기간 평균 6.5%로,

이 상승하는 경우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가

기업대출의 경우 2000년 이전 -10.5%에서 2000년

치가 상승하여 소비여력이 확대되기 마련인데, 주택

이후 5.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이 과도한 상황에서는 그
러한 자산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18) 또한
건설투자(주택공급)를 통한 GDP 증가가 주택가격

18) 최요철·김은영(2007), 허문종·조정환(2013) 등은 2000년대 들어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가계의 채무부담으로 소비에 대한 주택가격의 자산효과가 크게 약화되
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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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에 대한 주택가격 충격의 영향1)2)

<그림 17>

주택가격에 대한 GDP 충격의 영향1)2)

<그림 18>














주 : 1) GDP 증가율과 base forecast의 차이 중 주택가격 충격에 의해 설명

주 : 1) 주택가격 상승률과 base forecast의 차이 중 GDP 충격에 의해 설명

되는 정도

되는 정도

2) 5분기 중심이동평균

2) 5분기 중심이동평균

자료 : 한국은행

<표 5>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1)

<표 6>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1)
(%)

GDP 증가율이
base forecast를
상회하는 구간

한국 GDP
한국 주택가격
한국 대출
미국 GDP
일본 주택가격
한국 주가
미국 주가
일본 주가
기타
합계

(%)

GDP 증가율이
base forecast를
하회하는 구간

’89.3/4
~’99.4/4

’00.1/4
~’13.2/4

’89.3/4
~’99.4/4

’00.1/4
~’13.2/4

39.2
1.8
-2.2
13.3
11.6
13.3
6.7
-3.8
20.1
100.0

20.4
6.4
-4.4
6.0
8.2
15.4
16.6
4.9
26.5
100.0

51.9
-0.5
0.6
17.7
17.6
10.8
-0.4
-8.3
10.6
100.0

29.6
4.1
-3.6
7.5
1.8
18.9
11.3
1.3
29.0
100.0

주택가격 상승률이
base forecast를
상회하는 구간

한국 주택가격
한국 GDP
한국 대출
미국 GDP
일본 GDP
한국 단기금리
미국 단기금리
일본 단기금리
기타
합계

주택가격 상승률이
base forecast를
하회하는 구간

’89.3/4
~’99.4/4

’00.1/4
~’13.2/4

’89.3/4
~’99.4/4

’00.1/4
~’13.2/4

10.6
-4.5
12.9
-3.0
12.2
-10.3
13.3
20.3
48.6
100.0

30.7
4.3
-17.1
36.8
3.4
-7.0
25.6
-11.1
34.3
100.0

42.4
-2.6
-0.7
13.5
-5.7
-6.0
-2.3
17.0
44.5
100.0

43.5
1.6
-9.6
23.2
18.4
-8.0
22.1
-7.6
16.5
100.0

주: 1) 각 충격의 영향을 전체 충격에 대한 비율로 표시(기간중 평균)
자료: 한국은행

주: 1) 각 충격의 영향을 전체 충격에 대한 비율로 표시(기간중 평균)
자료: 한국은행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격 증가율에 대한 상호간 기여도가 2000년 이후

GDP와 주택가격 간의 연계가 제약되는 측면이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2000년 이후 GDP 증가율

있기는 하나, 2000년 이전보다는 다소 강화된 것으

에 대한 주가의 영향력이 상당폭 확대된 것으로 나

로 나타났다. <표 5>와 <표 6>를 보면 GDP와 주택

타났다. 특히 해외 주가의 기여도가 2000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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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GDP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Ⅳ. 맺음말

과 같다. 첫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그
동안 동 부문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시스템적 리

과거의 금융위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자산가격

스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여 온 것으로

은 실물-금융 간 연계에 있어 핵심적인 매개변수라

평가된다. 둘째, 국내 실물경기와 신용에 대한 주택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물-금융 간 연계성

가격의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해외부문의 영향력도

분석의 일환으로 특히 주택가격에 주목하여 GDP

상당한 만큼 동 부문으로부터의 충격에 유의하면서

및 대출과의 연계 관계와 상호간 영향에 대해 다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로 점검해 보았다.

이러한 충격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

본고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과 GDP 또는 대출 간의 연

실물 및 금융 부문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연
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계가 강화되었으나, 주요국보다는 연계 정도가 낮은
수준이며 이는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
으로 실시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주택가
격의 변동은 물론 주택가격과 GDP 또는 대출과의
연계를 제약하여 GDP와 대출의 확장 추세가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동 변수
들 간의 상호 작용은 확장기보다는 수축기에 더 강
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확장기에는 국내 변수들이
해외 변수들과 연계되어 변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셋째, GDP와 주택가격이 대출에 대해 일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뚜렷하며, 여타 상호간 연계
는 강하지 않았다. 다만 2000년대 들어 부동산가격
상승,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으로 대출이 주
택가격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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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GVAR 모형 구조 및 역사적 분해 과정
( GVAR 모형 구조 )

3개국(한국, 미국, 일본)의 7개 내생변수(GDP, 물가, 단기금리, 환율, 주가, 주택가격, 대출)와 1개 외생변
수(유가)가 포함된 GVAR 모형은 Smith & Galesi (2011), Greenwood-Nimmo et al. (2012) 등을 참조하
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우선 국가별 내생변수(
화하였다. 여기서 약 외생(weakly exogenous)변수(

)와 외생변수(

)는 각각 식 (1)과 식 (2)와 같이 모형

)는 여타 국가들의 내생변수를 가중치(국가간 교역량

비중)에 따라 합산한 것이다.
(1)
단,

: 국가 i의 내생변수,

: 외생변수,

: 국가 i의 약 외생변수(

: 시차(=2개),
),

: 가중치(

,

)
(2)

식 (1)은 다시 국가별로 내생변수, 약 외생변수, 외생변수 등을 결합하여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단,

한편 국가별 벡터(

,

,

)와 외생변수(

수와 외생변수로 구성된 벡터(

논고

)을 이용하여 식 (4)와 같이 모든 국가의 내생변

)의 함수로 표현된다.

,

36

)는 가중치 행렬(

(4)

02-한은-6월-논고4 2014.6.30 11:40 AM 페이지37

단,

,

,
,

: 내생변수의 수(=7개)

식 (4)를 식 (3)과 (2)에 대입한 후 국가별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모두 결합(stack)하여 최종적으로 식 (5)
와 같은 GVAR 모형이 구성되며, 축약형(reduced form)으로 전환하여 추정한다.

(5)

,

단,

( 역사적 분해 과정 )

역사적 분해는 Doan (2010), Parkyn & Vehbi (2013)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앞서
GVAR 모형의

는 식 (6)과 같이 초기 시점까지의 이동평균(moving average)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6)

식 (6)을 직접 추정할 수 없으므로 식 (5)에서 충격(

)과 추정 오차( )의 관계를 통해

에 미치는 충격

의 영향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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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즉, 추정 오차에 대한 변수 i 충격의 영향(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단,

: 단위벡터

식 (5)에서 모든 추정 오차들을 제외하고 초기값들을 이용하여 예측(base forecast)을 수행한다. 시차가 2
개이므로 예측은 3기부터 수행된다.

(9)

단,

,

,

,

: 모든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수(=22개)

식 (9)에서

를 추가하여 다시 예측을 수행한다.

(10)

단,

에서

38

논고

를 차감한 값이

에 대한 변수 i 충격의 누적 영향을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