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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은행의 『가계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계신용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현재 1,500조원을 넘어섰다 (<그림 1> 참조). 또한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매매지수를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 여파
로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2013년 이래 상승추세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서울
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그림 2> 참조). 이에 정부는 급
격히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위험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
을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7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
화, 2018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여러 주택금융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게 시행된 주택금융정책이 장기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탐구하고자 한다.

<그림 1> 가계신용 동향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주택금융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특수성을 고려
해야 한다. 주택은 자산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수요하는 주택서비스
를 제공하므로 주택금융정책의 변화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에 동시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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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산이 낮을수록 주택자산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높으므로 주택금융정책은 서로 다른 자산분위의 가구에 이질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런 주택금융정책의 효과는 가계의 금융 관
련 의사 결정에 단기간에 걸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
로 실물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되어 해당 정책
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에 걸친 금융과 실물 부분의 피드
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주택가격 추이

자료: 한국감정원 제공 주택 매매가격지수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 주제에 관해 주택시장 관련 최신
연구에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이질적 경제주체를 가정한 이부문 일반균형모
형 (two-sector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heterogeneous
agents)1)을

개발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자산인

동시에

서비스

플로우

(service flow)를 제공하는 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택 생산과 일반 소비
1) 예를 들어 Stein (1995), Ortalo-Magne and Rady (2006), Davis and Heathcote (2007) 등을 참
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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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생산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금융정책 시행에 따른 주택의 소비재
에 대한 상대 가격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본 모형은 Aiyagari (1994)
에서와 같이 이질적 경제주체 (heterogeneous agents)를 가정하므로 주택금융
정책이 가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가계의 자산에 따라 달라질 가능
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모형은 주택금융정책의 시행으로 경제
주체들의 행태가 변화하고 이로 인해 시장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 경제주체
들의 의사결정이 재조정되는 일반균형효과 (general equilibrium effect)를 고
려한다. 이렇게 개발된 모형은 Seok and You (2019)에서 사용된 주택시장모
형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모형의 기준경제가 2017년 한국경제의 특성
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모수를 설정하고 이 모형경제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 취득세 및 보유세 인상이라는 세 가지 주택금융정책을 외생적
인 변화로 도입하여 모의 정책 실험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의
정책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의 도입으로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 뿐만 아니라 가계의 순자산에 따라 해당 정책이 가계의 소
비와 자산구조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이질적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면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연구자들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질
적 경제주체를 가정한 이부문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주택시
장을 분석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대부분
의 선행연구는 주택 시장, 가계 대출 등에 관한 미·거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행하거나 주요 선진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었다.2) 주택시장 관련 정책의 효과를 이와 같
이 관련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축적되
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며 설령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었다 하더라도 기타
정책 혹은 외생적 경제 충격의 효과를 배제하고 해당 정책의 효과를 오롯이
식별해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달리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면 해당 정책의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2) 이런 방식의 최신 연구로 김인수·박동철 (2012), 전해정·박헌수 (2012), 이호진·고성수
(2017)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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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정책의 효과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작
동하고 어떤 부문을 거쳐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지 이해하기 용이하다. 이렇
게 구조적 모형을 이용해 한국의 주택시장을 분석한 연구로는 송인호 (2014),
김지섭 (2019), 송준·홍재화 (2019)를 들 수 있다. 송인호 (2014)는 이부문 일
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주택시장을 분석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동질적
경제주체 (representative agent)를 가정하여 주택시장 관련 정책이 서로 다
른 자산을 가진 가계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반면 김지섭 (2019)은 이질적 경제주체를 가정하여 주택금융정책
이 가계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지만 주
택공급이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주택 관련 정책이 실물부
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송준·홍재화
(2019)는 거시경제충격이 가계부채와 채무조정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가계의 채무조정 관련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나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일반균형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이런 선행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질적 경제주체를 가정
하고 주택 수요뿐 아니라 주택의 공급도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활용
하여 최근 시행된 주택금융정책이 실물과 금융부문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해당 정책이 가계의 자산 분위별로 얼마나 이질
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경제학계에서 최신 주
택시장 관련 연구에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모형을 이용해 한국 주택금융정책
의 장기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이 추후 주택시장 관련 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화시킬 때 정책 시행에 앞서 해당 정책의 효과를 미리 가늠
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시사점도 크다
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이질적
경제주체를 가정한 이부문 일반균형모형을 소개하고 III 장에서는 이 모형의
모수를 한국경제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기술한다. IV
장에서는 기준경제와 주요 정책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V장에서는 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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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요약하고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II. 모형

1.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될 모형은 Seok and You (2019)에서 개발된 이질적 경제
주체 (heterogeneous agents)를 가정한 이부문 일반균형모형 (two 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이다. 이 모형의 경제주체는 매기 개별 생산성 충
격 (idiosyncratic productivity shocks)에 노출되며 이는 개별 가계 간 소득,
자산구성 및 소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천이 된다. 주택정책 변화에 따른 소
득과 자산 분포, 소비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질적인 경
제주체가 존재하는 모형이 필수적이다. 또한 본 모형에서는 단일재화모형
(one good model)에서 벗어나 일반소비재와 주택을 별개의 재화로 간주하며
각 재화의 생산도 별도 생산함수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계는 생애효용을 극
대화하도록 매기 최적의 일반소비재와 주택서비스 소비를 결정하고 이 과정
에서 금융자산과 주택자산 간 배분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음 절에서
는 이 모형에서 가계와 기업이 각각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며 이 때 주택자산과 금융자산의 차이, 그리고 주택금융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택시장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도
기술하고자 한다.

2. 경제주체
가. 가계
본 모형 경제 내에는 측도 (measure) 1의 무수히 많은 1인 가계가 분포되
어 있다. 개별 가계는 비내구재 (nondurable goods)인 일반 소비재 (c)와 주택
서비스 (h)3)로부터 효용을 얻는다. 본 모형에서는 주택임대시장은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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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따라서 모든 가계는 주택소유자로서 주택서비스를 소비한다. 가계는
매 기 개별 생산성 충격 (x)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생산성 충격은 다음과 같
은 확률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log         log       ∼     
가계의 근로소득은 이런 생산성 충격에 임금 (w)을 곱해 정해진다. 가계
는 또한 매기 금융자산 (a)과 주택 (h)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자산과 주택은
각각 비거주용 자본 (non-residential capital)과 거주용 자본 (residential
capital)을 의미하며 비거주용 자본의 임대수익률은 r로, 주택의 소비재 대비
상대가격은

q로

나타내기로

한다.

본

모형에서

금융자산은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s)이 발생하지 않으나 주택은 거래비용을 동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유동자산 (liquid asset)이며 주택은 비유동자산
(illiquid asset)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에서는 다음 기를 위해 가계가
선택한 주택크기 (h΄)와 현재 기의 주택크기 (h)가 다를 경우 ′를 거래비
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 거래비용은 주택 구입 시 지불하는 부동산 취득세
를 대표한다.4) 이 때 는 주택을 살 때 지불하는 취득세율로 해석할 수 있
다.
가계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데 주택가치의 θ만큼을 선납금
(downpayment)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대출액은 주택가치의 (1-θ)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모수 θ의 변화는 주택담보 대출한도의 변화를 의미하며 최근
시행된 주택담보대출제한 정책은 모수 θ의 상향조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는 주택금융정책이 주택 담보 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
추기 위해 무담보대출(unsecured debt)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가
계는 또한 매기 소유한 주택에 대해 유지비용(maintenance cost)과 재산세
혹은 보유세 (property tax)를 지불해야 한다. 이 주택 유지비용은 주택 가치
에 감가상각률 (depreciation rate, δh)을 곱하여 δhqh로 결정되고 보유세는
감가상각된 주택 가치에 보유세율 (property tax rate, )을 곱해   
로 정해진다.
3) 본 모형에서 h는 주택서비스를 나타내는 동시에 주택크기를 나타낸다.
4) 실제 주택매매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은 취득세 외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지방세 등 다른 요소들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주택 구매시에만 거래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주택구매시 거
래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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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에서 가계의 생애효용 극대화 문제는 다음의 가치함수 (value
function)로 요약할 수 있다:

      max′        ′  ′  ′  
s.t.

  ′  ′   ′             
′ ≥    ′,

 ′ ≡

    ′  if  ≠ ′

  
if   ′



나. 기업
본 모형경제에는 두 개의 생산 부문이 존재하는데 한 부문에서는 소비재
를 생산하는 부문이고 다른 부문은 주택을 생산하는 건설부문이다. 각 부문
에는 대표적인 기업 (representative firm)이 하나 존재한다. 이 대표기업은
자본 (K)과 노동 (L)을 이용해 재화를 생산하며 같은 양의 생산요소를 이용
하더라도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λ)이 높을수록 더 많은 양
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다. 소비재 부문과 건설부문을 각각 f와 h로 표현하
면 각 부문의 생산함수는 관련 선행연구에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콥-더글러
스 (Cobb-Douglas) 형태인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실증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이 소비재 생산에 비해 보다 노동집약적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자본소득분배율은 소비재 생산의 경우 건설업에 비해 더 높
은 것으로 가정한다 (  ).
이 생산함수를 이용하는 각 부문별 대표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시장에
서 결정되는 임금 (w)과 자본의 임대료율 (r)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

 

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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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
본 모형경제에서 정부는 부동산에 보유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여 그 세수를
이용해 정부소비지출 (G)을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이질적 가계의 분포
함수를    라 하면 정부는 매기 아래의 정부 예산제약식을 충족시킨다.

  ′   
3. 정상상태 균형 (Steady State Equilibrium)

본 모형의 정상상태 균형 (steady state equilibrium)은 아래 열거한 조건들
을 만족시키는 가치함수    , 최적 의사결정함수들 (optimal policy
functions)의
inputs)의

집합

집합

   ′    ′   

총생산요소들

(aggregate

    가격들의 집합    정부정책들의 집합

 ′    그리고 가계들의 분포함수    로 정의된다.

가. 가계의 효용극대화: 주어진 가격   과 정부정책  ′  하에
서

가치함수

   는

가계의

벨만방정식

(Bellman

equation)의

해

(solution)이며,    , ′    및 ′    은 최적 의사결정함수들이다;

나. 기업의 이윤 극대화: 주어진 가격    하에서 각 부문별 대표 기
업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실질임금과 같고 자본의 한계생산가치가 자본
의 임대료율에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과 같도록 노동과 자본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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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재 시장 청산:

   ′      


 

 

     

라. 주택시장 청산:

  ′         




 

 

마. 요소시장 청산:

 
    

   
  
바. 정부 예산 제약식 충족:

  ′   
사. 를 가계의 최적 의사결정함수들

   , ′    및 ′    과

노동생산성 의 동학식 (law of motion)에 따른 가계 분포함수의 이행규칙
(transition rule)으로 정의하면          로 가계의 분포는 시간
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III. 모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2017년 한국 경제를 기준경제 (benchmark economy)로 설
정하고 당시 한국 경제가 정상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의 모수를 설
정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moments)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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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모먼트

(statistical

1. 효용과 생산 관련 모수
가계의 효용체계와 기업의 생산기술과 관련된 모형의 모수는 가능한 경우
기존 문헌에서 사용된 값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나머지 모수는 모형이 목
표로 하는 관련 통계모먼트를 맞출 수 있도록 그 값을 정하였다. 우선 가계
의 효용체계와 관련된 모수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기술하고 그 다음 생산
기술과 관련된 모수의 설정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모형의 시간 단위는 1년이다. 본 모형에서는 관련 연구에서 두루 사용
되는 소비재와 주택서비스 소비 간 대체탄력성이 1이고 상대위험회피도는
γ로 고정되어 있는 CRRA (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효용함수를 사용
하였다. 이 효용함수에 따르면 일반 소비재 소비 c와 주택 서비스 소비 h로


 
 



부터 가계가 얻는 효용은       로 표현되며 모수 φ는 주택서

비스 소비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나타낸다. 우선 상대위험회피도는 관련
문헌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값을 이용해   로 설정하였다. 시간할인인
자 β는 실질이자율 3%를 맞추도록 설정하였다. 주택서비스의 상대적 선호
도를 나타내는 모수 φ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가계의 최종소
비지출 가운데 주택, 물, 가스, 전기 등 연료비용을 합한 임료 및 수도광열
지출의 평균 비중인 17.7%를 목표모먼트로 하여 그 값을 정하였다. 모형 내
가계가 직면하는 개별 생산성 충격을 관장하는 확률과정 (stochastic process)
은 김선빈·장용성 (2008)이 한국노동패널의 연간소득 미시자료를 이용해 추
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와    로 정하였다.
생산과 관련된 모수 가운데 소비재 생산부문과 건설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을 나타내는 모수 λf와 λh는 1로 정하여 두 부문 간 생산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본과 주택의 감가상각률인 모수 δk와 δh는 조태형
외 (2012)에서 추정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률인 6.11%와 주거용 건물의 감가
상각율인 3.17%를 바탕으로 각각   과   로 정했다. 마지막
으로 콥-더글러스 형태의 각 부문 생산함수에서 자본소득분배율을 나타내는
모수는 이병희 (2015)가 추정한 2011년 각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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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설정하였다. 자본소득분배율은 1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차감한 값
이므로 이병희 (2015)에서 추정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인 0.550
와 0.962을 이용하여 소비재 부문과 건설부분의 자본소득분배율을 각각
  와   로 정하였다. <표 1>은 이같이 설정된 모수의 값을 보
여준다.

<표 1> 효용과 생산 관련 모수

모수


 0.956
 0.011
  
  
  
  
  
  
  
  

설명
상대위험회피도
시간할인인자 (실질이자율이 3%가 되도록 설정)
최종소비지출 중 임료 및 수도광열 비중이 17.7%가 되도록 설정
지속성 (김선빈·장용성 (2008))
표준편차 (김선빈·장용성 (2008))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건설업 총요소생산성
1-제조업 노동소득분배율 (이병희 (2015))
1-건설업 노동소득분배율 (이병희 (2015))
자본의 연간 감가상각률 (조태형 외 (2012))
주택의 연간 감가상각률 (조태형 외 (2012))

2. 주택제도 관련 모수

본 모형에서 주택의 중요한 특징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주택담보대출이 본 모형에서 허용된 유일한 형태의 대출인데 주
택담보대출은 주택가치의 (1-θ)로 제한된다. 즉 대출 대비 주택가치 비율
(loan-to-value ratio, LTV)의 상한이 (1-θ)로 결정된다. 2014년 9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전국에 대해 70%로 상향 조정되었던 LTV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는 서울의 11개 구와 세종시를 포함한
투기지역과 이외 서울 14개 구와 과천시를 포함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LTV를 40%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LTV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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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실물과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초
기납입율 모수 θ를 0.3에서 0.6으로 상향조정하는 정책모의실험을 시행하고
자 한다.
또한 본 모형에서 주택은 금융자산과 달리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비유동자
산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편의상 본 모형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구매할 경우 거래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
득세만을 거래비용으로 고려한다. 이 부동산 취득세는 구매 부동산 가치의
1%에 해당하므로 기준경제에서 모수 τb는 0.01로 정한다. 최근 발표된 주택
금융정책에 취득세 개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부
동산 안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의 일환으로 부동산 취득세
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모의정책실험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를 2%로 1%p 인상하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다.

<표 2> 9.13 대책: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자료: 기획재정부

박명호 (2019)가 2016년 말 조사된 재정패널조사 10차 자료를 이용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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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바에 다르면 소득대비 주택 보유세 평균은 1.0268%인데 소득대비 평균
주택 가치는 8.52배에 이르러 평균주택가치 대비 보유세 비율은 0.1205%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기준경제에서는 주택 보유세
율을 0.1205%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또한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적용하였다. 이 대책에는 여러 가지 정책
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가운데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위한 종합부
동산세 개편이 가장 특징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9.13 대책에 따른 종합
부동산세 인상률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른데 이 가운데 가장 세율 인상폭
이 적은 과세표준 3억 이하부터 3~6억까지의 구간을 기준으로 세율 0.1%p의
인상 효과를 정책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표 2> 참조). 이와 같은
주택금융정책 관련 모수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표 3> 주택제도 관련 모수 값
모수

θ

τb
τp

기준경제

모의정책실험

0.3
0.01

0.6
0.02

0.001205

0.002205

IV. 정량 분석 결과

1. 기준경제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경제로 설정하였다. <표 4>는 주요거시경제변수의 2008년부터 2017년까
지의 평균값과 해당 변수의 모형 기준경제의 값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실질
이자율과 가계소비 중 주택서비스 소비의 비중은 시간할인인자 β와 소비자
의 효용함수 관련 모수인 φ의 값을 설정할 때 목표모먼트로 활용하여 모형
이 맞추도록 한 값이므로 자료와 모형의 값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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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총소비와 GDP 대비 자본스톡의 값은 모수 설정에 목표모먼트로 활용
하지 않았기에 반드시 자료와 모형의 값이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 가
운데 GDP 대비 총소비의 비중은 자료에서 62.36%로 계산되었는데 모형에서
이에 해당하는 값은 69.51%로 두 값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어 모형이 현실
경제를 잘 대표하는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GDP 대비 자본스톡의 비율은 자
료에서 3.40의 값을 나타내고 모형에서는 4.92로 계산되어 그 차이가 가계의
소비 관련 모먼트 보다는 다소 크게 나타났다.

<표 4> 주요 거시경제 변수: 자료 대 모형

실질이자율 (r)
GDP 대비 총소비 (C/Y)

1)

소비 중 주택서비스 비중 (qH/C)
GDP 대비 자본스톡 (K/Y)

2)

자료

모형

3%

3%

62.36%

69.51%

17.70%

17.70%

3.40

4.92

(주1) 모형에는 정부지출과 순수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료에서 GDP 대비 총소비는 2008
년부터 2017년까지 총소비와 총투자를 합한 값에서 총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값임
(주2) GDP 대비 자본스톡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값임

<표 5>에서는 기준경제 하에서 소득과 자산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별로 경제전체 해당 변수의 총량 가운데 각 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기재하였다. 우선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가계는 전체 근로소득의 7.267%를 차지하는데 근로소득 5
분위의 근로소득은 경제 전체 근로소득의 40.6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근로소득 5분위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1분위의 근로소득의
5.594배에 해당함을 나타낸다. 근로소득의 불평등도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기준경제에서의 Gini 계수를 계산해 보니 0.34의 값을 나타내 2016년 한국노
동패널의 근로소득 Gini 계수인 0.32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모형의 기준경제가 현실의 근로소득 분포를 비교적 잘 근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준경제에서 주택자산의 분포는 근로소득에 비해 더 평등한 것으로 나타
났다. 경제 전체의 주택자산 가운데 주택자산 5분위가 차지하는 주택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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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주택자산 1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의 2.714배에 불과하고 주택자산의
Gini 계수도 0.20으로 근로소득의 Gini 계수인 0.34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가계의 금융자산과 주택자산을 합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차감한 가계의 순자산은 주택자산은 물론 근로소득보다도 그 불평등도가 매
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누어보면
순자산 5분위는 순자산 1분위에 비해 15.943배나 많은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
로 계산되었다. 이런 순자산의 분포는 Gini 계수의 값이 0.44에 해당하는 불
평등도를 보여준다. 모형경제에서 가계의 순자산의 불평등도는 근로소득이나
주택자산에 비해 매우 크지만 현실경제에서의 순자산 불평등도에는 못 미친
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계산된 가계 순자산의 Gini 계수는
0.58로 모형 기준경제에서 가계의 순자산 Gini 계수보다 30% 이상 높다. 이
런 차이를 야기한 주요 요인으로는 모형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무담보대
출을 들 수 있다. 모형에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등 무담보대출을 도
입한다면 모형 내 저자산 분위의 부채가 크게 늘어 순자산의 불평등도가 더
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본 모형에서는 주택관련 정책의 효과에 집중하기
위해 주택관련 대출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대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표 5> 기준경제하 소득 및 자산 분위별 특징1)
분위

1

2

3

4

5

5분위/
1분위

Gini계수
-모형

Gini계수
-자료

근로소득

7.267

11.858

16.198

24.028

40.648

5.594

0.34

0.322)

주택자산

11.220

15.568

19.682

23.074

30.456

2.714

0.20

..

순자산

2.956

8.920

15.752

25.239

47.133

15.943

0.44

0.583)

(주1) 각 변수별로 경제 전체 변수 총량 중 해당 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주2) 한국노동패널 2016년 근로소득 기준
(주3)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년 자료 기준

본 모형에서는 이질적 경제주체를 가정하여 특정 주택 금융정책이 시행되
었을 경우 해당 정책이 가계에 미치는 이질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계의 소비와 저축 행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계의 자산
현황이므로 주택 금융정책이 어떤 경로로 가계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 및 자산 구조가 자산 분위별로 어떻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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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표 6>에 순자산 분위별
로 가계의 소득 대비 소비비중, 소득 대비 주택자산의 규모, 순자산 내 주택
자산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하여 정리하였다.

<표 6> 순자산 분위별 특징
분위

1

3

2

4

5

소득 대비 소비
비중 (C/I)

30.308

32.527

34.780

37.611

43.158

소득 대비 주택자산
규모 (H/I)

2.652

3.629

4.412

5.016

6.248

순자산 내 주택자산
비중 (H/W)

9.400

4.334

3.040

2.214

1.563

(주) 모든 변수는 해당분위 총량의 비율임. 예를 들어 각 자산분위의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해당 분위의 소득 총량을 해당 분위의 소비 총량으로 나눈 값임

우선 본 모형경제에서는 순자산이 늘어날수록 가계의 소득 대비 소비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자산 분위와 저자산 분위 간 소
득 대비 소비 비중의 차이보다는 고자산 분위와 중자산 분위 간 차이가 훨
씬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자산 3분위의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34.780%로 순자산 1분위의 30.308%보다 4%p 남짓 큰 데 불과하나 순자산 5
분위와 순자산 3분위의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의 차이는 8.4%p에 달하였다. 소
득 대비 주택자산의 규모 역시 순자산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
다. 순자산 1분위의 소득 대비 주택자산 규모는 2.652%에 불과하나 순자산 5
분위의 소득 대비 주택자산 규모는 6.248%로 나타났다. 이런 순자산 분위별
소득 대비 소비와 주택자산 규모의 차이는 <그림 3>에 뚜렷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도 순자산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계의 순자산 내 주택자산의 비중은 순자산이 증가
할수록 하락하였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이 비중은 특히 순자산 1분위에서
2분위로 옮겨갈 때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1분위에 해당
하는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순자산 가운데 9.4%를 주택자산으로 보유하는 반
면 순자산 5분위의 가구들에게 순자산 가운데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자산가구일수록 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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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순자산 분위별 소득대비 주택자산 규모와 소비 비중

<그림 4> 순자산 분위별 주택자산 비중

2. 주요 모의실험

본 장에서는 세 가지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최근 실시된, 그리고 앞으로

- 18 -

정부가 잠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주택금융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살펴보고
자 한다. 우선 LTV 규제 강화, 주택 취득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통합
시행되었을 때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후 개별 정책의 효과를 별도로 분석한
다.

가. 통합정책의 효과

본

모의실험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여 이들 주택금융정책이 통합 추진될 경우의 장기
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모의실험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
도를 70%에서 40%로 낮추고 주택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1%p와
0.1%p씩 상향조정한다. <표 7>은 이런 통합정책이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준다.

<표 7> 통합 주택금융정책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
주요 거시경제지표

기준경제 대비 변화율

실질이자율 (r)

-0.087%

주택의 상대가격 (q/P)

0.021%

소비 중 주택서비스 비중
(qH/C)

-2.847%

GDP 대비 거주자본투자
(qIresid/Y)

-2.846%

건설업 종사 노동자 비중
(Lh/L)

-2.834%

GDP 대비 자본스톡 (K/Y)

0.036%

GDP 대비 부채 비율
(Debt/Y)

-40.952%
0.023%

실질임금 (w/P)

이렇게 세 가지 주택금융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가계의 금융자산 보
유규모가 확대되어 경제 내 자본심화 (capital deepening)가 진행됨에 따라
실질이자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경제와 비교할 때 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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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스톡의 비율은 0.036% 증가하고 실질이자율은 0.087% 감소하였다. 반면
이런 통합 주택금융정책은 건설업을 장기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GDP 대비 거주자본 투자와 총노동 가운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
둘 다 기준경제 대비 약 2.8% 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가계의 소비 중 주택서
비스 비중의 축소를 동반하였다. 이렇게 건설업이 축소되면서 주택공급이 줄
어들어 장기적으로 주택의 상대가격은 기준 경제 대비 0.021% 늘어났다. 따
라서 이들 정책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인상 요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정책이 시행된 또 다른 이유인 가계
부채 문제에는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제 내 존재하는 유
일한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은 GDP 대비 상대적 규모가 기준경제에 비해
40.95% 감소하였다. 본 모의실험에서 살펴본 통합 주택금융정책은 장기적으
로 가계대출이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금융안정 달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순자산 분위별 기준경제 대비 소비와 자산의 변화
(단위: %)
분위

1

3

소득 대비 소비
비중 (C/I)

0.028

-0.029

0.048

-0.006

-0.009

소득 대비 주택자산
규모 (H/I)

-1.670

1.069

-3.674

-3.563

-4.229

순자산 내 주택자산
비중 (H/W)

-2.278

0.969

-3.644

-3.510

-4.172

2

4

5

(주) 모든 변수는 해당분위 총량의 비율이 기준 경제 대비 몇 % 변화했는지를 나타냄. 예를
들어 각 자산분위의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의 변화는 해당 분위의 소득 총량을 해당 분위의
소비 총량으로 나눈 값이 기준 경제 대비 몇 % 변화하였는지 계산한 값임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이질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한 모형을 이용할 경우 가
장 큰 장점은 정부 정책이 가계의 자산에 따라 얼마나 이질적인 효과를 나
타내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8>은 모형경제에서 가계의 순자산에
따라 5분위로 가구를 구분하고 각 자산분위의 소비와 자산구조가 통합정책
의 결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리하여 보여준다. 우선 소득대비 소비의 비
중을 살펴보면 모든 순자산 분위의 가구에 대해 그 변화가 매우 작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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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다. 소득과 소비가 대체로 비슷한 정도로 변화하여 가계의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통합정책의 실시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자산 분위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
면 순자산 1분위와 순자산 3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다소 늘어
나고 순자산 2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런 일반 소비재의 소비의 변화와는 달리 소득 대비 주택자산 규모와 순
자산 중 주택자산의 비중은 통합정책의 영향으로 큰 폭 변화를 보였으며 자
산분위별 정책효과도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순자산 2분위를 제외
하고 모든 순자산분위에 대해 소득보다 주택자산이 줄어든 폭이 매우 컸으
며 순자산이 높은 가구일수록 이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가구의 순자산
가운데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양상을 보여 대부분의 자산분위에
서 그 비중이 하락하였으며 하락폭은 순자산이 높은 가구일수록 더 크게 나
타났다. LTV 규제 강화와 주택 취득세 및 보유세 인상을 통합 추진할 경우
가계는 주택자산의 소득 대비 규모를 줄일 뿐 아니라 자산포트폴리오에서의
비중도 줄이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통합 주택금융정책
의 추진이 가구의 주택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키는 가운데 이 정책의 효과가
순자산이 높은 가구일수록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살펴본 본 모의실험에서의 정책 효과는 가계의 대출한도와 주택
거래 및 보유 비용에 각각 초점을 맞추는 상이한 성격의 정책이 동시에 시
행된 경우를 가정한다. 본 절에서 살펴본 통합 정책의 효과에 개별 정책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혹은 각 정책이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나 주택자
산 스톡의 상대적 규모와 상대가격에 미친 영향이 서로 얼마나 이질적인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이 별도로 시행되었을 경우의 정책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LTV 규제 강화, 주택 취득세 인상, 주택 보유세
인상의 세 가지 정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었을 경우 주요 거시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과 자산분위별 가계의 소비 및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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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효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여러 주택정책 가운데 우선 LTV 규제 강화
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른 주택정책은 기준경제와 같이 설정하고 주택
구매시 선납금 요건만 θ=0.3에서 θ=0.6으로 상향조정하는 정책에 관한 모
의실험을 시행하였다. 이 선납금 요건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LTV를
7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의실험의 결과 모형경제에서의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표 9>의 세 번째 열에 나타내었
다.

<표 9> 개별 주택금융정책의 효과 비교
통합정책효과 LTV규제강화

취득세인상

보유세인상

실질이자율 (r)

-0.087%

-0.023%

-0.043%

-0.013%

주택의 상대가격 (q/P)

0.021%

0.006%

0.011%

0.003%

일반소비 대비 주택서비스
비중 (qH/C)

-2.847%

0.244%

-1.593%

-1.415%

GDP 대비 거주자본투자
(qIresid/Y)

-2.846%

0.256%

-1.590%

-1.385%

건설업 종사 노동자 비중
(Lh/L)

-2.834%

0.262%

-1.584%

-1.393%

GDP 대비 자본스톡 (K/Y)

0.036%

0.003%

0.020%

0.006%

-40.952%

-46.667%

8.571%

-1.905%

0.023%

0.006%

0.012%

0.004%

GDP 대비 부채 비율
(Debt/Y)
실질임금 (w/P)

㈜ 각 수치는 해당변수의 기준경제 대비 % 변화율을 의미함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만이 허용되는 본 모형경제에서 LTV 규제 강화는
가계의 대출한도를 같은 정도로 감소시킨다. 매 기 노동생산성 충격에 직면
하는 위험회피적인 가계는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을 경우 대출을 통해 소비
의 평탄화를 달성할 수 있는데 대출한도가 감소할 경우 이런 방식을 통한
소비의 평탄화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가계는 보험 성격의 예비적
저축 (precautionary savings)을 증가시키기 위해 금융자산 보유액을 늘림으로
써 LTV 규제 강화에 대응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모형경제의 GDP 대비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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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을 0.003% 증가시키는 동시에 실질이자율을 0.023% 낮추는 효과가 있었
다. 자본심화로 인해 한계생산성이 증가한 노동자의 임금도 기준경제 대비
0.006% 증가하였다.
한편 실질이자율의 하락은 가구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의 비중이 큰 고자산
가구의 수익 저하로 연결된다. 주택자산 취득이나 보유와 관련된 비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고자산 가구는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
률이 낮아진 금융자산 대신 주택자산의 보유액을 늘리게 된다. 이는 물론 이
런 고자산 가구일수록 대출한도가 유효제약으로 (binding constraint)로 작용
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시장가격 (실질이자율)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변화를 일반균형효과라고 부른다. 이런 고자산 가구의 주택 수요 증
가는 경제 내 총주택 수요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건설업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거주자
본투자의 비중과 총노동 중 건설업 종사자 비중은 기준경제 대비 각각
0.256%와 0.262%만큼 증가하고 일반소비 대비 주택서비스 소비의 비중도
0.244%만큼 늘어났다.
주택의 상대가격 또한 이런 수요측 요인의 영향으로 기준경제 대비
0.006% 상승하였다.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감소시켜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된 LTV 규제 강화가 일반균형효과로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상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문제 해소에는 직접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LTV 규제 강화의 뚜렷한 성과는 부
채비율 하락으로 인한 금융안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LTV 규제 강화 효과를 통합정책의 효과와 비교하면 통합정책의 효
과 가운데 LTV 규제 강화에 기인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통합정책 추진은 장기적으로 건설업과 주택시장을 축소시키는 반면
LTV 규제 강화는 이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므로 통합정책이 건설업과
주택시장의 양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LTV 규제 강화 효과를 넘어서는 주
택 취득세와 보유세 인상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통합정책으로 인한
주택 상대가격의 상승은 일정부분 LTV 규제 강화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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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무엇보다 통합정책의 효과 가운데 LTV 규제 강화의 기여도가 가장 큰
부분은 가계부채비율의 축소를 들 수 있다. 통합정책의 추진으로 기준경제
대비 약 40% 하락한 GDP 대비 부채비율은 주택취득세와 보유세 인상의 영
향을 압도하는 LTV 규제 강화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LTV 규제 강화의 효과가 가구의 자산분위별 소비와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표 10>에 정리되어 있다. LTV 규제 강화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가구는 자산이 낮아 대출한도가 유효제약으로 작용하는 저자산 분위
가구이다. 순자산이 낮은 가구는 예비적 저축을 쌓기 위해 유동자산인 금융
자산 보유액을 늘리고 주택자산의 상대적인 비중은 낮추게 되는데 이런 효
과는 순자산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내 주택자산 비중이 줄어든 점으로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대출한도의 축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순자산 1분위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을 크게 늘리기 위해 순자산 내 주택자산의 비중은 줄
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크게

축적된

금융자산으로

인한

양의

자산효과

(positive wealth effect)로 소득 대비 소비와 주택규모는 기준경제 대비 상승
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10> 순자산 분위별 LTV 규제 강화의 효과
(단위: %)
분위

1

2

3

4

소득 대비 소비
비중 (C/I)

0.036

0.011

0.040

-0.038

-0.013

소득 대비 주택자산
규모 (H/I)

0.407

-0.179

0.415

-0.054

0.592

순자산 내 주택자산
비중 (H/W)

-0.178

-0.314

0.408

-0.036

0.614

5

(주) 모든 변수는 해당분위 총량의 비율이 기준 경제 대비 몇 % 변화했는지를 나타냄. 예를
들어 각 자산분위의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의 변화는 해당 분위의 소득 총량을 해당 분위의
소비 총량으로 나눈 값이 기준 경제 대비 몇 % 변화하였는지 계산한 값임

이와 달리 순자산 규모가 큰 가구들은 대출한도에 민감하지 않아 LTV 규
제 강화의 직접적인 영향에선 벗어나 있으나 언급한 일반균형효과로 수익률
이 낮아진 금융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주택자산의 규모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자산포르폴리오를 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순자산 5분위 가구의 순자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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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산 비중은 기준경제 대비 0.614% 늘어나고 소득 대비 주택자산의 규
모도 0.592% 증가하였다. 이렇게 주택자산이 늘어나면서 주택서비스 소비가
일반 소비재 소비를 대체함에 따라 이들 가구의 소비는 소득 대비 약간 줄
어들었다. 이와 같이 LTV 규제 강화는 가구의 자산에 따라 자산포트폴리오
와 소비지출에 매우 이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질적인 경제주체를
고려한 모형이 해당 정책의 효과 분석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 주택 취득세 인상의 효과
앞서 분석한 통합정책의 효과 가운데 주택취득세의 인상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기 위해 본 모의실험에서는 주택취득세율을 2%로 상향조정
하되 여타 주택정책은 기준경제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주택취득세는 본 모
형에서 유일한 주택 거래비용으로 본 실험에서 고려한 2%의 주택 취득세율
은 기준경제 대비 주택 거래비용의 1%p 상승을 의미한다. 본 모의실험이 주
요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효과는 <표 9>의 네 번째 열에 정리되어 있다.
본 모형경제에서는 매 기 소비자가 노동생산성 충격에 직면하므로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을 유동자산인 금융자산과 비
유동자산인 주택자산으로 보유한다. 만약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시기가 오
래 지속되면 비유동자산인 주택자산의 규모를 줄여서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계는 금융자산의 경우와는 달리 주택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의 거래비용이 상승하면 이런 경로로 노동생산성
충격에 대비하는 대신 애초에 주택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
즉, 소비자가 금융자산을 주택자산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게 되어 자산포
트폴리오 가운데 주택자산의 비중을 낮추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의 행태 변화는 자본 축적의 밑거름이 되는 금융자산을 늘려
장기적으로 경제 내 총자본의 양을 GDP 대비 0.02% 증가시키고 실질이자율
은 0.043%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 다른 시장
가격인 실질임금은 자본의 축적으로 인한 노동의 한계생산성 상승으로
0.12% 증가하였다. 이렇게 주택 취득세의 1%p 상승이 시장가격인 실질이자
율 및 실질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LTV를 30%p 감소시키는 정책 효과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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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질임금의 상승은 인건비 인상으로 연
결되어 노동집약적인 건설업을 위축시킨다. LTV 규제 강화의 경우 실질이자
율의 하락으로 고자산가구의 자산포트폴리오가 금융자산으로부터 주택자산
으로 재편되면서 주택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 실질임금 상승으로 인한 공
급축소 효과를 압도하였다. 그러나 주택 취득세 인상의 경우 주택거래비용이
상승하면서 실질이자율이 하락해도 주택 수요가 늘지 않는 가운데 주택 공
급이 대폭 축소되면서 장기적으로 주택자산의 스톡이 감소하고 주택의 상대
가격은 상승하였다. 인상된 주택취득세율 하에서 거주자본 투자는 GDP 대비
1.59% 감소하고 총노동 중 건설부문 노동의 비중도 1.584%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일반소비 대비 주택서비스 소비도 비슷한 정도로 감소한 반면 주택의
상대가격은 기준경제 대비 0.011% 상승하였다. 이렇게 주택 취득세 인상이
주택부문에 미치는 효과는 통합정책 효과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순자산 분위별 주택 취득세 인상의 효과
(단위: %)
분위

1

3

2

4

5

소득 대비 소비
비중 (C/I)

-0.004

-0.006

0.057

-0.015

0.022

소득 대비 주택자산
규모 (H/I)

-0.087

1.287

-2.201

-1.738

-3.147

순자산 내 주택자산
비중 (H/W)

-0.128

1.292

-2.194

-1.726

-3.129

(주) 모든 변수는 해당분위 총량의 비율이 기준 경제 대비 몇 % 변화했는지를 나타냄. 예를
들어 각 자산분위의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의 변화는 해당 분위의 소득 총량을 해당 분위의
소비 총량으로 나눈 값이 기준 경제 대비 몇 % 변화하였는지 계산한 값임

한편 주택 취득세 인상으로 전반적인 주택수요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8.5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담보대
출을 이용해 주택자산 규모를 확장한 저자산 가구가 늘어났음을 의미하는데
이런 효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순자산별로 자산 구성
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표 11>에 가계의 순자산
을 기준으로 가구를 5개 집단으로 나누어 각 순자산 분위별로 소비와 주택

- 26 -

자산 보유 결과가 기준 경제 대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요약하였다.
주택취득세 인상은 LTV 규제 강화와 달리 자산이 많은 순자산 3분위 이
상 가구는 소득 대비 주택자산의 규모와 순자산 증 주택자산의 비중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자산 1, 2 분위는 주택자산을 확대하였
다. 소득 혹은 순자산 대비 주택자산의 상대적 규모로 측정할 경우 순자산 1
분위의 주택자산은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순자산 1분위의 소
득이 순자산 2순위보다 약간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순자산이 낮은 가
구들이 순자산이 높은 가구들과 달리 주택자산을 늘린 이유는 실질이자율의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부담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주택구매시
대출이 필요한 저자산 가구의 경우 실질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대출 이자비
용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자산을 늘리고
대신 일반 소비를 다소 줄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라. 주택 보유세 인상의 효과
통합정책 가운데 주택보유세 인상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본 모의실험
에서는 기준경제에서의 주택보유세율을 0.1205%에서 0.1%p 인상한 0.2205%
로 설정하고 모형의 정상상태를 새롭게 계산하여 기준경제와 비교하였다. 본
모의실험은 현실경제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5)
주택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금융자산에 비해 주택자산을 소유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주택 취득세 인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계는 자산
가운데 주택의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를 조정한다. 이는 경제의 총자본 축적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GDP 대비 자
본의 비율을 0.006% 증가시켰다. 총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이
줄어 실질이자율은 0.013% 하락하지만 증가한 총자본은 노동의 한계생산을
증가시켜 실질임금은 0.00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질임금의 상

5) 단, 본 모의실험의 정량분석 결과는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실경제에서 종합부동산세 적
용을 받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일부에 불과하며 소유주택의 수, 소유주택의 과세표준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모의실험에서처럼 0.1%p의 보유세 인상이 모든 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의 효과는 2018년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효과를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세율의 인
상이 모형경제에서 주요 거시경제 지표와 자산분위별 가계의 소비와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실경제에서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파급 경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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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 주택 취득세 인상의 경우에 비해 더 적은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노동
집약적인 건설업을 위축시키는 공급측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주택 취득세 인상의 경우 주택거래를 줄임으로써 거래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주택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주택보유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서는 그 비용을 낮출 수 없다. 또한 주택 보유세 인상의 경우 실질이자율의
하락폭도 주택취득세 인상시보다 더 적으므로 대출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
주택수요가 늘어날 여지도 더 적다. 이런 이유로 주택 보유세 인상은 주택
취득세 인상의 경우보다 그 인상폭은 작아도 주택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주택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크게 감소하면서 주택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축소된 반면 주택의 상대가격 인상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
설업 종사 노동자 비중과 GDP 대비 거주자본투자는 주택 취득세 인상의 경
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각각 1.393%와 1.385%로 감소하고 일반소비 대비 주
택서비스 소비도 1.415% 줄었으나 주택의 상대가격은 0.003% 늘어난 데 그
쳤다. 따라서 통합정책의 효과 가운데 주택시장과 건설업의 규모 축소는 상
당부분 주택 보유세 인상에도 기인하나 주택의 상대가격 인상에는 주택 취
득세 인상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택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제 내 부채 비율도 소폭 감소하였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9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순자산 분위별 주택 보유세 인상의 효과
(단위: %)
분위

1

3

2

4

5

소득 대비 소비
비중 (C/I)

-0.004

-0.002

-0.014

-0.011

-0.011

소득 대비 주택자산
규모 (H/I)

-1.369

-1.094

-1.664

-1.465

-1.341

순자산 내 주택자산
비중 (H/W)

-1.318

-1.059

-1.635

-1.446

-1.325

(주) 모든 변수는 해당분위 총량의 비율이 기준 경제 대비 몇 % 변화했는지를 나타냄. 예를
들어 각 자산분위의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의 변화는 해당 분위의 소득 총량을 해당 분위의
소비 총량으로 나눈 값이 기준 경제 대비 몇 % 변화하였는지 계산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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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인상이 가계의 자산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표 12>에 정리되
어 있다. 주택 보유세 인상은 주택보유 유인을 감소시켜 모든 순자산 분위
가구로 하여금 소득과 순자산 대비 주택자산의 상대규모를 줄이게 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효과는 순자산의 규모와 뚜렷한 상관관계 없이 모든
자산 분위에 대해 대체로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모든 자산분위
에서 소득 대비 소비의 비중도 약간 줄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세 완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
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시행한 주택금융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질적 경제주체를 가정한 이부문 일반균형모
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주택과 일반 소비재 생산을 분리하여 주택금융
정책이 시행되었을 경우 주택시장의 양적 변화와 주택의 상대가격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 모형을 이용하면 해당 정책의 일반균형효과와 더불
어 가계의 자산에 따른 해당 정책의 이질적 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2017년 한국 경제를 이 모형의 기준경제로 설정하고 이 기준경제에
LTV 규제 강화, 주택 취득세 및 보유세 강화의 세 가지 주택금융정책을 동
시에 도입하였을 때의 효과를 우선 분석하고 이후 각 정책이 개별적으로 시
행되었을 때의 효과도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주택금융정책 모두 시장가격인 실질이자율, 실질임금
및 주택의 상대가격의 장기적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각 정책이 주택시장의 양적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이질적이다. 우선
LTV 규제 강화는 대출한도가 유효제약으로 작용하는 저자산가구의 주택보유
량을 감소시키나 실질이자율 하락으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저하되면서 고
자산가구의 주택수요를 더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적으로 건설업이 확대되고 총소비 대비 주택자산 스톡도 증가하였
다. 반면 주택취득세 인상의 경우 주택거래비용의 상승으로 고자산가구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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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가운데 실질이자율 하락으로 주택담보대
출 이자비용 부담이 줄면서 저자산가구의 주택수요는 다소 상승하였다. 한편
실질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노동집약적인 건설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함에 다
라 주택공급도 줄어드는데 이런 주택 공급 축소 효과가 저자산가구의 주택
수요 증가를 압도하여 장기적으로 건설업은 위축되고 총소비 대비 주택자산
스톡도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주택보유세 인상이 시행되면 주택보유 비용
이 상승하면서 모든 자산 분위 가구에 대해 주택수요가 일률적으로 줄어들
었다. 동시에 실질임금 상승으로 노동집약적이 건설업 생산도 감소하여 주택
공급도 감소하였다. 이렇게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반 하락하면서 주
택보유세 인상은 세율인상폭은 적으나 주택자산 스톡의 상대적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 가지 주택금융정책이 주택시장의 상대적
규모에는 상이한 영향을 미쳤으나 주택의 상대가격은 모두 상승시키는 것으
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계
부채 축소를 통한 금융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LTV 규제 강화를 통해 큰 성
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40%로 하
향 조정되는 모의 정책 실험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었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각 주택금융정책은 그 효과가 전파되는 메커
니즘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자산에 따라 가구 소비와 자산구조에 이
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주택금융정책의 효과는 실
질이자율과 실질임금 등 시장가격의 변화를 통해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와
산업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주택금융정책
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이질적 경제주체
를 가정한 이부문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주택시장을 연구하고 정부의 주택금융정책 효과
를 분석하고자 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 그 의의
가 크다. 또한 주택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각종 규제와 제도를 재
정비하고자 하는 정책당국이 추후 도입을 고려하는 여러 주택금융정책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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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미리 가늠하고자 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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