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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AR-SSVS와 TVP-BVAR 모형을 이용한 가계부채,
주택가격 및 대출금리의 동학에 관한 연구
송상윤1)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월별 실질가계부채증가율, 실질가계소득증가율, 대출금리
및 주택가격등락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들의 동적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Bayesian 방법론
과 변수들을 축소(shrinkage)하여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 선택 기법을 동시에 활용하였
으며, 각 변수들의 시점별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간 변동 회귀계수 추정을 시도하였다.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VAR 모형 대비 Bayesian VAR 모형의 예측력이 우
수하였으며, Bayesian VAR 모형 중에서는 미네소타 사전정보 및 Variable Selection 방법론 대비
Stochastic Search Variable Selection(SSVS) 방법론이 더 우수한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둘째,
BVAR-SSVS 방법론을 이용하여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한 결과, 대출금리는 가계부채에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관계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
났 다 . 셋 째 , 최 근 10년 간 가 계 부 채 와 주 택 가 격 간 의 관 계 는 주 택 가 격 → 가 계 부 채 경 로 가 압 도 적
으 로 크 게 나 타 났 다 . 단 , 회 귀 계 수 변 동 추 이 를 보 면 2013년 이 후 가 계 부 채 가 주 택 가 격 에 미 치
는 영향력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두 변수 간 피드백 효과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용어 : 가계부채, 주택가격, 베이지안 VAR, Stochastic Search Variable
Selection, 시간 변동 회귀계수

1. 서론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우리나라 가
계부채가 증가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국내외 선
행연구에 따르면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요인은 크게 가계소득, 이자율, 주택
가격 세 가지다.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네 가지 변수들 간의
장기균형을 도출하고,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과 주택가격이 균형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Goodhart and Hofmann, 2008; 한상섭, 2011 등). 이러한
분석은 균형의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는 데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단,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유의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야 은
행들이 가계부채를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대 들어 보편화되었다.
이는 장기균형을 도출할 만큼의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때
문에 금융자유화가 일찍 이루어진 선진국들의 장기 시계열을 이용하여 균형수준을 도
출해내는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분석국가, 분석시기 및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E-mail: pily05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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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에 따라 위의 세 가지 요인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 2)하며, 각 변수들
끼리의 동태적 연관성 역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
지 변수의 장기적인 관계 뿐 아니라 현재의 동태적 연관관계가 과거와 어떻게 상이한
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고, 올바른 정
책대응을 하는 데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10년 간 가계부채, 가계소득, 대출금리 3),
주택가격 네 가지 변수의 동태적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되, 방법론의 관점에서 다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장기균형을 도출하기 위해 많이 사용
하고 있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대신 단기예측에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Bayesian VAR(이하 BVAR) 모형을 도입한다. 더불어, BVAR 모
형의 각 방정식에서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변수들을 적절하게 축소(shrinkage)
하여 표본외예측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Korobilis(2013) 및 George, Sun and
Ni(2008)가 제안한 BVAR-VS(Variable Selection), BVAR-SSVS(Stochastic Search
Variable Selection) 방법론을 함께 이용한다.
두 번째로, BVAR의 각 방정식에서 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BVARTVP(Time-Varying Parameter) 모형을 도입한다. <그림 1.1>은 최근 10년 간 실질
가계부채증가율(전년동월대비, 좌축), 주택가격등락률(전년동월대비, 우축) 및 대출이
자율(좌축)의 시계열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지난 10년 간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는 큰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이와 다르
게 대출금리의 경우 가계부채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글로벌금융위기 전(2008년
12월 이전)에는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13년 이후의 기간에는 대출이자율의 지속적인 하
락과 높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 즉,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는 대
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가계부채에 상대적으로 큰 영
향력을 미친 반면, 2013년 이후에는 이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가계부채증가율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계부채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력 정도가 시기마다 상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가능성은 VAR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 모든 시기에서 회귀계수가 일정하다는 과한 제약을 부과하기
보다는 시점별로 다른 회귀계수를 추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5) 시점별로 다른
2) 국내연구만 보더라도 1991년～2011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을 구성한 한상
섭(2011)의 연구와 1991년～2008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균제상태(steady state)를 사전정보
로 한 베이지안 VAR 모형을 구성한 손종칠(2010)의 변수 간 충격반응함수 형태가 상당히 다
르게 나타난다.
3)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보면 많은 연구들이 대출이자율이 아니라 기준금리 혹은 콜금리를 많
이 활용하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이 기타 변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
해서다.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 보다 대출이자율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집중한다.
4)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상관
관계를 바탕으로 이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유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Hofmann
(2004), Goodhart, Basurto, and Hofmman(2006) 등 참조.
5) 손종칠(2010)과 한상섭(2011)의 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변수 간 관계에 대해서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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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를 허용함에 따라 경기상황 혹은 주택경기에 따라 각 변수가 가계부채에 미
친 영향력이 어떻게 상이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Sourc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1> 가계부채증가율, 주택가격등락률 및 대출이자율의 시계열 추이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월별 시계열 데이
터를 이용하였다.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OLS를 이용한 일반적인 VAR 모
형 이외에, 회귀계수를 축소(shrinkage)하는 방법 중 미네소타 사전정보를 고려한
BVAR(Litterman, 1986), BVAR-VS 및 BVAR-SSVS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변수 간
인과관계 순서는 선행연구 6)를 참조하여 가계소득→대출이자율→가계부채→주택가격
순으로 정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한 VAR 방법론 중에서는
BVAR-VS와 BVAR-SSVS 방법론의 예측력이 우수하였으며, BVAR-SSVS 방법론
이 특히 우수한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둘째, 가계부채는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손종칠(2010)의 경우 자신의 연구는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국면에서
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6) 최근 연구의 흐름을 보면 VAR 모형에서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DAG(Directed Acyclic
Graph) 방법론이 많이 쓰인다. DAG는 각 내생변수의 교란항을 이용하여 인과흐름을 유추하
는 기법이다. 이 기법을 이용한 손종칠(2010)은 실질소득→콜금리→가계부채→주택가격을 제
시하고 있으며, 한상섭(2011)의 경우 소득 · 가계부채 → 주택가격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랜져 인과 분석을 실시한 진해정․박헌수(2012)은 산업생산지수→회사채수익률→주택
담보대출금→주택매매가격지수 순으로 변수 순서를 정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실물→금융→
주택 순으로 변수 순서를 책정하였다는 것이며, 본 연구 역시 선행연구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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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으며, 금리와 가계소득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택가격과 가계부채 관계를 보면 가계부채→주택가격 경로보다 주택가격→가계부채 경
로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글로벌금융위기 전후로 충격반응함수 결과
를 비교해보면, 글로벌금융위기 전 대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계부채 경로
의 영향력이 커졌으며, 주택가격→가계부채 경로의 영향력은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
더 크게 관찰되었다. 넷째, TVP-BVAR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 회귀계수의 사후분포
중간값을 관찰한 결과 예상대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에 대한 대출금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택가격의 영향력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13년 이후 가계부채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폭으로 상
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2장에서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이
들의 동태적 관계를 연구한 실증분석 논문들을 소개하고 요약한다. 3장에서는 본 연
구에서 이용한 데이터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방법론은 BVAR 모형에서 변수
축소기법의 활용과 TVP-BVAR 모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4장은 실증분석 결과 부
분으로, BVAR-SSVS 방법론에서의 변수 선택과 충격반응함수 결과 해석 및 TVPBVAR 방법론에서의 시점별 회귀계수 변동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 5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선행연구 개괄
선행연구 개괄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동적 관계를 분
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알아본다. 단, 2010년 이전 연구에 대해서는 한상섭(2011)이 자
세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연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2010년
이전 연구는 선진국들의 장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Goodhart and Hoffman
(2008)의 결과만 간략하게 요약한다.
Goodhart and Hoffman(2008)은 1973년 1분기부터 2006년 4분기까지 17개 선진국
의 실질 GDP, CPI, 단기명목금리, 명목주택가격, 민간신용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VAR 모형 구성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시점 간 변수의 영향력이 상
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과에 따르면 전 시점에서 민간신용과 주
택가격 간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양방향 인과관계는 최근으로 올수
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1980년 대 초반까지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금융자유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시점별 충격반
응함수를 추정하여, 주택경기가 호황일수록 민간신용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
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Meng, Hoang and Siriwardana(2013)는 VAR와 VECM 모형을 이용하여 호주의
가계부채 결정요인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호주의 가계부채 증가 원인
은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더불어 주
택시장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역시 하나의 큰 원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BVAR-SSVS와 TVP-BVAR 모형을 이용한 가계부채, 주택가격 및 대출금리의 동학에 관한 연구 71

Anundsen and Jansen(2013)은 1986년 2분기부터 2008년 4분기까지 노르웨이 데이
터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간 동시적 관계의 반영이 가능한 SVECM(Structural
VECM) 모형을 이용하여 이들의 동적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노
르웨이의 경우 두 변수 간 장기 관계가 존재하였으며, 금리는 신용채널을 통해 간접
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Hoang and Meng(2015)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베이지안 VAR 모형을 이용하여
호주의 가계부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87년 4분기부터 2013년 4분기
까지이며, GDP, 주택가격지수, 금리 및 실업률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VAR 모형이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부호 제약(sign restriction)이 부과
된 구조 충격을 가정한 베이지안 VAR 모형의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
르면, 지난 25년 간 호주의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실업률 하락에 따른 소득
증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Kim et al.(2014)은 시계열 분석과 미시계량분석을 동시에 활용하여 우리나라 가계
부채 결정요인에 대한 폭 넓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2000년대 우리나라
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상승은 주택가격 상승 뿐 아니라 가처분소득의
증가세 둔화, 저축률 하락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20082009년 글로벌금융위기와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시기의 금리, 가처분소득 및 주
택가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가격부채 지속성에 대해서 점검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금융위기 시나리오 하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금리 4.4%p 상승,
가처분소득 6.4% 하락, 주택가격 13.1% 하락하는 외환위기 시나리오 하에서는 우리
나라 가계부채 지속성이 큰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urk(2015)는 1980년 3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의 스웨덴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
계부채와 주택가격 두 변수 간의 동태적 연관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주택자산
이 담보로 이용되어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 장단기 영향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택 수요 및 공급, 주
택가격과 가계부채의 관계 등을 설명하는 총 6개의 방정식을 구성하되, 오차수정항을
도입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단기에서 가계부채→주택가격 경로가 작동
하는 반면, 장기에서는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가계부계를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인이었으나, 이는 주택의 담보가치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동태적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한상섭(2011),
전해정․박헌수(2012) 등이 있다. 한상섭(2011)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주택가격, 금리,
소득 네 가지 변수의 분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들의 장단기 관계를 VECM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통해 이 두 변수
는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증폭되는 경로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금리의 경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으
며, 때문에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피드백 작용으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
어날 경우 금리가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연
구는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기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장단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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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파악했다는 점을 볼 때 유용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단, 한상섭(2011)의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변수들 간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
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전해정․박헌수(2012)는 VAR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과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동태적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주택시장을 전국, 서울, 강남, 강북으로 나
누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결과를 보면,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주택담보대출금에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시변수들 중에서 주택담
보대출금이 매매가격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 영향력
의 크기는 지역별로 상이해 지역특성에 맞는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3. 자료 및 분석 방법론
3.1 자료 설명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200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월별 실질가계부채
증가율, 주택가격등락률, 실질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 및 명목 대출금리 7) 네 가지 변수
다. 실질변수는 모두 명목변수를 CPI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증가율은 가계부채 및 가
계소득의 경우 계절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동월대비로 계산하였으며, 수준
변수를 로그차분하여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자료는 예금취급기관의 월별 가계부채 데이터를 이용하
였다. 본 연구의 특성 상 가계부채 총량 보다는 주택담보대출 총량이 더 적합할 수
있으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예금취급기관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총량 자료
는 2007년 12월부터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확보를 위하여 가계부채 총량 자료
를 이용하였다.8) 주택가격등락률은 국민은행이 산출하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대
출금리를 이용하였다. 잔액 기준이 아닌 신규취급액 기준을 이용한 것은 가계부채의
증감은 잔액보다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탈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 2
인 이상 가구의 분기별 가처분소득 자료를 Cubic Spline을 통해 월별 자료로 변환하
여 이용하였다.9) 이러한 내용은 <표 3.1>에 요약되어 있다.
7) Gimeno and Martinez-Carrascal(2010)은 우리나라와 같이 DTI 또는 LTV와 같은 신용제약
이 존재하면 금융기관 신용공급이 실질금리보다는 명목금리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상섭(2011)은 이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실질금리보다 명목금리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8)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약 61.7%를 차지하며(2015년 12월 기준), 2007
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가계부채 총량과 주택담보대출 총량 간 간 상관계수는 0.99로
매우 높다. 이러한 높은 상관계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움직임은 주택담보대출의 움직임에
압도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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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는 원변수 간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 관심변수인 가
계부채(debt)와 주택가격(hprice)을 보면, 가계부채는 주택가격과 상관계수가 0.4718로
높았으며, 대출이자율과는 -0.0634로 음(-)의 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대출이자율의 경우 최근 3년 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와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92
로 급격하게 음(-)의 관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들어 대출이자율과
가계부채의 동조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택가격의 경우 소득 및 대출이
자율과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관계수의 크기도 모두 0.3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은 이용 자료의 단위근 검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단위근 검정은 PhillipsPerron 및 Augmented Dickey-Fuller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시차는 SC, MAIC,
Ng-Perron에 의한 적정시차 중 가장 큰 값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모든 1차 차분변수
는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 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은 상수항만을 고려하였을 경
우 5% 신뢰수준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세까지 고려하면 비안정적인 것
으로 나타나 본 분석에서는 모든 변수를 1차 차분하여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
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소득, 가계부채, 주택가격의 경우 증가율의 1차 차분 값이며,
대출이자율은 원변수의 1차 차분값이다.10) 1차 차분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3.4>에 나와 있다.
먼저 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YoY)을 보면 평균적으로 음(-)의 증가율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1.798%p에서 1.851%p까지 분포하고 있다. 대출이자율 변화의 경우 평균이
-0.0178이며, 최솟값은 글로벌금융위기 발발에 큰 영향을 받은 시기로 -1.17%p 하락
하였다. 실질가계부채증가율(YoY)은 전기 대비 변화가 -2.0614%p∼0.9697%p, 실질주택
가격증가율(YoY)은 전기 대비 변화가 -2.9%p∼3.2%p에 분포하고 있다. <그림 3.1>
은 원변수와 차분변수를 그린 그림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차분변수를 보면 모든 변수
가 평균 0을 중심으로 분산이 일정한 모습을 보여 안정적 시계열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 이용 자료
변수

기호

설명

출처

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YoY)

income

2인 이상 가구 가처분소득/CPI
(분기자료 cubic spline)

통계청

대출이자율

interest

신규취급액 기준

한국은행

실질가계부채증가율(YoY)

debt

예금취급기관 가계부채/CPI

한국은행

주택가격등락률(YoY)

hprice

주택가격등락률

국민은행

9) 이 방법 대신 Hoang and Meng(2015)처럼 실업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분기별 실
업률과 가계 가처분소득의 상관계수가 -0.2로 낮았으며, 때문에 실업률을 가계소득의 대리변
수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BVAR 모형의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에 대한 예측력도 실업률 보다는 월 단위로 변환한 가처분소득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10) 이러한 변수 사용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든 변수가 %p로 해석된다. 소득, 가계부채,
주택가격의 경우 증가율의 변화분이기 때문이며, 이자율의 변화 역시 %p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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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변수 간 상관계수 (동차)
income

interest

debt

income

1

interest

-0.0337

1

debt

0.081

-0.0634

1

hprice

0.3216

0.3674

0.4718

hprice

1

<표 3.3> 단위근 검정 결과
ADF

PP

수준

구분

1차 차분

수준

1차 차분

상수항

상수항+
추세

상수항

상수항+
추세

상수항

상수항+
추세

상수항

상수항+
추세

income

-2.90**

-2.83

-7.05***

-7.05***

-3.13**

-3.11

-5.92***

-5.94***

rate

-0.58

-2.29

6.39***

-6.53***

-0.32

-1.90

-8.59***

-8.67***

debt

-1.66

-1.39

-6.57***

-6.637**

-1.50

-1.34

-8.09***

-8.12***

hprice

-2.56

-2.78

-4.99***

-5.01***

-2.209

-2.38

-4.50***

-4.51***

참고:

**

는 유의수준 5% 내 유의,

***

는 1%내 유의함을 의미

<표 3.4> 시계열 변수 기초통계량 (1차 차분변수)
변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YoY)

-0.0192

0.0176

0.752

-1.798

1.8513

대출이자율

-0.0178

-0.0200

0.1753

-1.1700

0.4300

실질가계부채증가율(YoY)

0.0115

-0.0046

0.5265

-2.0614

0.9697

실질주택가격증가율(YoY)

0.0507

0.1000

0.6594

-2.9000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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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실선은 차분 전 시계열 추이를, 점선은 안정화 된 차분변수의 추이를 나타냄
<그림 3.1> 이용 자료 시계열 추이 및 1차 차분 결과

3.2 분석 방법론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베이지안 VAR(q) 모형을 고려해보자.

    
   ⊗      ～     ⊗  

(3.1)
(3.2)

식 (3.1)은 VAR 모형을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낸 것이며, 식 (3.2)는 식 (3.1)에서 
와  를 벡터화한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식 (3.2)에서 ⊗ 는 Kronecker Product를,
  vec(  )를 ,  는 항등행렬을, 은 방정식의 수를,  는 분석에 이용된 시계열 관측
치 수를 나타낸다. 식 (3.3)은 식 (3.2)의 두 모수에 대한 우도함수이며, 식 (3.4)는 이
우도함수가 조건부 정규분포( 의 분포)와, 조건부 Wishart 분포(   의 분포)의 곱으
로 나타내어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11) 식 (3.4)에서 는 VAR 모형에서 추정해야 할
회귀계수의 수를 나타내며,       은 Wishart 분포에서 자유도를 의미한다.
11) 자세한 증명은 Canova(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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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p    ⊗   ′  ⊗     ⊗   
    ∝           


  ×   
  

         

(3.3)
(3.4)

아래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Normal-Wishart 베이지안 VAR 모형을 이용하여 회귀
계수에 제약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한다. 먼저, 베이지안 VAR 모형에서
회귀계수를 축소(shrinkage)하는 Minnesota 사전정보(Litterman, 1986), Variable Selection
(Korobilis, 2013), Stochastic Search Variable Selection(George, Sun and Ni, 2008)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으로 시기별 영향력 차이 포착할 수 있는 TVP(Time
Varying Parameters)-BVAR 모형에 대해 서술한다.
3.2.1 The Bayesian VAR with Minnesota Prior (Litterman, 1986)
미네소타 사전정보는 Litterman(1986)이 개발한 것으로, VAR 모형에서 회귀계수
들에 제약을 부과하여 변수를 축소하는 방법론 중의 하나이다. 미네소타 사전정보의
주요한 아이디어는 ⅰ) 독립변수 중에서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영향력이 다른 독립변
수 대비 크며, ⅱ) 시차가 현재 기에 가까울수록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네소타 사전정보에서는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중 시차가 1인 독립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추출하는 분포가 평균 ‘0’에 집중되도록 설계한다. 또한
회귀계수 분포의 표준편차는 시차가 길어질수록 작아진다고 가정한다. 즉, 이들 변수
는 종속변수의 1 시차변수보다 더 0을 중심으로 몰려있는 분포를 가진다. 이를 수식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 f   



  ×  ×  i f  ≠  and    
  
  ×  for    

(3.5)

식 (3.5)에서 는 방정식을, 는 독립변수를, 은 시차수를 나타내며,    은 해당
회귀계수 추출에 이용되는 분포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는 미네소타 사전정보의
초모수(hyperparameters)인데,  은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의 시차변수에 적용되는 초
모수이며,  은 독립변수 중에서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아닌 변수들에게 적용되는
초모수이다. 앞에서 밝힌 바 있듯이 미네소타 사전정보는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아
닌 독립변수들에게 더 많은 제약을 부과하기 때문에   을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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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모수를 Canova(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 설정하였
다. 은 시차를 반영하는 decay 함수이며, 본 논문에서는   로 가정하였다.
3.2.2 The Bayesian VAR with Variable Selection (Korobilis, 2013)
Korobilis(2013) 방법론의 주요 아이디어는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 잠재변수
     ′를 도입하되,   이면    이 되도록 변수를 축소하는 것이다. 여기
서  는 0과 1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이며, 해당 회귀계수   가 모형에 포함될 확률
  를 모수로 가지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 본 방법론의 사전분포는 다음과 같다.
 ～       

(3.6)

      ～      




～  





(3.7)
(3.8)

여기서 모든  끼리는 독립이며, 와 ∑ 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Normal-Wishart 사
전분포를 가정한다. 본 방법론에서 초모수는       이며, Korobilis(2013)를 참조
하여     12), 가 상수항일 경우 ～     , 아닐 경우 ～      13),
  으로 가정하였다.   를 0.5로 가정한 것은 사전적으로 어떠한 변수가 모형에 포
함될지 모르는 무정보적(non-informative) 사전정보를 의미한다. 사전분포와 초모수가
주어진 상황 하에서, 식 (3.4)에 근거하여 각 모수들의 조건부 사후분포를 생성하기
위한 Gibbs Sampling 과정은 뒤에 첨부하였다.
3.2.3 The Bayesian VAR with Stochastic Search Variable Selection
(George, Sun and Ni, 2008)
본 방법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앞에서 설명한 Korobilis(2013)의 변수 선택 방
법론과 유사하다. 단, Korobilis(2013)의 경우 위의 <Step 2>에서 베르누이 분포를 통
해 추출된  가 0이면 해당 회귀계수를 0으로 처리하는 반면, George, Sun and
Ni(2008)의 경우  가 0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회귀계수의 추출분포에 큰 제약을 가할
뿐 0으로 설정하지는 않는다.

12) Korobilis(2013)는 회귀계수에
설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13) Korobilis(2013)는 회귀계수의
며, 이 값이 10을 넘어갈 경우
본 연구에서는 상수항을 제외한
정하였다.

더 많은 제약을 주기 위하여  의 초깃값을 < > 범위로
표준편차가 <0.25,25> 범위의 값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으
무정보적 사전분포를 가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언급하였다.
회귀계수의 사전분포에만 유의미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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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식 (3.9)는  가 주어진 상태에서 회귀계수의 조건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는   원소를  로 가지는 대각행렬(diagonal matrix)이며,  는 식 (3.10)에 의해
결정된다.  은 회귀계수들 간 상관계수 행렬이며, 본 분석에서는    로 가정하였
다.

 
    ~



 i f   
 i f   

           

(3.10)
(3.11)

식 (3.11)은 위에서 언급한 Korobilis(2013)와 이 방법론의 차이점을 수식으로 표현


한 것이다.   는 초모수이며,    
   ,    
   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는 OLS로 추정한 회귀계수의 분산이다. 초모수   는   에 의하
여 결정되는데,   일 때 좀 더 넓은 분포에서 회귀계수가 추출될 수 있도록  
을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George, Sun and Ni(2008)의 권고에 따라   
  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3.2.4 BVAR with Time Varying Parameters (TVP)
TVP-BVAR에서는 시점에 따라 회귀계수의 변동을 허용하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식 (3.2)를 상태-공간(state-space) 모형으로 확장한다.
(3.12)
               ~    
               ~    

(3.13)

여기서 식 (3.12)와 식 (3.13)의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앞서 식 (3.2)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식 (3.12)는 매트릭스 형태의 VAR 모형을 벡터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후결합분포는 우도함수와 사전분포의 곱인 식 (3.14)와 같이 나
타낼 수 있으며, 사전분포는 각각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                  

(3.14)

             

(3.15)

TVP-BVAR에서 회귀계수를 추정하기 위한 관건은 식 (3.14)에서 사전분포를 어
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본 분석에서는 총 관측 시계열 1～T기 중에서
1～ 만큼을 training sample로 간주하고, 이 기간의 회귀계수를 OLS로 추정한 값을
      를 구하기 위한 사전분포로 삼는다. 최종적으로 각 모수들의 사전분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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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iceri(200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여기서 는 역(Inverse) 
분포를 나타낸다.
  ~           

(3.16)

 ~         

(3.17)

 ~     

(3.18)

다음으로  와     의 조건부 사후분포를 도출하면 식 (3.19), 식( 3.20)과 같으며,
 의 조건부 사후분포는 BVAR-VS의 Gibbs sampling 과정에서 설명한 <step 3>과
동일하다.


            =        
                    

 ∆ ∆ 

⊤





   





 





     



(3.19)
(3.20)

식 (3.20)에서   는  기까지 보유한 모든 정보를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회귀계수는
식 (3.20)에 칼만-필터를 적용하여 도출한다.14)

4. 실증분석 결과
실증분석 결과 부분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일반적인
VAR, 미네소타 사전정보를 가정한 BVAR. BVAR-VS, BVAR-SSVS 네 가지 방법
론의 예측력을 비교하고, 이 방법론들 중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보인 BVAR-SSVS를
이용하여 도출된 충격반응함수를 해석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변수 간 관계가 시점
별로 달라졌을 가능성을 점검한다. 먼저, BVAR-SSVS를 이용하여 충격반응함수를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두 시기로 나누어 도출하고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TVP-BVAR
를 이용하여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부터 2015년 말까지 회귀계수 변동을 추정하고 해석
한다.
본 실증분석에서 예측력 비교는 직접예측(direct forecasting)15)을 통해 수행하였으
14) 이에 관한 내용은 Carter and Kohn(1994), Korobilis(2013) 부록 B.1, Keith(2015)를 참조하
고, 칼만-필터 적용 후 회귀계수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방법론은 Koop and Korobilis(2010)
및 Durbin and Koopman(2002) 참조.
15) 예측력 비교는 보통 직접예측(direct forecasting) 혹은 반복예측(iterative forecasting)을 통
해 수행한다. 직접예측은 현재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 이후를 예측하는 것이며(=        ,
 는 현재의 정보를 의미), 반복예측은 기 정보를 이용하여   기를 예측 한 후, 이 예측값
을 이용하여 다시   기를 예측하는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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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Gibbs Sampling은 총 30,000번 시행하여 그 중 마지막 10,000번 결과만을 이용하
였다. 단, Korobilis(2013)의 결과처럼 직접예측과 반복예측에서의 예측력 비교 결과가
유사한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BVAR-VS, BVAR-SSVS에 대해서는 반복예측을 함께
수행하였다. 예측력 비교는 시계열에서 마지막 6개월을 제외하고 회귀계수를 추정한
후, 6개월의 예측치를 실제치와 비교하였다. VAR 모형에서 시차는 AIC와 SC 기준에
의거하여 2로 설정 16)하였다.
4.1 모형 간 예측력 비교 및 변수 선택 결과
<표 4.1>은 MSFE(Mean Squared Forecasting Error)와 MAFE(Mean Absolute
Forecasting Error)를 이용하여 표본외예측 결과를 본 것이다. 표본외예측에서 MSFE
와 MAFE를 함께 보는 것은 MAFE의 경우 예측오차 절댓값 합의 평균이므로 모든
예측오차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반면, MSFE는 예측오차 제곱합 평균의 제곱근이므
로 예측오차가 큰 경우 가중치를 더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함의를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측력 비교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두 방
정식(<표 4.1>에서 각각 debt, hprice)과 모형 전체의 방정식의 결과를 활용한다.
<표 4.1>의 결과를 보면, 무제약 하에서의 일반적인 VAR 모형보다 회귀계수에
적절한 제약을 가하는 BVAR 모형들의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단, 일반적인 VAR 모형과 미네소타 사전정보를 가정한 BVAR 모형의 예측력
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분석에서는 시차가 가깝고, 다른 변수 대비 자
기 자신의 과거 변수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미네소타 사전정보의 가정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BVAR-VS와 BVAR-SSVS의 경
우 앞의 두 모형보다는 훨씬 좋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MAFE보다 MSFE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BVAR-VS
와 BVAR-SSVS 두 모형 간의 예측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모든 방정식의
예측오차를 볼 때(<표 4.1>의 all) MSFE와 MAFE 모두에서 BVAR-SSVS가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복예측을 적용한 경우에도 예측오차의 절대적 크기
는 직접예측과 차이를 보였으나, 4개의 모든 방정식에서 BVAR-VS보다 BVARSSVS의 예측력이 우수하였다.

16) 변수의 영향력이 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차 6까지 늘려서 추정을
시도해 보았으나, 시차 2를 고려했을 때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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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본외예측(out-of-sample prediction) 결과
MSFE

MAFE

방법론

Benchmark

Bayesian
VARs

debt

hprice

all

debt

hprice

all

Unrestricted VAR

1.0565

0.4103

0.6636

0.6544

0.2364

0.3920

Minnesota Prior

1.0758

0.3931

0.6613

0.6570

0.2308

0.3865

Variable Selection

0.9051

0.2696

0.6125

0.6157

0.2199

0.3969

SSVS

0.9069

0.2145

0.5904

0.5867

0.1397

0.3529

<표 4.2> BVAR-SSVS 모형에서의 변수 제약 (  의 평균)
Dep. Variables

income

rate

debt

hprice

constant

0.2103

0.2648

0.1933

0.183

income

1

0.1586

0.2681

0.7705

rate

0.2253

0.871

0.2514

0.2008

debt

1

0.284

0.8697

0.4932

hprice

0.9852

0.357

0.9962

1

income

1

0.1628

0.4925

0.8613

rate

0.2109

0.2182

0.2428

0.2703

debt

0.2019

0.1911

0.5063

0.2234

hprice

0.4452

0.2686

0.8647

1

lag1

lag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장의 충격반응분석은 상대적으로 예측력이 우수한
BVAR-SSVS 모형을 이용하여 진행한다.17)
<표 4.2>는 BVAR-SSVS 모형에서 변수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는 표이다. 표 안
의 수치는 BVAR-SSVS 모형에서 잠재변수로 도입된 이항변수 의 평균값을 나타낸
다. 이 수치가 클수록 각 방정식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가계부
채 방정식을 보면, 가계부채는 자기 자신의 과거변수보다 주택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 1, 2에서 모두 주택가격이 모형에 포함된 비율이 각

17) 다른 모형을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BVAR-SSVS와 방법론이 유사한
BVAR-VS의 경우 그 결과가 유사하였다. 미네소타 사전정보의 경우 그 결과가 달랐는데, 이
방법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시차구조 및 회귀계수 분포가 본 분석에서 이용하고 있는 네 가지
변수의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82

송상윤

각 0.9962, 0.8647로 매우 높았다. 시차 1만 보면, 가계부채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의
비율은 주택가격>가계부채>소득>대출금리 순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주택가격 방정식
을 보면 자기 자신의 과거변수는 모든 시차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 1만 보면, 주택가격 방정식
에 포함된 변수의 비율은 주택가격>소득>가계부채>대출금리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격적인 충격반응분석에 앞서 각 변수 간 동적 관계에 대한 대략
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가격과 가계부
채는 상호 증폭 관계에 있기 보다는 주택가격→가계부채 경로가 압도적으로 크게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의 경우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과거값과 가계소득이 주택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났다.
4.2 충격반응분석: BVAR-SSVS 모형을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은 이 분석에서 관심이 있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한다. 본 충격반응분석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크게 ⅰ) 가계소득, 대출금리 충격
에 대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반응, ⅱ)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상호 충격반응 관계
두 가지이며, 본 장에서는 이 두 가지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충격반응분석 결과
는 제일 뒤에 첨부하였다.18)
<그림 4.1>은 금리 상승 충격이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 것
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가계부채증가율은 금리 상승 충격에 음(-)의 영향을 받은 후
(약 0.2%p 감소, 전기 대비) 그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여 약 4개월 후에 완전히 소멸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상승이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려 단기적으로 가계
부채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단, 95% 확률밴드의
추이를 볼 때 충격 초기의 영향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의
경우 금리 상승 충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다음으로 <그림 4.2>는 소득 상승 충격에 대한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반응을 나
타낸 것이다. 가계부채증가율은 소득상승 충격 초기에 큰 정(+)의 영향(약 0.3%p 상
승, 전기 대비)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기적으로 소득과 가계부채가 정(+)이 관
계를 가지는 것은 가계소득 증가가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때문이며,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 감소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다.20) 주택가격 반응
18) 첨부된 <그림 4.9>는 전체 기간에 대한 BVAR-SSVS 결과이며, <그림 4.10>은 글로벌금
융위기 이전 결과를, <그림 4.11>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결과이다.
19) 이러한 결과는 손종칠(2010)의 결과와 상이하다. 손종칠(2010)은 콜금리 상승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손종칠(2010)의 결과는 통화정책의 자산가격 경로를
볼 때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단, 본 연구와 결과가 다른 것은 본 연구의 경우 콜금리가 아닌
대출금리를 이용하였다는 점, 분기별 데이터 대신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기별 콜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경기, 자산가격 움직임, 물가수준 등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 월별 대출금리의 경우 해당 월 대출수요와 공급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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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소득 상승 충격에 주택가격등락률은 약 2개월 후 전기 대비 0.2%p 상승한
후 점차 그 영향력이 소멸되며, 약 6개월 후에는 약 0.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95% 확률밴드 추이를 볼 때 통계적 유의성은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림4.3>
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의 상호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주택가격이 가계부채
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택가격 상승 충격에 가계부채증가율은 약 2개월 후 전기
대비 0.5%p 상승한 후, 그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여 약 6개월 후 소멸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앞의 그림들과 비교하여 보면 각 변수들의 1 표준편차 충격이 가계부채에 미
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 상승 충격 → 가계부채

금리 상승 충격 → 주택가격

참고: 점선은 충격의 95% 확률밴드(probability band)를 의미
<그림 4.1> 금리 상승 충격에 대한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반응

소득 상승 충격 → 가계부채

소득 상승 충격 → 주택가격

참고: 점선은 충격의 95% 확률밴드(probability band)를 의미
<그림 4.2> 소득 상승 충격에 대한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반응
20) 이러한 해석 이외에도 소득과 가계부채의 정(+)의 관계는 소비평활화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경제주체들이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소비평활화를 위해 부채를 늘
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엄밀한 미시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유는 이러한 소비평활
화 관점에서의 관계는 가계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큰 영향을 받으며 가계마다 효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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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 가계부채

가계부채 → 주택가격

참고: 점선은 충격의 95% 확률밴드(probability band)를 의미
<그림 4.3>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상호 반응

다음으로 가계부채 증가 충격에 주택가격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것으
로 보이는데, 약 6～7개월 후 정(+)의 영향(약 0.1%p 상승, 전기 대비)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단, 95% 확률밴드와 영향의 크기를 볼 때, 주택가격→가계부채 경로보다
는 그 영향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에
는 어느 정도 피드백 효과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단, 주택가격→가계부채 경로가
상대적으로 가계부채→주택가격 경로보다 영향의 크기가 크다는 점, 가계부채→주택
가격 경로의 경우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계
부채→주택가격 충격반응함수에서 95% 확률밴드가 거의 0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상호관계는 주택가격→ 가계부채 경로가 압도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4.3 충격반응분석: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비교
<그림 4.4>는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대출금리가 가계부채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모두에서 대출금리는 가계부채에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글로벌금융위기 전의 경우 금리 상승 충격이 오래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95% 확률밴드가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글로벌금융위기 후의 경우 충격 초기 영향이 전 시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그림
4.1>과 유사하게 나타나 전 시기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의 결과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동시에 관찰되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대출금리와 가계부채 증가율 간의 음(-)의 관계가 명
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림 4.5>는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가계부채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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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금융위기 전에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충격
초기에 실질가계부채증가율을 약 0.6%p 상승시키는 반면,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95% 확률밴드가 모든 기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 유의성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그림 4.3>
에서 나타난 전 시기 대상의 주택가격에 대한 충격에 대한 가계부채의 반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글로벌금융위기 전 (2004.11～2008.12)

글로벌금융위기 후 (2009.01～2015.12)

참고: 점선은 충격의 95% 확률밴드(probability band)를 의미
<그림 4.4>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대출금리 → 가계부채 충격반응 비교

글로벌금융위기 전 (2004.11～2008.12)

글로벌금융위기 후 (2009.01～2015.12)

참고: 점선은 충격의 95% 확률밴드(probability band)를 의미
<그림 4.5>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주택가격 → 가계부채 비교

<그림 4.4>와 <그림 4.5>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시기의
가계부채는 대출금리보다 주택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는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경기호조로 인한 기준금리의 상승 21)이 대출금리
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는 대출금리 보다 주택경기 호황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낙관적인 기대심리가 더 큰
21) 2004년 1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9월
5.25%까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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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하였을 수 있다. 또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보다 대출금
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
능성을 보여준다.22) 투자를 위한 주택구입의 경우 현재 및 미래의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에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실거주를 위한 주택구입은 주택가격 뿐 아니라 주택구
입자금에 대한 상환부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림 4.6>은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가계부채 충격에 대한 주택가격의 반응을 나타
낸 것이다. 95% 확률밴드를 감안하면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모두 가계부채가 주택가
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그림
4.3>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다.23)
글로벌금융위기 전 (2004.10～2008.12)

글로벌금융위기 후 (2009.01～2015.12)

참고: 점선은 충격의 95% 확률밴드(probability band)를 의미
<그림 4.6>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가계부채 → 주택가격 비교

4.4 TVP-BVAR를 이용한 시기별 회귀계수 변동 분석
본 장에서는 TVP-BVAR 모형을 이용하여 시기별 회귀계수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기간(2004년 11월～2008년 12월)은 이후 기간의 계수 변동을 보
기 위한 training sample 기간으로 지정하였다. 모든 회귀계수의 변동 추이는 뒤에 첨
부하였으며(<그림 4.12>), 여기에서는 가계부채 방정식과 주택가격 방정식의 회귀계
수 변동만 해석한다.
<그림 4.7>은 가계부채 결정 방정식에서 자기 자신 종속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
변수의 회귀계수 변동(시차 1)을 나타낸 것이다. 뒤에 첨부한 <그림 4.12>는 시간변
동 회귀계수의 사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4.7>은 <그림 4.12>에서 굵은 선으

22)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2010년 8월에 정책당
국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국민
주택기금 지원 액수를 확대 하는 등의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23) 반면 이는 한상섭(2011)과는 다른 결과다. 한상섭(2011)의 경우 1991년부터의 장기 데이터
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방법론으로 VECM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이외
에 소득 및 금리 변수가 본 분석과 다르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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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된 중간값 만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다. 결과를 보면,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실
질가처분소득의 회귀계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주택가격과 대출금리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의 경우 2011년 초반 이후 음(-)의 영향력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주택가격은 2013년 즈음하여 정(+)의 영향력이 소폭 감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서론의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2013년 이후 가계부채의 큰 폭 증가는 주택가격의 영향력이 소폭 감소한 상황에서,
대출금리의 영향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8>은 주택가격 방정식에서 자기 자신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변
수의 회귀계수 변동을 그린 것이다. 세 변수는 모두 2012년을 기점으로 영향력이 약
화되다가, 2012년 이후 다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 실질가처
분소득과 대출금리의 경우 모든 시기에서 주택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
면, 가계부채의 경우 2010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는 주택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가 최근 들어 영향력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
르면, 앞의 충격반응분석에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주택가격 경로가 작동
하지 않은 것은 주택가격 결정식에서 가계부채 회귀계수 변동이 0을 포함하여 움직이
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상쇄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그림 4.7> 가계부채 방정식에서의 회귀계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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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주택가격 방정식에서의 회귀계수 변동 추이

2012년 전후로 가계부채 회귀계수의 반전이 보이는 것은 서론의 <그림 1.1>에서
보인 두 변수 간 동조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1>을 보면 글로벌금융
위기 이전에는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글로벌금융위기 기간에는 동조성
이 약화되었고, 글로벌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2012년부터 다시 유사
하게 움직이고 있다. 즉, 가계부채 회귀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는 글로벌금
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시기이며, 다시 반전하여 급등하는 시기는 글로벌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난 시기다. 글로벌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시기에 가계부채, 소득, 금리
의 영향력이 모두 감소되는 것으로 볼 때, 이 시기에는 경제주체들의 부정적인 기대
심리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주택가격과 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해석할 여
지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경로에 의해 정(+)의 관계와 부(-)의 관계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첫 번째로 두 변
수 간 정(+)의 관계는 경기와 주택시장의 동조성에 기인한다.24) 대체로 경기 상승(하
락), 주택경기 상승(하락), 기준금리 상승(하락)의 세 가지 움직임은 동시에 관찰될 가
능성이 높으며, 기준금리 상승(하락)은 일반적으로 대출금리 상승(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때 주택가격과 대출금리는 정(+)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 경로의 경우 주택가격이
가계부채 보다는 경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두
변수 간 부(-)의 관계는 대출금리 하락→가계부채 증가→주택가격 상승 경로에 기인
한다. 이 경로의 경우 주택가격은 경기 보다 가계부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그림10>에서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주택가격과 정(+)의
24) 이태리, 송인호(2015)는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경기의 동조성(정(+)의 관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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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더 컸음을 시사하며, 두 번째 경로에서
않은 것은 충격반응함수의 결과에서 본
가 주택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두 가지 경로 중 첫 번째 경로의 영향력이
설명한 두 변수 간 부(-)의 관계가 나타나지
것처럼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월별 실질가계부채증가율, 실질가계소득증
가율, 대출이자율 및 주택가격등락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들의 동태적 관계에 대해
서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ⅰ) VAR 모형의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베이지안 방법론과 각 방정식에서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변수들을 축소
하여 표본외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 선택 기법을 동시에 도입하였다는 점,
ⅱ)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변수의 영향력 변화를 관측하기 위하여 시점별 충격반응함
수를 도출하고, 나아가 시간 변동 회귀계수를 추정하여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였다는
점 두 가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최근 추이를 볼 때 시점별 충격반응
함수의 도출 및 시간 변동 회귀계수의 추정은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변수들의 동태적
관계 변화를 포착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월별 실질가계부채증가율, 실질가계소득증가율, 대출금리 및 주택가격등락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 일반적인 VAR 모형 대비 베이지안
VAR 모형의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우수하였다. 더불어 베이지안 VAR 모형 중
에서도 George, Sun and Ni(2008)이 개발한 Stochastic Search Variable Selection 방
법론을 활용한 모형이 미네소타 사전정보 및 Korobilis(2013)의 Variable Selection 방
법론 대비 더 우수한 표본외예측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 축소
(shrinkage) 기법의 예측력이 우수하다는 최근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 단, 이러한 모
형 간 예측력 차이는 본 분석에서만 유의한 것이며, 분석 주제 및 이용 데이터에 따
라 예측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예측력이 우수한 VAR 모형의 선택을 위해 다양한 방법론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상대로 대출금리는 가계부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의 이자부담을 늘려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단, 이 관계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
데, 분석 전 기간에서 나타나는 대출금리와 가계부채의 음(-)의 관계는 글로벌금융위
기 이후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준금리 하락이 대출금리 하락으
로 이어지는 2011년 이후 이러한 음(-)의 관계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소득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가처분소득 증가가 가계의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
하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과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가계의 상환부담 감소는 대출을 통한 주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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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증가에 기여했을 것이다.
넷째, 최근 10년 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는 주택가격→가계부채 경로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차이점을 보인다. 장기 시계열
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가계부채와 주
택가격은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증폭되는 경로가 관찰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였다. 단, 시점별 회귀계수 변동을 보면
가계부채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시기별로 상이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가계부
채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두 변수 간 피드백 효과
를 통한 상호 증폭 정도가 커지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는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
는다. 본론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듯이, 정부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지, 전반적인 주택경기 상승을 위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변수 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정부정책의 영향을 모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조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구조 변화 시기를 추정한 후
이를 정책과 연결 지어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 시기를 바탕
으로 변수 간 전후 관계를 해석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7월 4일 접수, 2016년 8월 3일 수정, 2016년 8월 27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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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VAR-VS 방법론에서 사후분포 추정을 위한 Gibbs Sampling 과정>
<Step 1> 다음의 분포 하에서  추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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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다음의 분포 하에서    추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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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충격반응분석 결과 (BVAR-SSVS 이용, 전 기간)

참고: 점선은 충격의 95% 확률밴드(probability band)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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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충격반응분석 결과 (BVAR-SSVS 이용, 2004.10～2008.12)

참고: 점선은 충격의 95% 확률밴드(probability band)를 의미

BVAR-SSVS와 TVP-BVAR 모형을 이용한 가계부채, 주택가격 및 대출금리의 동학에 관한 연구 93

<그림 4.11> 충격반응분석 결과 (BVAR-SSVS 이용, 2009.01～2015.12)

참고: 점선은 충격의 95% 확률밴드(probability band)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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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시기별 회귀계수의 사후분포 (시차 1 변수)

2) 좌측의 L1.K는 각 방정식에서 K번째 변수의 시차 1 회귀계수를 의미. 변수 순서는 소득, 대출금리, 가계부채, 주택가격
3) x축은 52～134까지 관측월을 나타냄. 100은 2013년 2월을 의미. 1～51은 사전분포를 구하기 위한 기간으로 지정하였기 때
문에 제외

참고: 1) 굵은 선은 시기별 회귀계수 사후분포의 중간값을, 그림 상단에 위치한 변수의 이름은 방정식의 종속변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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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Household Debts,
Housing Prices and Interest Rates in Korea:
BVAR-SSVS and TVP-BVAR Approach
Sang Yoon Song1)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household debt, housing prices and
lending interest rates in 2004-2015.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out-of-sample prediction
of a VAR model, we adopt the Bayesian estimation methodology and variable selection
methods, which perform shrinkage on coefficients, at the same time. We also estimate timevarying coefficients in order to capture the variation of coefficients by peri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ayesian VAR model is a better predictor than the general VAR model.
Among Bayesian VAR models, the Bayesian VAR with stochastic search variable selection
(SSVS) provides the lowest forecasting error. Second, according to the impulse-response
analysis results drawn by the BVAR-SSVS method, the lending interest rate has a negative
effect on household debt. This relationship has been reinforced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ird, while the effect of household debt on housing prices is imperceptible, that of
housing prices on household debt is significant over the last 10 yea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ime-varying coefficients, however, the effect of household debt on housing prices
has increased since 2013. This result suggests that feedback effects between household debt
and housing prices have strengthened in recent years.

Key words : Household Debts, Housing Prices, Lending Interest Rates, Bayesian
VAR, Stochastic Search Variable Selection, Time Varying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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