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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2014. 7. 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인 DTI•LTV 규제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에 근간함
 본 실증분석은 주택담보대출 차주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주택가격 및 상환원리금이
소비(카드이용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기초로 분석


분석기간: 2008년 8월 ~ 2014년 8월 연간자료 총 7개 시점



분석대상: 분석기간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하고 있는 13만 차주

 분석에 사용된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음


소비: 개별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년 간 카드사용액(신용카드+체크카드)



연소득: 금융회사에 등록한 소득이 존재하면 등록 소득, 그렇지 않으면 KCB 추정소득을 사용



원리금 상환액: KCB에 등록된 상환원금과 상환이자의 합



주택가격: 부동산 114 아파트 가격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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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카드소비, 소득, 주택가격, 상환원리금의 관계
 소득이 상승할수록 주택가격, 소비(카드이용) 및 원리금 상환액도 상승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소비, 소득, 원리금 상환액도 상승
 단, 주택가격의 경우 3억원까지는 소비수준이 거의 유사하며, 4억 이상부터 소폭 상승

주택가격별 소비, 소득, 원리금 상환액 추이

소득구간별 주택가격, 소비, 원리금 상환액 추이
(단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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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형의 구성 : 기초통계량
 본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모두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 한 후 자연로그 적용
 연간 소비(카드이용)의 평균값은 2,125만원이며, 분위에 따라 161만원부터
6,136만원까지 분포
 주택가격의 평균값은 약 3.2억원이며, 분위에 따라 0.84억에서 8.3억까지 넓게 분포
 연간원리금 상환액 역시 주택가격에 따라 연간 76만원부터 2,065만원까지 분포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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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형의 구성 : 모형설정(1)
 패널모형은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중 고정효과모형을 선택(Hausman Test)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모형 추정 결과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시점더미에
관계없이 소득(lnincome),
주택가격(lnprice) 및 원리금(lnpay)
등이 모두 예상대로 부호가 나타남

 단, Wooldridge Test 결과 자기상관이
발견되었으며, 이분산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기상관과 이분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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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형의 구성 : 모형설정(2)
 최종적으로 자기상관과 이분산을 고려한 동적패널모형을 선택
 기본모형 : 소비=f(소득, 자산, 상환원리금, 연령)
 변수구성 : 변수 – 변수평균(모든 변수에 자연로그 취하였으므로 로그차분의 형태)

yit     xit  eit  ( yit  yt )   ( xit  xt )  (eit  et )


 는 (독립변수 – 독립변수 시점별 평균)의 변화가 (종속변수 – 종속변수 시점별 평균)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

 예를 들어 독립변수가 주택가격이라면,

 는 평균주택가격과 관측치의 주택가격 간 차이가

커질수록 평균카드소비 대비 관측치의 카드소비가  만큼 커진다고 해석
 (변수 – 변수평균)은 기대(평균)대비 기대하지 않은 변화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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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정결과 : 기본 모형
 소득, 주택가격, 원리금상환액 모두 예상에 부합하는 부호방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
 소비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주택가격, 원리금상환액 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차주의 소득을 상승시키는 것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보다 약
4.4배 더 강한 효과
 동적패널모형에 따라 연령별 평균소비액을 추정한 결과 46세에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동적패널모형 추정 결과

연령별 평균소비 추정값
1.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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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60 63 66 69 72 75 78
y_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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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정결과 : 연령대별 모형(1)
연령대별 모형 추정 결과

 연령대별로 소득, 주택가격, 원리금
상환액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각 변수와 연령 간

상호작용항을 통해 검증
 소득, 주택가격, 원리금 상환액 모두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결과(‘모형1’) 원리금
상환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최종모형은 원리금 상환액과 연령 간
상호작용항을 제외한 ‘모형2’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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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정결과 : 연령대별 모형(2)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결과 주택가격탄력성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증가함
 39세 미만은 주택가격 상승에도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30대의 경우 향후 출산•교육 및 육아 등의 문제로 주택규모를 늘리거나 도심
근처로 이주를 원한다면,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반면 소비의 소득탄력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함
 주택가격 상승은 40대 이상 소비진작에, 소득 상승은 저연령층의 소비 진작에 도움
연령대별 소득탄력성

연령대별 주택가격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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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정결과 : 가격대별 모형
주택가격별 모형추정 결과

 실질주택가격의 분위수(p25,p50,p75)를
이용하여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추정
 dpr_2(1.6억 이하=1),
dpr_3(2.5억~3.8억 이하=1),
dpr_4(3.8억 초과=1)

연령대별 주택가격탄력성

 주택가격과 연령 간 상호작용항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dpr_3과 dpr_4의 경우
계수값이 (+)이므로,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소비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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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정결과 : 소득구간별 모형
소득구간별 모형추정 결과

 소득의 분위수(p25, p50, p75)를
이용하여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추정
 dinc_2(2,615만원 이하=1),
dinc_3(2,615~3,357만원 이하=1),
dinc_4(3,357만원 초과=1)

연령대별 주택가격탄력성

 고소득인 경우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더
작게 나타남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중산층의 소득증대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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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정결과 : 시점별 모형
 Rolling Regression을 활용하여 시점별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추정
 분석 기간 내에서 2년 씩 나누어(2008~2009, 2009~2010 등) 모형을 추정

 2008년 이후 소득탄력성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해 온 반면, 주택가격 탄력성은 소폭
증가. 원리금 상환액의 탄력성은 큰 변화 없었음
 큰 폭의 소득탄력성 감소는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예비적 저축의 결과로 보임
시점별 탄력성 변화

 주택가격탄력성이 낮았던 시기(2008,

2009년)는 본격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시작되었던 때인 반면, 주택가격탄력성이
높아진 최근은 지방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임.
 소비에 대한 주택가격탄력성이
주택보유자들의 미래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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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정결과 : 지역별 모형
 <모형1>에서 수도권 더미(sudo=1)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모두 양(+)의
계수값이 나타남
지역별 모형 추정 결과

 <모형2>에서 ‘주택가격 상승 경험
차주 더미(delta=1)’를 고려한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경험한
차주의 소비에 대한 주택가격
탄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기대가격에 따른 탄력성 변화 가설은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되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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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1)
 본 연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주택가격, 소득, 상환원리금 및
카드이용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음
 분석 결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보다 소득 상승의 효과가 약 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차주들은 주택가격 상승에도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30대 차주의 경우 자녀 육아•교육 등의 문제로 향후 주거지를 주택가격이 더 높은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이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이어지기 때문

 소득구간별로 주택가격, 소득 및 상환원리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고소득층보다는 중간소득층의 소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중산층의 소득 증대가 중요함을 시사
15

Ⅴ. 요약 및 시사점 (2)

 시점별로 소비에 대한 주택가격, 소득의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최근 7년 간 주택가격의
탄력성은 소폭 상승한 반면, 소득탄력성은 큰 폭으로 감소
• 주택가격 탄력성의 상승은 차주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소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의 큰 폭 감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의 결과이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후 경제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낙관적

경제전망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임
 종합적으로 볼 때 DTI•LTV 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중산층의 소득 증대, 향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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