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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paper examines the dynamic impact of monetary policy shocks on the Korean housing
market using a Bayesian VAR model. I identify the monetary policy shocks by imposing a
mixture of zero, range, and sign restrictions on the responses of variables, and analyze the
impact of the shocks by means of impulse response functions an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s. Data covers the period from January 2006 to December 2017.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netary policy shocks give rise to bigger impacts on
housing transaction volume than on housing price. Second, monetary policy shocks bring
about larger effects on the housing market than on the macro goods market. Third, the
impacts of monetary policy shocks on housing price get profoundly bigger with the inclusion
of the financial crisis period data. Fourth,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shocks can be
overrated if we do not set the proper limits to the range of mortgage r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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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7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지속되던 저금리 및 금리하락 기조가 변
화하고 있다. 미국은 0~0.25%의 사상 최저수준이던 기준금리를 2015년 12월에 0.25%
포인트 인상한 이후 최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2.25~2.5%까지 인상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1.25%이던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1.75%로 인상한 바 있다.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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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정책 충격은 실물시장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지대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율 상승은 주택수요를 위축시키고,
이러한 주택수요의 위축은 주택가격의 하락과 주택거래량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 관련 변수, 거시경제 변수, 그리고 주택시장 변수들로 구
성된 VAR 모형을 통해 통화정책 충격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미치는 동태적(dynamic)
파급 효과를 실증적 그리고 구체적 수치로써 파악하고자 한다. 모형에 사용된 변수는 콜금
리, 주택대출금리, 통화량, 생산, 물가, 주택가격, 주택거래량의 7개 변수이다. VAR 모형의
추정은 베이지안 추론1)을, 그리고 통화정책 충격의 식별(identification)2)은 기본적으로
부호제약3)을 이용하였다.4)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그동안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국내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주택시장 변수로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주택거래량을 포함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통화정책과 주택시장을 다룬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주택거래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주택거래량은 주택가격과 함께 주택시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이며, 두 변수간의
동적 연관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이들 변수를 모형 내에 함께 고려
하는 것은 통화정책 충격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살필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1) 베이지안 VAR(BVAR) 모형은 VAR 모형의 차수(lag) 결정과 관련하여 소위 ‘차원의 저주’ 문제를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BVAR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 논문은 손종칠
(2010)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손종칠(2010)은 본 연구와는 달리 충격의 식별에서 DAG 인과분석을
반영한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하였다.
2) VAR 모형에서 충격의 동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차항들과 충격항들간의 관계를 규정
하는 충격행렬의 식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충격행렬의 식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제로(0)
제약이며, 촐레스키 분해, 동시적 제약, 장기제약 방식 등을 포함한다.
3) 부호제약은 통상적인 제로(0) 제약 방식이 갖는 가정의 엄격성을 지양하고 부호제약이라는 완화된
가정을 통해 충격을 식별하는 장점이 있다. 부호제약을 이용한 국내 연구로는 차경수ㆍ황상연
(2013), 이근영ㆍ김남현(2016), 허종만ㆍ이영수(2018) 등이 있다.
4) 통화정책과 주택시장의 연관성 분석에서, 본 연구와 같이 BVAR 모형과 부호제약을 결합한 해외 연
구로는 Jarocinski and Smets(2008), Peersman(2011)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BVAR 모형
과 부호제약을 결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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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형내의 이자율 변수로 콜금리와 주택대출금리를 함께 사용하였다. 기존의 연구
에서는 이자율 변수로 콜금리(강희돈, 2006; 손종칠, 2010; 차경수ㆍ황상연, 2013)만을
이용하거나, CD 금리(이근영ㆍ김남현, 2016) 혹은 주택대출금리(허종만ㆍ이영수, 2018)
만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콜금리를 통화정책 변수로 사용하였으며,5) 주택대출금
리는 주택시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이자율 변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두 개의 이자율 변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콜금리 변동을 통해 나타나는 통화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호제약을 통한 충격의 식별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호제약과 함께 제로
제약을 혼합적으로 사용하였다. 부호제약 방식에서는 충격이 변수들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
가 제로 제약에서와는 달리 일정한 값이 아니라 집합(범위)으로 계산되며, 범위가 넓을 경
우 분석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화정책충격이 실물 거시경제 변수에 동시적인(simultaneous)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시경제학에서의 통상적인 가정에 입각한 제로 제약을 부호제약과 함께 사용하였다.6)
넷째, 통화정책 충격이 주택대출금리에 미치는 동시적인 영향의 크기를 현실적 범위로
제약하였다. 부호제약에서는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대출금리를 비현실적인
큰 값으로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대출금리의 상
승 한도를 일정한 수준까지로 제약하고 이러한 제약을 통해 앞서의 제로 제약과 함께 부호
제약이 갖는 단점(넓은 충격효과 범위)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의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
외 선행연구들을 개관하였다. Ⅲ장은 모형 및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베이지안 VAR
모형과 추정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부호제약 방식의 방법론과 함께 제로 제약과 범위제약
을 어떻게 부호제약에 연계시키는가를 다루었다. Ⅳ장은 실증분석 결과이다. 데이터에 대
한 설명,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의 결과 등을 서술하였다. 아울러 주택대출금리에 대한
범위 제약을 완화하거나 범위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분석
5)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를 사용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는 7일물 RP금
리로 변경하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콜금리는 Ⅳ장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유사
한 움직임을 보인다.
6) 이러한 혼합제약 방식은 Peersman(2011), Eickmeier and Hofmann(2013), Gambacorta et
al.(2014) 등에서 사용된 바 있으며, 국내 연구에서는 필자가 아는 한 아직 사용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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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이러한 범위제약이 갖는 의미 및 효과도 살펴보았다. Ⅴ장은 결론이다.

Ⅱ. 선행연구 분석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동태적일반균형(DSGE) 모형
을 이용한 분석과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이용한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먼저
DSGE 모형을 이용한 연구로는 해외의 경우 Aoki et al.(2004)과 Iacoviello and Neri
(2010) 등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 강희돈(2006)이 있다.7)
Aoki et al.(2004)은 Bernanke et al.(1999)의 금융가속화(financial acceleration)
모형을 주택시장을 포함하는 일반균형모형으로 확장한 DSGE 모형을 통해 금리변동 효과
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모수 값은 영국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금리변동 효과를 파악하였다. 0.5%p의 통화정책 충격(이자율 상승충
격)은 당기에 주택가격을 0.48%p, 주택투자를 1.11%p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통화정
책의 신용경로를 감안하는 경우, 그 크기는 각각 0.99%p와 2.14%p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Iacoviello and Neri(2010)는 미국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DSGE 모형의 모수 값을 설정
하고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통화정책 충격에 의한 금리 상승은 실질주택
가격과 실질주택투자를 감소시키며, 감소효과는 Aoki et al.(2004)에서와 같이 실질주택
가격보다 실질주택투자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예측오차 분산분해결과에 의하
면, 통화정책 충격은 실질주택가격 변동의 11.4% 그리고 실질주택투자의 15.0%를 설명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희돈(2006)은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 행태에 대한 미시이론을 기초로 뉴케인지언
DSGE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추정은 4변수(콜금리, 주택가격, GDP, 물가) VAR모형
의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한 구조적 추정법(structural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0.5%포
7) DSGE 모형을 사용하여 통화정책과 주택가격의 관계를 살펴 본 국내연구로 송인호(2016)도 있다.
다만 이 논문은 통화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주택가격과 거시경제의 연계성을 바
탕으로 주택가격을 통한 통화정책의 안정성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주택가격이 통화정
책 메카니즘의 한 변수로 작용할 때 주택가격변수가 배제된 전통적 테일러 준칙에 비해 경기변동성
을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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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의 정책금리 인상은 GDP 및 가계소비를 각각 1.6%와 1.2% 위축시키고, 주택가격을
1.1%까지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VAR 모형을 통해 보다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VAR 분석에서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는 충격과 내생변수의 동시적 관
계를 규명하는 충격의 식별 문제이다.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부호제약 방식을 사용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부호제약 방식을 사용한 해외연구로는 Negro and Otrok(2007), Vargas-Silva(2008),
Jarocinski and Smets(2008), Sá et al.(2011), Eickmeier and Hofmann(2013),
Robstad(2018) 등이 있다.
Negro and Otrok(2007)은 통화정책관련변수(연방기금금리, 총지준금, 주택대출금리),
주택관련변수(주택가격), 거시경제변수(소득과 물가)의 6개 변수로 구성된 요인활용벡터자
기회귀 (FAVAR) 모형을 구성하였다. 주택가격과 주택대출금리를 제외한 4개 변수에 부호
제약을 가했으며, 분석결과는 연방기금금리의 인상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대출금
리를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예측오차분산분해의 결과는 통화정책 충
격이 10분기의 예측시계에서 주택가격 변동의 8.89%, 주택대출금리 변동의 7.74%를 설명
하고 있다.8)
Vargas-Silva(2008)는 통화정책변수(연방기금금리, 총지준금, 비차입지준금), 주택관련
변수(주택가격, 주택투자 혹은 신규주택착공건수), 거시경제변수(소득, 물가, 상품가격지수)
의 8개 변수 VAR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주택투자(혹은 신규주택착공건수)를 제외한 변수
에 부호제약을 가하였다. 분석 결과는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이 주택투자와 신규주택착공건
수에 부정적 효과(negative impact)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Jarocinski and Smets(2008)는 통화정책변수(연방기금금리, 통화량, 장단기금리차),
주택관련변수(주택가격과 주택투자), 거시경제변수(소득, 소비, 물가, 상품가격)의 9개 변수
로 구성된 BVAR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부호제약은 통화량과 장단기
금리차에만 적용하였다.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은 주택가격과 주택투자에 부정적 효과를 미
치며, 24개월의 예측시계에서 차지하는 통화정책 충격의 비중은 주택가격 변동의 8.3%,
8) 부호제약을 이용하여 충격을 식별하는 경우, 충격반응함수나 분산분해값들은 일정한 값이 아니라
집합(범위)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부호제약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들은
모두 이러한 집합의 중앙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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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자 변동의 13.6%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Sá et al.(2011)은 18개 OECD 국가들의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VAR 모형은
통화정책변수(단기 및 장기금리, 실질민간신용), 주택관련변수(실질주택가격, 실질주택투
자), 거시경제변수(소비, 물가, 투자, 환율, 경상수지)의 10개 내생변수로 구성되었으며, 4
분기에 걸친 부호제약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충격을 식별하였다. 0.25%p의 단기금리 상승
은 주택가격과 민간신용을 각각 최대 0.3% 그리고 주택투자는 최대 0.2%의 하락을 초래하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ickmeier and Hofmann(2013)은 FAVAR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충격의 효과를
살피고 있다. 내생변수는 소득, 물가, 연방기금금리의 세 개 변수와 232개 변수로부터 도
출된 6개 요인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충격의 식별은 부호제약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통
화정책 충격이 여러 가지 주택가격지수들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며, 2001년~2006년의
미국 주택시장 활황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1%p의 정책금리 인상은
2%~5%의 주택가격 하락을 초래하며, 통화정책 충격의 비중은 5년의 예측시계에서 주택가
격변동의 13%로 나타나고 있다.
Robstad(2018)는 단기이자율, 실질가계신용, 실질주택가격, 소득, 물가, 환율의 6개 변
수 VAR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모든 변수에 부호제약을 가하여 통화정책충격을 식별하였
다. 사용된 데이터는 노르웨이의 데이터이다. 분석결과는 1%p의 단기금리 상승충격이 실
질주택가격을 최대 약 4%까지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부호제약 방식을 이용한 국내연구로는 차경수ㆍ황상연(2013), 이근영ㆍ김남현(2016),
허종만ㆍ이영수(2018)가 있다. 차경수ㆍ황상연(2013)은 콜금리, 통화량, 소득, 물가, 주택
가격의 5변수 VAR 모형을 설정하고, 주택가격을 제외한 변수들에서 4분기에 걸친 부호제
약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충격을 식별하였다.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통화정책
충격이 주택가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근영ㆍ김남현
(2016)은 CD금리, 주택가격, 전세가격의 3변수 VAR 모형을, 허종만ㆍ이영수(2018)는 주
택대출금리, 주택가격, 주택거래량의 3변수 VAR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식별을 위한 부호
제약은 모든 변수에 적용하였다. 금리인상 충격은 주택가격, 전세가격, 주택거래량을 모두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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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방법
1. 모형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7개의 내생변수로 구성된 VAR 모
형을 설정한다. 사용된 변수는 콜금리(icall), 통화량(m), 생산(ip), 물가(cpi), 주택대출금
리(ihl), 주택가격(hp), 주택거래량(hq)이다. 모든 변수들은 안정적인(stationary) I(0)의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9)
본 연구의 VAR 모형은 다음과 같다.



Xt = Β0 +

Β X
k

t-k

+ ut

(1)



위 식에서 Xt는 7개의 내생변수로 구성된 내생변수 벡터이며, Β0와 Βk는 각각 상수항벡
터와 계수행렬이다. ut는 예측오차 벡터로서 Ω의 공분산행렬을 갖는다.
예측오차 벡터 ut는 충격항 벡터와 다음과 같이 선형으로 연결된다.10)

ut = H*et

(2)

위 식에서 et는 표준화된 충격항 벡터로서 단위행렬의 공분산행렬을 갖는다. H는 et의
변화가 초래하는 ut의 변화를 나타내는 충격행렬이며, 식 (2)로부터

Ω = H*HT

(3)

이 성립한다. HT는 H의 전치행렬을 표시한다.

9)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Ⅳ장 1절(데이터) 참조.
10) 식 (1)을 축약벡터자기회귀(RVAR) 모형, 그리고 식(2)와 연계된 모형을 구조벡터자기회귀(SVAR)
모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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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격의 식별
통화정책 충격(기준금리 인상)이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충격행렬
인 H행렬 중 통화정책 충격과 관련이 있는 충격벡터 h를 식별하여야 한다.11) 본 연구에서
는 통화정책의 충격벡터 h를 식별하기 위해 부호제약 방식과 함께 0 제약과 범위제약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식별을 위한 제약조건들은 <표 1>과 같다.

<표 1> 억제적 통화정책충격(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호 제약
ip

cpi

icall

ihl

m

hp

hq

k=0

0

0

≥0
(0.25%p)

≥0
(0~i*)

≤0

≤0

≤0

k≤k*

≤0

no

≥0

≥0

≤0

no

no

주: 1) k는 통화정책 시행 이후의 시점을 표시하며, no는 부호 제약이 없음을 의미한다.
2) ip(산업생산), cpi(소비자물가), icall(콜금리), ihl(주택대출금리), m(통화량), hp(주택가격),
hq(주 택거래량)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통화정책 충격(기준금리 인상)은 콜금리를 상승시키는
충격으로 표현하였다. 기준금리 변동이 통상 0.25%p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통
화정책 시행의 당기에 콜금리가 0.25%p 상승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둘째, 기준금리 인
상은 주택대출금리를 상승시키고 통화량은 축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제약은 통화
금융시장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제약이다. 다만 주택대출금리의 경우, 당기의 상승 한도를
i*로 제한하였다. 주택대출금리 상승폭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이러한 제약
을 통해 통화정책 파급 효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i*의 값을 0.3%p를 기본으로 하여 분석하고, i*의 값이 0.5%p인 경우와 이러한 제약이 없
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기준금리 인상은 당기에 실물시장
(생산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은 통화정책이 실물시장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VAR을 이용하는 실증분석 연구에서 자
주 이용되는 가정이다. 넷째, 기준금리 인상은 당기 이후 생산을 감소시키고 물가를 하락시

11) h는 충격행렬 H의 하나의 열벡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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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효과를 갖는다. 다만, 실증분석 연구에서 금리상승이 단기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소위 ‘물가 퍼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12) 물가에 대해서는 부호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다섯째, 기준금리 인상은 당기에 주택가격(hp)을 하락시키고 거래량(hq)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당기 이후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호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논의한 제약조건들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Uhlig(2005)의
부호제약 방식을 원용한다. 부호제약에 의한 충격벡터의 식별은 h를 고정된 벡터값으로서
가 아니라, 가능한 벡터들의 집합(범위)으로 식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벡터 h*를 이러한
가능한 집합에서의 하나의 원소라고 하자. Uhlig(2005)는 h*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 = F 

(4)

위 식에서 F는 촐레스키 분해에 의해 계산한 예측오차 공분산행렬 Ω의 하방삼각행렬이
며,  는 단위벡터이다(||  ||=1).13) h*는 단위벡터  의 구체적인 값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갖게 되며, h*의 집합은 h*와 연결되는 충격반응함수값들의 부호가 앞서의 부호제약에 부
합하는 것들로 구성된다.
부호제약에 일부변수(ip와 cpi)에 대한 당기에서의 제로 제약을 부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VAR 모형에서 제로 제약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맨 앞으로 배치하고, 단위벡터 
에서 제로 제약의 수만큼 앞부분의 항들을 0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식 (4)의 F는 하방삼각
행렬이기 때문에 충격벡터 h*의 앞부분의 항들은 0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h*는,

12) 이영수(2008)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물가 퍼즐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물가 퍼
즐과 관련된 서베이 논문은 Brissimis and Magginas(2006) 참조.
13) 충격행렬 H와 예측오차의 공분산행렬 Ω는 Ω=HHT의 관계를 갖는다. 부호제약에서 H의 가능한
집합은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키는 모든 H 중에서 충격반응함수값들의 부호가 선험적 논리에 부합
하는 것들로 구성된다. 행렬 H*를 이러한 가능한 집합에서의 하나의 원소라고 하자. 선형대수의
QR 분해에 의하면, 모든 실수정방행렬(real square matrix)은 하방삼각행렬 F와 직교행렬 Q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H*=FQ이며, Ω=H*H*T= FQQTFT=FFT의 관계가 성립한다. Uhlig
(2005)에서 h*는 행렬 H*를 구성하는 벡터 중의 하나이며, QQT=QTQ=I의 관계로부터  가 단위
벡터가 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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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F (0, 0,  1)T

(5)

로 설정되며, h*의 첫 두 항은 0의 값을 갖게 된다. 여기서  1은 단위벡터이다.

3. 베이지안 추정
본 연구에서 VAR 모형의 추정은 베이지안 추론을 이용한다. 베이지안 추정에서는 모수
에 대한 사전적(prior) 분포와 데이터의 우도함수(likelihood)를 결합하여 사후적(posterior)
분포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수를 추론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모수의 사전적 분포는
베이지안 벡터자기회귀(BVAR) 모형의 추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Litterman(1986)의 Minnesota
prior를 적용하였다.
Minnesota prior는 다음과 같다.

p(Ω) ∝ |Ω|-(n+1)/2

(6)

βi,j,k ~ N(0, Si,j,k2)14)

(7)

    
Si,j,k =  , where    =




if   
if  ≠ 

(8)

식 (6)은 예측오차 벡터의 공분산행렬(Ω)에 대한 사전분포로서 n은 내생변수의 숫자이
다. 식 (7)은 계수들에 대한 사전분포(정규분포)이며,     는 VAR의  번째 방정식에서 
변수의 래그  에 해당하는 계수이다. 식 (8)에서  ,  ,  는 초모수(hyperparameter)이
며,   는  변수의 일변수(univariate) 자기회귀(AR)모형의 표준오차이다. 식 (7)-(8)이 의
미하는 바는 VAR 모형의 계수의 표준편차가 래그가 커지거나 타변수인 경우(  ≠  ) 표준
편차의 크기가 작아짐으로써, 계수값이 0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
14) Minnesota prior에서 내생변수들이 I(1)인 경우, 자기변수의 1차래그의 계수(β      )는 평균을
1로 설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모든 변수들이 I(0)이며, 후술하는 Villani(2009)의 논의에
따라 평균을 0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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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초모수들의 값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0.2,  =1,  =0.5로 설정하였으며,   는
AR(6)의 OLS 추정에 따른 표준오차 추정결과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생 변수들은 모두 안정적인 I(0)의 변수들이다. Villani(2009)는
I(0)의 변수들로 구성된 VAR 모형에서 상수항 벡터에 대한 사전적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Villani(2009)에서와
같이 식 (1)을 다음과 같이 변환하여 모수들을 추정한다.



Xt - μ =

Β

k

(Xt-k - μ) + ut

(9)



식 (9)에서 벡터 μ는 Xt의 안정적 상태(stationary state)에서의 균형값을 표시한다. 본
연구에서 μ에 대한 사전적 값(prior)은 Xt의 데이터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전적 분포와 우도함수를 이용하여 사후적 결합 분포(joint distribution)
를 얻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필요한 모수들에 대한 사후적 한계 분포15)(marginal
distribution)는 분석적인 방법으로는 다룰 수가 없으며(intractable), 통상적으로 조건부
분포들간의 수렴성을 이용한 Gibbs 샘플링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16) 본 연구에서도
Gibbs 샘플링 기법을 이용하여 모수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모수들의 평균치를 모수추정치
로 사용하였다. 추출횟수는 3,500회이며, 이중 앞의 500회는 모수로의 수렴을 위한 예비
추출(burn-out)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회의 결과를 평균치를 구하기 위한 모수추출치
로 사용하였다.

15) 모수값을 분포로부터 추출하기 위해서는 모수들에 대한 한계분포가 필요하다.
16) Gibbs 샘플링 기법에 대해서는 Smith and Roberts(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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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 분석
1. 데이터

주: 변수값은 자연로그로 변수 변환하기 이전의 값이다.

<그림 1> 변수들의 추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콜금리(icall), 주택대출금리(ihl), 통화량(m), 생산(ip), 물가
(cpi), 주택가격(hp), 주택거래량(hq)의 7개 변수이다. 콜금리는 무담보1일물, 주택대출금
리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통화량은 총통
화(M2), 생산은 산업생산지수,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과 거래량은 아파트실거래
가격지수와 아파트매매거래량을 이용하였다. 콜금리와 주택대출금리를 제외한 모든 변수
들은 계절조정치를 사용하며,17) 자연로그로 변수 변환하였다. 데이터는 월간 데이터이며,

17) 계절조정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소비자물가지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매매거래
량은 X-12-ARIMA로 계절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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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실거래가지수와 아파트매매거래량은 한국감정원의 DB(통계정보)를 통해 그리고 나
머지는 한국은행의 DB(ECOS)에서 확보하였다. 데이터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다.
<표 2>는 변수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이다. 단위근 검정은 ADF검정과 PP검정을 이
용하였으며, 이들 검정의 귀무가설은 ‘단위근이 존재한다’이다. 검정결과는 주택거래량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검정결과에 따라 주택거
래량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1차 차분하여 사용하였다. <표 3>은 VAR 모형에서 사용된
I(0)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이다.

<표 2> 단위근 검정
수준변수
icall

차분변수

ADF

PP

ADF

PP

-1.627

-1.217

-3.596***

-6.218***

ihl

-0.944

-0.908

-4.929***

-6.438***

m

-2.080

-2.200

-2.783*

-7.672***

ip

-2.138

-1.411

-4.798***

-16.753***

cpi

-1.189

-0.461

-2.843*

-9,264***

hp

-2.343

-2.071

-4.396***

-4.676***

hq

-4.032***

-7.061***

-

-

주: 1) 검정식의 차수(lag)는 6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2)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 하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표시한다.

<표 3> 기초 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JB

Δicall

-0.030

0.171

-2.950***

12.519***

957.7***

Δihl

-0.028

0.165

-3.173***

20.087***

2218.9***

Δm

0.574

0.370

0.975***

2.456***

49.1***

Δip

0.180

1.301

-0.406*

2.486***

34.2***

Δcpi

0.175

0.240

0.436*

0.709

6.339**

Δhp

0.249

0.718

-1.842***

7.665***

361.6***

hq

10.854

0.255

-0.857***

1.302***

23.1***

주: 1) 변수앞의 Δ는 차분, JB는 정규분포의 여부를 검정하는 자크베라 통계량을 표시한다.
2)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 하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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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
본 절에서는 통화정책충격으로 콜금리가 0.25%p 상승하는 경우, 실물시장과 주택시장
에 미치는 동적 효과를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통해 살펴본다. VAR 모형의
추정은 베이지안 추론을 이용하였으며, 부호제약ㆍ제로제약ㆍ범위제약의 혼합제약 을 통해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충격벡터를 식별하였다. 식별을 위한 부호제약기간(k*)은 12개월이
며, 통화정책충격 시점에서의 주택대출금리의 최대 상승값(i*)은 0.3%p로 제약하였다. 충
격벡터 식별과 관련하여 식 (5)의 단위벡터  1의 값들은 일양분포(uniform distribution)
에서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값들을 이용하여 부호제약을 만족시키는 3,000개의 식별결과
를 찾아내고, 이에 따른 각각의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 값들을 계산하였다. 추정 및 분석
기간은 금융위기 기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기간A(2010.12017.12)와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B(2006.1-2017.12)의 두 기간으로 구분한다.
<그림 2>와 <표 4>는 3,000개의 충격반응함수의 중앙값과 14%~86%의 분위값을 보여
준다.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콜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에
의 영향은 부호제약이 가해진 동기에서뿐만 아니라 부호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그 이후에도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거래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주택가격 변화율(Δhp)
은 기간A에서 통화정책충격 이후 약 9개월까지 기간B에서는 약 6개월까지 마이너스 효과
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거래량(hq)은 그보다 긴 기간에 걸쳐 마이너스 효과를 갖는다.18)
둘째, 통화정책충격의 효과는 실물시장보다 주택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19) 기간A에
서 통화정책충격에 따른 콜금리 0.25%p의 상승은 중앙값 기준으로 생산증가율(Δip)과 물
가상승률(Δcpi)을 최대 0.22%p와 0.06%p 낮추는 효과를 갖는 반면, 주택가격증가율(Δ
hp)과 주택거래량(hq)에 미치는 감소 효과는 최대 0.33%p와 28.15%에 달하고 있다.20)
18) 이러한 결과는 손종칠(2010)과 차경수ㆍ황상연(2013)의 분석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이 두 논문에
서는 콜금리 변동이 주택가격 변동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차경수ㆍ황상연(2013)의 경우, 주택가격에는 부호제약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주택가격에 부호제약을 가한 이근영ㆍ김남현(2016)과 허종만ㆍ이영수(2018)에서
는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손종칠(2010)의 경우 10변수 VAR 모형에서 이자
율 변수로 콜금리만을 고려하였으며, 통화충격의 식별은 본 연구와는 달리 DAG 기법을 이용하였다.
19) DSGE 모형을 이용한 강희돈(2006)의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는 주택가격보다는 GDP에서 다소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강희돈(2006)의 경우, 이자율 변수로 콜금리만을 고려하고 주택시장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대출금리는 모형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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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A: 금융위기 제외 (2010.1-2017.12)

기간B: 금융위기 포함 (2006.1-2017.12)

주: 실선은 중앙값, 점선은 14%와 86%분위값이다.

<그림 2> 이자율 충격에 따른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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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시장보다 주택시장에서 통화정책충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금융위
기를 포함하는 기간B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셋째, 통화정책충격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나타난다. 금융위기를 포함하지 않는 기간A의 경우, 콜금리가
0.25%p 상승함에 따라 주택가격(hp)은 장기적으로 중앙값 기준으로 -1.23% 변동하고 주
택거래량 변동의 총누적치(Σhq)는 -117.47%인 반면,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B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각각 -2.58%와 -319.79%로 현저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21)
넷째, 금리상승이 단기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소위 ‘물가 퍼즐’ 현상이 나타난다. 기
간A에서 통화정책충격 이후 1개월에서의 물가상승률(Δcpi)은 중앙값뿐만 아니라 14%분
위의 하위값도 플러스의 값을 보이고 있다. 분석기간에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기
간B)에는 이러한 ‘물가 퍼즐’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 4> 충격반응함수 값들의 비교

Δih{0}

기간A: 2010.1-2017.12

기간B: 2006:1-2017.12

0.19 (0.10, 0.27)

0.22 (0.28, 0.15)

Δip{0}

-0.22 (-0.09, -0.45)

-0.21 (-0.14, -0.28)

Δcpi{0}

-0.06 (-0.04, -0.08)

-0.04 (-0.02, -0.06)

hq{0}

-28.15 (-7.14, -67.78)

-18.22 (-4.74, -44.15)

Δhp{0}

-0.33 (-0.09, -0.80)

-0.84 (-0.60, -1.15)

ip{∞}

-0.34 (-0.16, -0.69)

-0.38 (-0.30, -0.50)

cpi{∞}

-0.05 (-0.02, -0.11)

-0.17 (-0.08, -0.32)

Σhq{∞}

-117.47 (-60.42, -212.54)

-319.79 (-182.85, -563.33)

hp{∞}

-1.23 (-0.41, -2.85)

-2.58 (-1.93, -3.54)

주: 1) { }안의 값은 충격반응함수의 시점을 표시한다.
2) ( )안에서 앞의 숫자는 14% 분위값, 뒤의 숫자는 86% 분위값이다.
3) Σhq는 hq의 충격반응함수값들을 더한 누적치를 표시한다.

20) 주택거래량 변수는 로그로 변환된 수준변수로서 통화정책충격의 효과는 %p가 아닌 %로 표시된다.
21)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로 통화정책 충격(기준금리 조정)이 금융위기 기간 중 집약
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루어진 총 25회의 기
준금리 조정 중 12회는 2009년 12월까지의 4년간에 시행되었으며, 나머지 13번은 이후의 8년간
에 걸쳐 시행되었다. 기준금리 조정폭이 통상적인 0.25%p를 넘어선 경우가 4회 있었는데(0.5%p
2회, 1.0%p 2회), 모두 금융위기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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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로서 실물시장 및 주택시장 변수들의 변동에서 차지하
는 통화정책 충격의 비중을 보여준다. 분산분해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중앙값 기준으로 정
리하면, 첫째, 통화정책충격의 비중은 실물시장보다 주택시장에서 크게 나타난다. 장기적
으로(예측시계 ∞) 통화정책충격이 초래하는 생산증가율 변동 및 물가상승률 변동은 각각
1%에도 미치지 못하나, 주택가격증가율이나 주택거래량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둘째, 기간A에서 통화정책충격의 비중은 주택가격변동보다는 주택거
래량 변동에서 보다 크게 나타난다.22) 주택가격증가율 변동에서 통화정책충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5.08%인 반면, 주택거래량 변동에서의 비중은 16.53%로 높다. 셋째, 통화정책충격
이 주택시장에 미친 효과는 금융위기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
타나며, 주택거래량보다는 주택가격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기간B에서
주택가격증가율 변동에 미친 통화정책충격효과의 비중은 24.35%로 기간A에서의 5.0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표 5> 예측오차 분산분해
예측시계

기간
A

기간
B

Δip

Δcpi

Δhp

hq

0

0.00 (0.00, 0.00) 0.00 (0.00, 0.00)

4.39 (0.38, 19.38)

10.45 (0.70, 37.82)

6

0.25 (0.07, 0.69) 0.31 (0.19, 0.43)

5.04 (0.61, 19.69)

16.47 (5.55, 34.75)

12

0.25 (0.07, 0.69) 0.31 (0.19, 0.43)

5.08 (0.63, 19.81)

16.53 (5.63, 34.66)

∞

0.25 (0.07, 0.69) 0.31 (0.19, 0.43)

5.08 (0.63, 19.81)

16.53 (5.63, 34.66)

0

0.00 (0.00, 0.00) 0.00 (0.00, 0.00) 20.92 (9.77, 33.43)

6.28 (0.43, 28.93)

6

0.43 (0.26, 0.59) 0.65 (0.27, 1.10) 24.38 (13.03, 36.52) 15.46 (5.84, 40.99)

12

0.45 (0.27, 0.61) 0.65 (0.27, 1.10) 24.35 (13.01, 36.49) 16.29 (6.19, 42.30)

∞

0.45 (0.27, 0.61) 0.65 (0.27, 1.10) 24.35 (13.01, 36.49) 16.87 (6.40, 43.36)

주: ( )안에서 앞의 숫자는 14% 분위값, 뒤의 숫자는 86% 분위값임.

22) 이러한 특징은 통화정책충격의 비중이 주택가격변동에서보다는 주택투자변동에서 높게 나타난다
는 해외연구결과(Aoki et al., 2004; Jarocinski and Smets, 2008; Iacoviello and Neri, 2010)
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특징은 금융위기 기간을 분석기간에 포함하는
경우(기간B)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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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건성 분석
앞서의 분석에서 식별을 위한 부호제약기간은 12개월, 통화정책충격 시점에서의 주택대
출금리의 최대상승가능값은 0.3%포인트로 제한하였다. 이 절에서는 부호제약기간이나 주
택대출금리 최대상승가능값을 변화시킬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주택시장에의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 기간은 금융위기를 제외한 기간A이다.
<그림 3>과 <표 6>은 부호제약기간이 변화되었을 때의 결과이다. 부호제약기간은 6개
월, 12개월, 36개월, 72개월의 4가지 경우를 비교하였다. 부호제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
주택가격에 대한 장기효과가 중앙값 기준으로 -1.45%로 다른 경우에 비해 다소 높다는 것
외에 별다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부호제약기간이 36개월이나 72개월인 경우에는 12
개월의 부호제약기간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 ( )안의 값은 부호제약 기간을 표시함.

<그림 3> 부호제약 기간별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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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호제약 기간별 충격반응함수의 값
A(n=6)

B(n=12)

C(n=36)

D(n=72)

Δih{0}

0.18
(0.10, 0.26)

0.19
(0.10, 0.27)

0.19
(0.10, 0.27)

0.19
(0.11, 0.26)

hq{0}

-29.62
(-7.66, -73.42)

-28.15
(-7.14, -67.78)

-27.19
(-7.24, -63.94)

-28.32
(-7.41 -67.73)

Δhp{0}

-0.38
(-0.11, -0.97)

-0.33
(-0.09, -0.80)

-0.32
(-0.09, -0.75)

-0.32
(-0.08 -0.76)

hp{∞}

-1.45
(-0.52, -3.43)

-1.23
(-0.41, -2.85)

-1.22
(-0.41, -2.70)

-1.24
(-0.40 -2.75)

주: 1) n은 부호제약기간을 표시함.
2) { }안의 값은 충격발생후의 경과기간을 표시함.
3) ( )안에서 앞의 숫자는 14% 분위값이며, 뒤의 숫자는 86% 분위값임.

<그림 4>와 <표 7>은 주택대출금리 최대상승 가능치를 변화시켰을 때의 결과이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주택대출금리 최대상승 가능치를 높이는 경우 통화정책충격에 따
른 주택대출금리의 변동값 역시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주택대출금리 최대상승 가능치를 0.3%p로 제한하는 경우 0.25%p의 콜금리 상승은 동
기의 주택대출금리를 중앙값 기준으로 0.19%p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최대상승 가능
치 제한을 0.5%p로 높이면 주택대출금리는 중앙값 기준으로 0.24%p로 상승, 그리고 최대
상승 가능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 주택대출금리는 중앙값 기준으로 0.33%p로 상승한
다. 둘째, 주택대출금리 최대상승 가능치가 높아지는 경우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역시 커진다. 최대상승 가능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 0.25%p의 콜금리 상승은 중
앙값 기준으로 주택거래량을 동기에 47.75% 감소시키고 주택가격을 장기적으로 2.21% 하
락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수치는 최대상승 가능치를 0.3%p로 제
한하는 경우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셋째, 부호제약을 통한 충격의 식별에서 주택대
출금리 최대 변동폭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 충격효과의 범위는 비현실적으로 커지는 현
상이 나타날 수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0.25%p의 콜금리 상승 충격이 당기에
86%분위값 기준으로 주택대출금리를 0.99%p 상승시키고 주택거래량을 100% 이상 위축
시키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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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출금리 제약과 충격반응함수

<표 7> 대출금리 제약별 충격반응함수의 값
Δih{0}
hq{0}
Δhp{0}
hp{∞}

A(Δih<0.3%p)
0.19 (0.10, 0.27)
-28.15 (-7.14, -67.78)
-0.33 (-0.09, -0.80)
-1.23 (-0.41, -2.85)

B(Δih<0.5%p)
0.24 (0.12, 0.40)
-32.62 (-8.71, -84.41)
-0.39 (-0.11, -1.01)
-1.51 (-0.54, -3.61)

C(Δih<∞ )
0.33 (0.15, 0.99)
-47.75 (-11.35, -166.66)
-0.54 (-0.13, -2.03)
-2.21 (-0.64, -7.87)

주: 1) { }안의 값은 충격발생후의 경과기간을 표시한다.
2) ( )안에서 앞의 숫자는 14% 분위값이며, 뒤의 숫자는 86% 분위값이다.

이러한 주택대출금리 최대상승 가능치와 주택시장에의 영향의 관계는 통화정책 효과를
파악함에 있어 주택대출금리의 변동폭이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충격벡터
의 식별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006년 이후 25차례의 기
준금리 조정에서 금리조정 당월에 콜금리는 평균 0.26%p 그리고 주택대출금리는 평균
0.14%p 변동하였음을 감안할 때, 주택대출금리가 중앙값 기준으로 0.19%p 상승하는
0.3%p의 주택대출금리 최대상승 가능치 제약은 0.5%p 제약이나 무제약에 비해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정책과 주택시장: 부호제약을 이용한 베이지안 VAR 분석 133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VAR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동적 파
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VAR 모형의 변수로는 콜금리, 주택대출금리, 통화량, 생산, 물가,
주택가격, 주택거래량의 7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부호제약ㆍ제로제약ㆍ범위제약의 혼합
제약 방식을 통해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고, 식별결과를 이용하여 충격반응함수 및 분산
분해 값들을 계산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기간(2006.1~2017.12)에서의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통화정책충격에 따른 콜금리 상승은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둘째, 통화정책충격은 주택가
격을 변동시키는 효과보다는 주택거래량을 변동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 셋째, 통화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실물시장보다 주택시장에서 높게 나타난다. 넷째,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은
금융위기 기간의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다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
는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보다 크게 파악되며, 특히 주택가격에 미치
는 효과가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러
한 분석 결과들은 통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경제 환경과 함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약을 갖고 있다. 첫째, 해석상의 제약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 효과의 크기를 부호제약 논문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앙값 기
준으로 설명하였다. 부호제약에서는 충격 효과의 크기가 특정한 수치가 아니라 일정한 범
위로써 표현되며, 중앙값은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수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모형상의 제약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이자율 변수로 주택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대출금리를 사용하였다. 통화정
책이 미치는 효과 면에서 주택시장과 실물시장을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물시장과 연
계되어 있는 회사채 수익률 같은 장기금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화정책의 파급경
로를 반영하여 소비나 대출액 같은 변수들을 모형 내에 포함시킨다면, 보다 심도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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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통화정책과 주택시장: 부호제약을 이용한 베이지안 VAR 분석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VAR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동적 파
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VAR 모형의 변수로는 콜금리, 주택대출금리, 통화량, 생산, 물가,
주택가격, 주택거래량의 7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부호제약ㆍ제로제약ㆍ범위제약의 혼합
제약 방식을 통해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통화정책충격에 따른 콜금리 상승은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거래를 위축시키며, 파급 효과의 크기는 주택가격보다 주택거래량
에서 크게 나타난다. 통화정책충격에 따른 0.25%p의 콜금리 상승은 중앙값 기준으로 주택
가격증가율과 주택거래량을 각각 최대 0.33%p와 28.15% 하락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둘
째, 통화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실물시장보다 주택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생
산증가율 및 물가상승률 변동에서 통화정책충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값 기준으로 각각
1%에도 미치지 못하나, 주택가격증가율 변동에서는 5.08% 그리고 주택거래량 변동에서는
16.53%로 그 비중이 높다. 셋째,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금융위기 기간의 포함 여부에 상
관없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다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며, 특히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