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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통화정책과 주택가격의 패널자료(Panel data)를 구축하여 두 변수 간 장기적 안정관계를 파악
하였다. 패널자료는 시계열분석이나 횡단면 분석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분석방법은 5종의 다양한 패널 단위근 검정으로 분석 자료의 정상성 여부를 파악하였으
며, 두 변수의 장기적 안정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3종의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LLC(2002),
Breitung(2000), Hadri(2000), IPS(2003)와 Maddala & Wu(MW. 1999)의 5종의 패널 단위근 검정에서
전체기간, 외환위기 전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등 분석의 모든 기간에서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자료에
패널 단위근이 존재하여 비정상성적인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Pedroni(2004), Kao(1999) 와
Johansen-Fisher(1995)의 3종의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택가
격과 통화정책 사이에 패널 공적분이 존재하여 장기적 안정관계임이 확인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2012
년 12월까지 두 변수 사이에 장기적 안정관계가 약화됨을 확인 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의 주택가격
은 통화정책 보다 다른 요인들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통화정책, 주택가격, 패널단위근검정, 패널공적분검정

Ⅰ. 서

론

1. 문제제기
자산가격의 변동은 경제 주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 문제 중 하나
이다. 특히 자산의 일부인 주택의 가격 변동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원론적으로 주택이 거래되는 주택시장에서
결정되며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 주택의 균형가격이 되며,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가격은 변동하게 된다. 주택시장에서 주택공
급은 재고(중고)주택1)과 신축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모든 주택은 가격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리스크관리부 전문연구원 Tel: 042-480-4026 E-mail: bjs0423@koreg.or.kr
1) 재고주택은 주택시장에 판매하려고 공급된 주택 수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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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적절하면 판매될 것이라는 경제재로서의 특성을 지닌다고 가정한다면 주택
의 공급은 단기에 비탄력적이게 된다. 물론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택지, 생산자재 등 시장요인과 금융제도, 세제, 행정절차 등 제도적 요인으로 구
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택은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충족
등의 이유로 우상향하는 곡선을 가지게 된다.2) 반면, 주택수요는 구입의사와 지
불능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인구 변화, 주택가격변화, 가구소득, 가구특성변화 그
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된다.3) 주택가격의 변동은 단기적으로 비
탄력적인 주택공급 측면보다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주택수요의 변화에 의해
균형가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택수요의 주요한 결정요인은 다른 여타의 요인들보다도 정부 정책 중
금융당국이 결정하는 통화정책4)과 관계가 깊다. 거시경제학에서는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이자율(금리)과 부동산(주택)가격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경제 주체 중 가계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 즉
주택담보 장기대출을 받으며 이자율은 대출의 비용이 된다.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지 않은 가계조차도 이자율에 반응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자율은 은
행에 예치하는 대신 주택이라는 형태로 부(wealth)를 소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
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택수요, 주택가격, 주택투자가
증가한다.5)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이자율(금리)과 부동산가격의 음(-)의 상관
관계가 설득력이 있었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엔화가치의 상승(상대적 환율하
락)과 유가하락, 금리하락의 3저(低) 현상에 의해 경기호황과 더불어 부동산 가
격도 함께 상승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2000년부터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의 기준금리를 15차례에 걸쳐 인상하였으나6), 전국의 부동산(주택)가격은 하락
하지 않고 금리인상 직후 전국의 부동산(주택)가격이 주춤하였으나 이내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보임으로써 금리와 부동산가격의 음의 상관관계

2) 홍기용, 도시경제론 (서울: 박영사, 2004), 262-263.
3) 상게서, 260-261.
4)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 즉 통화정책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
책을 말하며, 금융정책, 통화신용정책, 통화금융정책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음.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현대 경제학원론
5판 (서울: 박영사, 2007), 688.
5) N. Gregory Mankiw, 거시경제학 이병락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 552-554.
6)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기준금리 변동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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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의 없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통화정책과 주택가격의 패널자료(Panel
data)를 구축하여 두 변수의 기간별 장기적 안정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한국에서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에 관한 연구는 부동산 시장(지가,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 최근에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전세가격)과 거시경제변수(통화량, 이
자율, 주식, 소득, 소비자물가, 산업생산, 환율 등)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
구들이 주를 이룬다.
강원철․김복순(1998)은 IMF 구제금융 이후 거시경제변수간의 인과관계분석
및 동태적 반응분석을 통하여 토지가격의 변동요인을 연구하였다. 1975년부터
1995년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 자료와 거시경제변수로 통화량, 물가, 이자율,
주가, 환율, 건축허가면적, 회사채수익률, 추계인구, 국내총생산 등의 자료를 이
용하였다. 벡터자기회귀모형7)의 분석을 통해 통화량과 1인당 GNP는 지가에 대
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자율과 환율은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심성훈(2004)은 통화량 변동이 물가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지역
별․주택유형별, 주택매매․전세자료를 활용하여 주택가격이 통화량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하였다. VAR모형의 분석 결과, 외환
위기 이후 통화량에 대한 주택시장의 충격반응과 설명력이 줄어들었으나, 주택
과 같은 실물자산이 일반물가에 비하여 통화량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이는 여전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량관련 정책이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Cho and Ma(2006)는 주택가격과 이자율 사이의 장기 관계를 조사하여 한국
의 이자율정책이 주택시장에 효과적이었음을 밝혔다.
김영재․이민환(2011)은 패널 공적분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2000년 1분
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 한국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결정모형을 추정하였
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7개 광역시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주택유형
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과 아파트 가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주택가격식에 나타난 가처분소득, 가계대출 규모, 주택금융 수단, 순인구

7) 벡터자기회귀모형(VAR: Vector Auto Regressive model). 이후의 기존문헌에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한 경우 VAR
로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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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실질이자율, 임대소득, 주택건축 투자, 건축비용 간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
는 것을 밝혔다. 실질이자율은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여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정책 수단의 효과는 미미하므로 규제강
화를 통한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키려는 주택정책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고 하였다. 구재운․배진성(2011)의 연구에서는 전국 및 7대광역시와 8도의 8
개시를 대상으로 1991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통화
정책과 주택가격의 장기적 안정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개별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전에는 두 변수 간
장기적 관계를 찾을 수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사이
의 장기적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국외의 경우 주택가격변동과 실물․금융변수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각국의 거
시경제 상황, 주택금융제도, 모기지(Mortgage)시장의 발전 정도 등에 따라 다양
한 연구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Munro와 Tu(1996)는 공적분 분석을 통하여 영
국의 주택시장을 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택가격은 가계소득, 실질 대출
금리 그리고 완공된 주택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Meen(2002)은 미국과 영국의 주택가격에 대해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통한 분석에서 기존의 주택가격 결정이론이 두 나
라에 유사하게 적용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주택가격 결정이론은 실질 가처분소
득, 금리, 인구변화 등의 수요요인과 주택재고에 영향을 주는 공급요인 등이 실
질 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Annett(2005)는 유로지역 8개국에 대한 분석에서 주택가격과 신용증가
율, 통화증가율 및 통화정책간의 상관관계가 각 나라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매
우 불확실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Gallin(2006)은 미국의 주택가격
과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 사이의 장기
적 안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Mikhed와 Zemcik(2009)는 미국의
주택가격, 임대료, 건설비용, 소득, 인구, 모기지이자율, 주식가치 등 총 데이터
를 이용하여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과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을 하
였다. 패널 검정의 이점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변화는 임대료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기존 문헌들은 주로 주택가격결정에 따른 거시경제변수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주택가격결정에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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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패널분석의 장점을 활용하여 통화정책
과 주택가격의 장기적 안정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기존 연구와 차이
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 검토하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구분하여 통화정책과 주택가격 사이의 관계를 비교 연구
하는 것에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Ⅱ. 분석 모형
1. 패널자료의 개념8)
패널자료(Panel data)의 장점에 대하여 Baltagi(2001)의 연구를 재인용한 최충
익(2008)의 연구를 간단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패널자료는 횡단면적인 데이터
정보뿐만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시계열분석 내지 횡단면
분석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altagi(2001)는 Hsiao
(1985), Klevmarken(1989), Solon(1989)에 의해 설명된 패널자료의 장점을 여
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패널데이터는 개별적 특이성(Individual heterogeneity)을 통제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특이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시계열분석이나 횡단면분
석은 왜곡된 결과를 얻을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패널데이터 분석은 시계
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에서는 불가능한 개별특성 효과(Individual effect)와 시
간특성효과(Time effect)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패널데이터
는 연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많은 자유도와 가변성을 제공해주어 분석을 용이하게 해준다.
셋째, 패널데이터는 조정의 동태성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
정된 횡단면 분포에서는 포착하기 힘든 다양한 변화를 포착하게 도와준다. 넷째,
패널데이터는 순수한 횡단면이나 순수한 시계열데이터에서 찾기 힘든 효과를
보다 잘 측정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패널데이터는 횡단면자료나 시계
열자료에 비해서 복잡한 행태적 모형을 구축 및 검증하게 해준다. Hsiao(1986)
는 시차모형(Lag model)에 있어서도 패널데이터가 시계열자료보다 자료에 대한

8) 최충익, “패널모형: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한번에”, 국토: planning and policy 320, (2008): 120-12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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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덜 가해지지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데이터는 개인, 기업, 정부 등과 같이 미시적인 단위에서 수
집되는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편의(Bias)를 통제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이는 두
번째의 개별특성효과와 비슷한 것으로 개별 데이터 집합(Set)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의 편의들을 제거하여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패널 단위근 및 패널 공적분 검정
Levin and Lin(1992, 2002), Im, Pesaran, and Shin(1997, 2003) 등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시행할 경우 단일 변수 시계열 검정 보다 검
정력이 매우 향상된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Ahn and Oh(2001), Mark and
Sul(2001), Oh(1996) 및 Pedroni(1997, 1999, 2004)의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
를 이용한 패널 공적분 검정의 단일 시계열 공적분 검정력 보다 향상된다는 것
으로 보고 하였다. 또한 앞 절의 패널데이터의 장점과 같이 시계열 및 횡단면
자료를 통합한 패널 자료를 이용할 경우 각 개별 지역을 위해 단일 방정식체계
로 개별적인 분석하는 것보다 특정 지역을 위한 경제적 방정식 체계의 특성에
대한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패널데이터의 장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과 8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지수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패널단위근 검정과 패널공적분 검정
을 실시한다.
1) 패널 단위근 검정(Panel Unit root test)
시계열 자료에서 단위근 검정은 자료의 안정성 즉 정상시계열 자료인지, 비정
상시계열 자료인지를 검정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계열 자료를
포함하는 패널자료 분석에서 패널 단위근의 존재에 따라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
사이에도 마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
의 문제9)가 발생하게 된다. Baltagi(2001)와 McCoskey & Selden(1998)은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적어도 하나의 변수가 불안정적이면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어도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구체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
다. 또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패널자료에서 모두 패널 단위근이 존재하지만
공적분 관계가 있다면 회귀분석 추정은 부적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패널자료

9) Granger & Newbold(1974) 문제점 제기, 이들은  값이 DW(Durbin-Watson) 검정 값보다 크다면 시계열자료의
회귀분석 결과 허구적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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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연구할 경우 패널 단위근 검정을 통해 패널자료의 안정성을 점검하
고 분석에 활용하여야한다. 패널 단위근 검정은 횡단면 개체들 사이에 공통적
단위근 과정을 가정하는 검정과 개별적 단위근 과정을 가정하는 검정으로 나눌
수 있다.
Levin, Lin & Chu(LLC. 2002), Breitung(2000), Hadri(2000), Hadri &
Tzavalis(1999)는 공통 단위근 과정의 패널 검정을 연구한 논문들이다. 반면,
Im, Pesaran & Shin(IPS. 2003), Choi(2001), Maddala & Wu(MW. 1999) 등은
개별 단위근 과정의 패널 검정을 연구 발표하였다. 최근의 단위근에 대한 연구
에서 패널 단위근 검정이 전통적인 단일 시계열 단위근 검정보다 검정력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의 AR(1)과정을 따르는 모형에서 공통 단위근 과정의
패널 단위근 검정인 Levin, Lin & Chu(LLC. 2002), Breitung(2000), Hadri
(2000) 모형과 개별 단위근 과정의 패널 단위근 검정인 Im, Pesaran & Shin
(IPS. 2003), Choi(2001), Maddala & Wu(MW. 1999)의 모형을 살펴보기로 한
다.10)
패널자료의 AR(1) 과정을 고려해 보자.
                   

(2-1)

    …   는 횡단면(Cross-section) 수,       …    는 관찰된 시간(기

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며 고정효과와 개별적 추세
(Trend)를 포함하고,  는 자기회귀 계수,    는 오차를 나타내며 이들 모두 상
호 독립적이고 고유한(Idiosyncratic)한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만약

    이면   는 약안정적(Weakly stationary)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약
    이면   는 확실히 단위근(unit root)을 가진다.
검정을 위해  에 대하여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에서
   와 같이 지속적 매개변수가 횡단면에 대하여 공통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가정은 Levin, Lin & Chu(LLC. 2002), Breitung(2000), Hadri
(2000)의 검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른 대안은  가 횡단면에 대하여 매우 자
유롭게 허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Im, Pesaran & Shin(IPS.
2003)와 Choi(2001), Maddala & Wu(MW. 1999)의 Fisher-ADF와 Fisher-PP

10) Eviews 7 Users Guide p.391∼4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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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에 찾아 볼 수 있다.
Levin, Lin & Chu(LLC. 2002), Breitung(2000), Hadri(2000)의 검정에서
는  가 공통 단위근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Levin, Lin & Chu(LLC)과
Breitung는 단위근의 존재가 귀무가설이다. 그러나 Hadri는 단위근의 부재가 귀
무가설로 설정하고 검정을 하게 된다.
Im, Pesaran, and Shin(IPS) 및 ADF-Fisher   검정들은 자기상관 계수들이
횡단면에 걸쳐 변동한다는 개별 단위근 과정 가정에 의존한다. IPS는 각 횡단면
에 대해 식 (2-2)과 같이 ADF 회귀식을 갖는다.


∆       





 ∆    

    ′    

(2-2)

귀무가설은        , (모든  에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대립가설은
(2-3)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2-3)

IPS 검정방법은 각 횡단별 시계열자료를 ADF검정을 한 후, 이들의  통계량의
평균한 값을 통계량으로 추정한다.
    



       







(2-4)



그리고 위의  통계량을 점근적 표준 정규 분포의 표준화됨을 보여준다.


 
     



   
  







  →     

 



   
  



(2-5)





2) 패널 공적분 검정(Panel conitegration test)
패널 공적분 검정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Engel-Granger(1987)의 잔차에 기
초한 공적분 검정방법을 패널자료에 적용하기 위해 확장한 Pedroni(199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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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Kao(1999)의 연구들이 있다. 또한 Maddala & Wu(MW. 1999)의 Johansen
검정방법을 이용하는 Fisher형 패널 공적분 검정연구 등이 있다.
Pedroni(1999)는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변
수가 I(1)과정을 따른다는 가정 하에 식 (2-6)와 같은 공적분 회귀식으로 부터
회귀잔차를 구한다.
                    …           
   …  

   …  

(2-6)

     …  

여기서 T는 시간에 걸쳐 관측된 시계열 수이며, N은 패널에서 개별 구성원인
횡단면 수, M은 회귀변수의 수를 나타낸다.       …     는 기울기 계수로
패널의 개별 구성원에 따라 다르도록 허용된다.   는 개별특성상수 또는 개별특
정 고정효과를 나타낸다.<부록참고>
Kao(1999)11)는 Engel-Granger(1987)의 잔차에 기반을 둔 공적분 검정방법을
패널자료에 적용하여 확장한 연구이다. Kao 검정 방법은 패널자료를 이용할 경
우 잔차 기반 공적분 관계를 통해 (2-16)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2-16)

여기서  와  는 I(1)임을 가정하고,  는 횡단면 간 동질적인 추정계수이고
            …       을 나타낸다. 따라서 횡단면 간 서로 다른 고정효

과(   )를 통해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다.
Maddala & Wu(MW. 1999)12)는 Johansen 검정방법을 이용하는데, Fisher형
검정방법으로 패널 VAR모형의 오차는 식 (2-17)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2-17)

     …   ,
변수
      …     는  차의  ×  행렬을 나타낸다. 계수행렬      ′ 을

여기서

횡단면

     …   이며,

   

시간

11) Kao, C., “Spurious Regression and Residual Based Tests for Cointegration in Panel Data“, Journal of
Econometrics, 90 (1999): 1-44.
12) Maddala, G. S. and Wu, S., “A Comparative Study of Unit Root Tests with Panel Data and a New
Simple Tes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1 (1999): 6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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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는데, 조정모수들   와 장기모수  ′ 은  ×  행렬이고  은 공적분
관계의 수이다. Johansen 공적분 검정은   은 추정하고 공적분 차수가  보다
작거나 같다는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검정한다.

Ⅲ. 실증 분석
1. 자료(Data)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민은행에서 조사 공표하는 2011년 6월 기준 주
택매매가격지수(Housing Purchase Price Composite Index)이다.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서울특별시를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으로 세분화하고 6대 광역시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자료를 사용하였다. 통화정책과 관련 변수는
무담보콜금리(Uncollateralized Call Rate)로 한국은행을 통해 추출하였다. 기간
은 199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월별 자료이다.
분석은 통화정책과 주택가격의 관계를 전체기간으로 분석하여 두 변수들 간
의 장기적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1997년 12월의 외환위기를 고려하여 외환
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통화정책과 주택가격의 장기적 안정관
계를 비교한다. 또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감안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의 주택매매가격지수와 통화정책간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매매가격지
수는 자연로그(LN)를 하였고 통화정책 변수인 콜금리는 원 자료 그대로 분석하
였다.
<표 Ⅲ-1>는 분석 기간을 구분한 표이다. 표에서 외환위기 이전과 외환위기
이후 구분은 홍승재․강규호(2004)1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홍승재․강규호
(2004)는 마코프-스위칭 GARCH모형을 통한 주가, 금리 및 환율변수의 변동성
에 공통요인을 찾아내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에 금융시장이 크게 반응한 시기
를 1997년 10월에서 1999년 2월까지로 추정하였다. 위의 연구를 받아들여 외환
위기 동안의 자료는 비정상적 변동성으로 판단하여 1997년 10월에서 1999년 2
월까지의 기간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전체기간인 1991년 1월부터 2012년 12월
까지 분석하고, 외환위기 이전기간은 1991년 1월부터 1997년 9월까지로 분석한

13) 홍승재, 강규호, “마코프-스위칭 GARCH 모형을 이용한 외환위기 전후 경제레짐 변화시점 추정”, 금융경제연구 제172호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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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환위기 이후는 1999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로 한다. 2007년 7월과 8
월의 구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복근․김화균(2009)14)의 연구를 참고한다.
유복근․김화균(2009)의 연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본격화된 시점을 변
경시점(breakpoint)으로 설정하고 차우검정(Chow test)을 통해 2007년 7월과 8
월 사이의 구조변화를 확인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분석하고 외환위기 이후의 전반적인 통화정책과 주택가격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확장적 외환위기 이후 기간으로 199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분석하기로 한다.
<표 Ⅲ-1> 분석 기간
구 분

기 간

시계열 자료 수(개)

전(全) 기간

1991년 1월 ～ 2012년 12월

264

외환위기 이전(前)

1991년 1월 ～ 1997년 9월

81

외환위기 이후(後)

1999년 3월 ～ 2007년 7월

10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7년 8월 ～ 2012년 12월

65

확장적 외환위기 이후

1999년 3월 ～ 2012년 12월

166

[그림 Ⅲ-1]은 자연로그로 변환한 8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과 통화정책 변수
인 콜금리 간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지역별 주택가격
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콜금리는 하락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주택가격은 외환위기인 1997년과 1998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2000년 이후
크게 상승추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콜금리의 경우 외환위기인 1997년과
1998년 크게 상승하였다가 1999년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00년대 낮은 금리 수
준을 유지하다 2008년과 2009년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함을 보이고 있다.

14) 유복근, 김화균, “국가별 대미 금리차의 요인분해”, 경제분석 15.2 (2009): 9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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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8개 지역의 로그주택매매가격지수와 콜금리 추이
(전 기간 : 1991년 1월 ~ 2012년 12월)

<표 Ⅲ-2> 8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콜금리의 기술 통계량
(전 기간: 1991년 1월 ~ 2012년 12월)
통계량

주택매매가격지수

콜금리

평균

76.73

7.36

중위수

76.29

4.80

최대치

114.90

25.34

최소치

36.66

1.77

표준편차

17.57

5.10

왜도

-0.15

1.01

2.15

3.10

첨도


Jarque-Bera(  )

71.33(0.00**)

362.65(0.00**)

자료: 국민은행 2013년 1월. 한국은행 2013년 1월.
주: 1) Jarque-Bera는 시계열의 정규분포 여부를 검정하기 위한 통계량이며, 정규분포의
귀무가설 하에서 자유도 2를 가진 카이제곱(  ) 분포를 따른다.
( )는 p-value, **는 1%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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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은 8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콜금리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8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의 평균은 79.73이고 표준편차는 17.57로 주택
매매지수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콜금리의 변수도 평균이 7.36이며 평균으로
부터 분산을 보여주는 표준편차는 5.10으로 콜금리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Jarque-Bera(1986)15) 검정결과는 시계열의 정규분포성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량
으로서 표준정규분포로 구성된 시계열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차이
를 측정한다. Jarque-Bera 통계량은 정규분포의 귀무가설 하에서 자유도 2를 가
진 카이제곱(   ) 분포를 따른다. p-value는 이 통계량이 귀무가설 하에서 측정
된 결과에서 절대치에서 능가할 확률이다. 확률 값이 작은 것은 정규분포의 기
각을 의미한다. 이는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콜금리는 정규분포와 크게 다르게 분
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2. 분석결과
앞 절 분석모형에서와 같이 LLC(2002), Breitung(2000), Hadri(2000), Hadri
& Tzavalis(1999)는 공통 단위근 과정의 패널 단위근 검정방법이다. 반면, Im,
Pesaran & Shin(IPS. 2003)와 Maddala & Wu(MW. 1999)의 ADF-Fisher 패널
단위근 검정방법은 개별 단위근 과정을 따른다. LLC와 Breitung의 패널 단위근
검정은 t-통계량을 보이며, Hadri의 패널 단위근 검정은 Z-통계량을 갖는다.
IPS(2003)은 W-통계량을 따르며, Maddala & Wu(MW. 1999)의 ADF-Fisher
검정은   의 통계량을 보인다.
또한 LLC, Breitung, IPS, ADF-Fisher 패널 단위근 검정은 모두 단위근의 존
재(비정상성)의 귀무가설을 갖는 반면, Hadri(2000) 검정은 단위근 부재(정상성)
의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위 5종의 패널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이유는 패널 단
위근 검정 과정이 다르고 단위근이 가설이 다르기 때문에 검정의 오류를 줄이고
자 5종의 단위근 검정16)을 실시하였다.

15) 이홍재 외 공저, Eniews를 이용한 금융경제 시계열 분석, (서울: 경문사, 2005), 35-36.
16) 통계프로그램 Eviews 7.0에서 Breitung 검정을 제외한 4종의 패널 단위근 검정은 개별 절편(Individual intercept)을
포함한 검정 방정식이 사용되었으며, Breitung 검정은 개별 추세 및 절편(Individual trend and intercept)을 포함한
검정 방정식을 사용하였음. 시차 길이는 자동 선정법(Automatic selection of lag length), 자동 밴드너비 선정법
(Automatic bandwidth selection)들의 핵함수(Bartlett kernel function), Newey-West 방식 등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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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콜금리의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LLC t*

Breitung

Hadri

개별 단위근 과정을
가정한 검정
IPS
ADF-Fisher

 :단위근

 :단위근

 :단위근부재

 :단위근

 :단위근

1.41

2.61

28.53**

3.25

3.58

(0.92)
-1.03

(0.99)
-6.31**

(0.00)
28.69**

(0.99)
-2.08*

(0.99)
22.23

(0.15)
LLC t*
 :단위근

(0.00)
Breitung
 :단위근

(0.00)
Hadri
 :단위근부재

(0.02)
IPS
 :단위근

(0.11)
ADF-Fisher
 :단위근

-0.94

1.98

14.66**

1.82

10.38

(0.17)
0.36

(0.98)
-5.15**

(0.00)
5.75**

(0.97)
-2.81**

(0.85)
22.46

(0.64)
LLC t*

(0.00)
Breitung

(0.00)
Hadri

(0.00)
IPS

(0.12)
ADF-Fisher

 :단위근

 :단위근

 :단위근부재

 :단위근

 :단위근

-1.12

-0.22

8.18**

1.33

7.85

(0.13)
4.81
(0.99)

(0.41)
3.57
(0.99)

(0.00)
8.64**
(0.00)

(0.91)
5.92
(0.99)

(0.95)
0.33
(0.99)

LLC t*
 :단위근

Breitung
 :단위근

Hadri
 :단위근부재

IPS
 :단위근

ADF-Fisher
 :단위근

-0.64
(0.26)
-3.26**
(0.00)

1.30
(0.90)
-2.40**
(0.01)

13.43**
(0.00)
9.59**
(0.00)

0.55
(0.71)
-0.97
(0.17)

15.51
(0.49)
16.76
(0.40)

LLC t*

Breitung

Hadri

IPS

ADF-Fisher

 :단위근

 :단위근

 :단위근부재

 :단위근

 :단위근

-1.68
(0.05)
-1.29

1.66
(0.95)
-4.03**

24.24**
(0.00)
11.62**

1.85
(0.97)
-1.87*

10.38
(0.85)
22.52

(0.10)

(0.00)

(0.00)

(0.03)

(0.13)

구분
전 기간
(1991.1-2012.12)
HP(주택가격)
R(금리)
외환위기 前
(1991.1-1997.9)
HP(주택가격)
R(금리)
외환위기 後
(1999.3-2007.7)
HP(주택가격)
R(금리)
글로벌
금융위기 後
(2007.8-2012.12)
HP(주택가격)
R(금리)
확장적
외환위기 後
(1999.3-2012.12)
HP(주택가격)
R(금리)

공통 단위근 과정을 가정한 검정

주: 1. ( )는 p-값 **,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LLC(Levin, Lin & Chu)와 Breitung의 t-통계량, Hadri의 Z-통계량, IPS(Im, Pesaran
and Shin)의 W-통계량, ADF의 Fisher   통계량을 나타냄.
3. LLC, Breitung, IPS, ADF-Fisher 패널 단위근 검정은 모두 단위근(비정상성)의 귀무가
설을 갖는 반면, Hadri(2000) 검정은 단위근 부재(정상성)의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4. 모든 패널 단위근 검정 통계량 추정은 자연로그(LN)의 수준변수의 추정치다.

통화정책과 지역별 주택가격 사이의 장기 관계 : 패널 공적분 기법에 의한 분석

29

<표 Ⅲ-3>는 주택가격과 콜금리의 월별 자료를 기간별로 위 5종의 패널 단위

∼

근 검정 결과를 나타낸다. 주택가격의 경우 전체 기간(1991년 1월 2012년 12

∼

월), 외환위기 이전(1991년 1월~1997년 9월), 외환위기 이후(1999년 3월 2007

∼

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7년 8월 2012년 12월) 그리고 확장적 외환

∼

위기 이후(1999년 3월 2012년 12월)의 모든 기간 LLC, Breitung, IPS 그리고
ADF-Fisher의 패널 단위근 검정에서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자료의
비정상적임을 확인하였다. Hadri의 패널 단위근 검정에는 귀무가설을 채택함으
로써 단위근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콜금리의 경우 Hadri의 검정에서 분석 기간의 모든 기간 동안 단위근 부재의
귀무가설을 채택함으로써 자료의 비정상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LLC,
Breitung, IPS, ADF-Fisher의 패널 단위근 검정 방법에 따라 기간별 귀무가설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니 5종의 패널 단위근 검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
로 단위근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어 자료의 비정상적임을 확인하였다.
<표 Ⅲ-4>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콜금리의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 Ⅰ
(전 기간 : 1991년 1월 ~ 2012년 12월)
패널 공적분 검정

검정 통계량

Pedroni (  : NO coint.)

Panel v-Statistic

Kao (  : NO coint.)
Johansen-Fisher
1) 가설(  )화된 공적분 방정식
(CE)의 수 : 없음
2) 가설(  )화된 공적분 방정식
(CE)의 수 : 최대1개

통계치
-1.844

(0.967)

Panel rho-Statistic

0.473

(0.682)

Panel PP-Statistic

0.838

(0.799)

Panel ADF-Statistic

0.183

(0.573)

Group rho-Statistic

2.596

(0.995)

Group PP-Statistic

3.633

(1.000)

Group ADF-Statistic

2.661

(0.996)

-1.137

(0.128)

112.300**
120.400**

(0.000)
(0.000)

Trace 검정

9.586

(0.887)

Max-eigen 검정

9.586

(0.887)

ADF t-Statistic
Trace 검정
Max-eigen 검정

주: 1. ( )는 p-값,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은 귀무가설, coint는 cointegration의 약어, CE는 cointegrating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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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는 주택가격과 콜금리 사이의 Pedroni, Kao, Johansen-Fisher의 패

∼

널 공적분 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기간(1991년 1월 2012년 12월)
동안 Pedroni와 Kao의 잔차기반(Residual-based) 패널 공적분 검정에서 주택가
격과 통화정책 변수인 콜금리 사이의 장기 균형관계(공적분)가 없는 것으로 실
증 분석되었다. 그러나 최우(추정)기반 검정(Maximum likelihood-based test)인
Johansen-Fisher의 패널공적분 검정에서는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에 적어도 한개
이상의 공적분 방정식이 존재함을 암시하였다.
<표 Ⅲ-5>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콜금리의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 Ⅱ
(외환위기 前 : 1991년 1월 ~ 1997년 9월)
패널 공적분 검정
Pedroni (  : NO coint.)

검정 통계량

-0.566

(0.714)

Panel rho-Statistic

-3.583**

(0.000)

Panel PP-Statistic

-3.541**

(0.000)

Panel ADF-Statistic

-3.697**

(0.000)

Group rho-Statistic

-1.783*

(0.037)

Group PP-Statistic

-2.961**

(0.002)

Group ADF-Statistic

-3.130**

(0.001)

Kao (  : NO coint.)

ADF t-Statistic

-3.045**

(0.001)

Johansen-Fisher
1) 가설(  )화된 공적분 방정식(CE)의

Trace 검정

95.700**

(0.000)

Max-eigen 검정

74.970**

(0.000)

Trace 검정
Max-eigen 검정

55.980**
55.980**

(0.000)
(0.000)

수 : 없음
2) 가설(  )화된 공적분 방정식(CE)의
수 : 최대1개

Panel v-Statistic

통계치

주: 1. ( )는 p-값, **,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은 귀무가설, coint는 cointegration의 약어, CE는 cointegrating equation

<표 Ⅲ-5>는 외환위기 이전(1991년 1월~1997년 9월)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간의 장기적 안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 동안 이질적 패
널을 위한 Pedroni의 7개 통계량 중 6개와 Kao의 ADF t-통계량은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사이의 공적분 즉 장기적 안정 관계의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Johansen-Fisher의 트레이스(Trace)와 최대고유근(Max-eigen) 검정에서 주택가
격과 통화정책 간에 최대 1개 이상의 공적분 방적식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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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콜금리의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 Ⅲ
(외환위기 후 : 1999년 3월 ~ 2007년 7월)
패널 공적분 검정
Pedroni (  : NO coint.)

Kao (  : NO coint.)
Johansen-Fisher
1) 가설(  )화된 공적분 방정식
(CE)의 수 : 없음
2) 가설(  )화된 공적분 방정식
(CE)의 수 : 최대1개

검정 통계량

통계치

Panel v-Statistic

-2.021

(0.978)

Panel rho-Statistic

2.960

(0.999)

Panel PP-Statistic

4.877

(0.999)

Panel ADF-Statistic

3.534

(0.999)

Group rho-Statistic

3.916

(0.999)

Group PP-Statistic

6.345

(0.999)

Group ADF-Statistic

5.171

(0.999)

-0.823

(0.205)

Trace 검정

7.763

(0.956)

Max-eigen 검정

4.125

(0.999)

Trace 검정

20.970

(0.180)

Max-eigen 검정

20.970

(0.180)

ADF t-Statistic

주: 1. ( )는 p-값, **,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은 귀무가설, coint는 cointegration의 약어, CE는 cointegrating equation

∼

<표 Ⅲ-6>은 외환위기 이후(1999년 3월 2007년 7월)의 주택가격과 통화정
책 간의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이다.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위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사이에는 3종의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 모두 장기적
안정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

<표 Ⅲ-7>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7년 8월 2012년 12월)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간의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이다. Pedroni의 7개 통계량과 Kao의
ADF t-통계량은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사이의 공적분 즉 장기적 안정 관계가 존
재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Johansen-Fisher의 트레이스(Trace)와 최대
고유근(Max-eigen) 검정에서는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간에 최대 1개 이상의 공
적분 방적식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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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표 Ⅲ-7>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콜금리의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後 : 2007년 8월 ~ 2012년 12월)
패널 공적분 검정
Pedroni (  : NO coint.)

검정 통계량
Panel v-Statistic

-2.270

(0.988)

Panel rho-Statistic

2.824

(0.998)

Panel PP-Statistic

4.319

(0.999)

Panel ADF-Statistic

0.906

(0.818)

Group rho-Statistic

2.340

(0.990)

Group PP-Statistic
Kao (  : NO coint.)
Johansen-Fisher
1) 가설(  )화된 공적분 방정식(CE)의
수 : 없음
2) 가설(  )화된 공적분 방정식(CE)의
수 : 최대1개

통계치

4.221

(0.999)

Group ADF-Statistic

-0.708

(0.239)

ADF t-Statistic

-0.306

(0.380)

Trace 검정

62.800**

(0.000)

Max-eigen 검정

48.280**

(0.000)

Trace 검정

42.360**

(0.000)

Max-eigen 검정

42.360**

(0.000)

주: 1. ( )는 p-값, **,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은 귀무가설, coint는 cointegration의 약어, CE는 cointegrating equation
<표

Ⅲ-8>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콜금리의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 Ⅴ

(확장적 외환위기 후 : 1999년 3월 ~ 2012년 12월)

패널 공적분 검정
Pedroni (  : NO coint.)

Kao (  : NO coint.)
Johansen-Fisher
1) 가설(  )화된 공적분 방정식(CE)의
수 : 없음
2) 가설(  )화된 공적분 방정식(CE)의
수 : 최대1개

검정 통계량

통계치

Panel v-Statistic

-2.190

(0.986)

Panel rho-Statistic

0.413

(0.660)

Panel PP-Statistic

0.178

(0.571)

Panel ADF-Statistic

-1.734*

(0.042)

Group rho-Statistic

2.062

(0.980)

Group PP-Statistic

1.942

(0.974)

Group ADF-Statistic

-0.176

(0.430)

ADF t-Statistic

-2.185*

(0.015*)

Trace 검정
Max-eigen 검정

31.840*
27.740*

(0.011)
(0.034)

Trace 검정
Max-eigen 검정

24.190
24.190

(0.086)
(0.086)

주: 1. ( )는 p-값, **,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은 귀무가설, coint는 cointegration의 약어, CE는 cointegrating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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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8>은 확장적 외환위기 이후(1999년 3월 2012년 12월)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의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edroni의 7개 통계량 중
1개에서 공적분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Kao의 검정과 Johansen-Fisher의
검정에서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간의 공적분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Ⅲ-9> 기간별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콜금리의 패널 공적분 검정 관계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간의 공적분 관계
구분

전 기간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확장적
외환위기이후

Pedroni 검정

×

O

×

×

×

Kao 검정

×

O

×

×

O

Johansen-Fisher 검정

O

O

×

O

O

주: ×는 패널공적분 관계없음, O는 패널공적분 관계있음.

<표 Ⅲ-9>는 실증 분석한 한국의 8개 지역인 강북, 강남,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인 콜금리 간의 기간별 3종의 Pedroni,
Kao, Johansen-Fisher의 패널 공적분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간의 3종의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 모두 장기적 안정관계
를 규명할 수 있었으나, 확장적 외환위기 이후 두 변수 사이에 장기적 안정관계
가 약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손종칠(2010)는 1991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의 분기 시계열을 사용하여 통
화정책(구체적으로 콜금리 경로) 및 거시 실물, 주택가격의 동태적으로 상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들어 실질 주택가격(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지수 기준) 변동은 콜금리 변경에 의해서는 불확실하고 미약하게 영향을 받았던
반면 국민소득, 소비지출, 주거용 건설투자, 물가 등 실물경제충격과 가계대출충
격에 의해서는 유의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원 외(2011)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주택가격은 금리변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산업생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윤영(2012)은 전세가
주택구입에 레버지로 이용되는 기능을 감안하여 이자율과 물가 등 거시변수 들
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단일 방정식 모형과 VAR모형
두 가지 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투자수익률 결정모형 추정결과 이
자율은 외환위기 전과 후 음(-)의 계수를 보였으며 전세 레버리지를 통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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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변수의 경우 양(+)의 계수 값을 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통화의 양적완화
과정에서의 저금리 기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들의 연구와
본연구의 결과는 상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통화정책과 주택가격을 패널자료(Panel data)로 구축하여
두 변수 사이의 장기적 안정관계를 검정하였다. 패널자료는 횡단면적인 데이터
정보뿐만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시계열분석 내지 횡단면
분석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통화정책 자료인 한국은행의 무담보콜금리와 부동산가격을 나타
내는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사용하였다. 1991년 1월부터 2012년 12월
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기간과 외환위기 전후의 기간을 세분화하고
분석하였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한국의 7대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
주, 대전, 울산)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서울의 권역을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으로
나누어 8개 지역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연구방법은 5종의 패널 단위근 검정
(panel unit root test)과 3종의 패널 공적분 검정(panel cointegration test)을 실
시하였다. LLC(2002), Breitung(2000), Hadri(2000), IPS(2003)와 Maddala &
Wu(MW. 1999)의 5종의 패널 단위근 검정결과 전체기간, 외환위기 전후, 글로
벌금융위기 이후 모든 기간에서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자료에 패널단위근이 존
재하여 비정상성적인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Pedroni(2004), Kao
(1999) 와 Johansen-Fisher(1995)의 3종의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간에 패널 공적분이 존재하여 장
기적 안정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두 변수 사이에 장기적 안
정관계가 약화됨을 확인 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주택가격이 통화정책과 관
계없이 움직였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3종의 패널 공적분 검정 중 Kao와
Johansen-Fisher 검정에서 패널 공적분이 발견되어 주택가격이 통화정책과 전혀
관계없이 움직였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공적분 관계가 인과 관
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별 주
택가격과 통화정책인 콜금리 사이의 두 변수 간 기간별 안정관계를 실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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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왜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간의 장기적 균형관계가 약화되었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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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Pedroni(1999)17)는 아래 식과 같은 7개의 패널 공적분 검정 통계량을 제시하
였다.

① 패널  -통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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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② 패널  -통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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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③ 패널  -통계량(비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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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패널  -통계량(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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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⑤ 그룹  -통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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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⑥ 패널  -통계량(비모수) :

17) Pedroni, “Critical Values for Cointegration Tests in Heterogeneous Panels with Multiple Regressor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1.S1 (1999): 60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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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패널  -통계량(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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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위의 식들은 아래의 식들로부터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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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잔차 
   
   
   는 식 (2-15)을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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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위 식의 (2-7)부터 (2-10)까지 4개 통계량은 그룹(Group) 내에 기초한 그룹
내(Within-dimension) 통계량이고 식 (2-11)부터 (2-13)까지 3개의 통계식은 그
룹 간에 기초한 그룹 간(Between-dimension) 통계량이다. 그룹 간 통계량은 그
룹 평균 통계량과 같다. 그룹 내 통계량은 추정된 잔차에 대한 단위근 검정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자기회귀계수를 통합(Pooling)한 것이며, 그룹 간 통계량은 각
구성원  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추정한 계수를 단순히 평균한 것이다. 이러한 차
이는 추정 잔차의 자기회귀계수  에서 나타난다. 이는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검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립가설에
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룹 내 통계량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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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간 통계량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이다.
Kao(1999)18)는 Engel-Granger(1987)의 잔차에 기반을 둔 공적분 검정방법을
패널자료에 적용하여 확장한 연구이다. Kao 검정 방법은 패널자료를 이용할 경
우 잔차 기반 공적분 관계를 통해 (2-16)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2-16)

여기서  와  는 I(1)임을 가정하고,  는 횡단면 간 동질적인 추정계수이고
            …       을 나타낸다. 따라서 횡단면 간 서로 다른 고정효

과(   )를 통해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다.

18) Kao, C., “Spurious Regression and Residual Based Tests for Cointegration in Panel Data”, Journal of
Econometrics, 90 (1999):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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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tra ct>

A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Monetary Policy and
Regional House Prices :
An Analysis Using Panel Cointegration Method
Jinsung, Bae
Ph.D, Risk Management Department, Korea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Korea

I explore a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monetary policy and house prices
in Korea. The uncollateralized call rates of Bank of Korea is the measure of
the monetary policy and the house purchase price composite index of
Kookmin Bank represents real house prices. I utilize monthly data from
January 1991 to December 2012 of two regions of Seoul and six biggest
cities: Gangnam and Gangbuk of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and Ulsan. Using five different panel unit root tests by LLC (2002),
Breitung (2000), Hadri (2000), IPS (2003) and Maddala & Wu (MW. 1999),
I find a unit root in all variables for the entire period, pre- and post-currency
crisis periods, and the perio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ased on this
finding, I conduct three types of panel cointegration test: Pedroni (2004),
Kao (1999) and Johansen-Fisher (1995). Test results show a long-term
stable relationship between monetary policy and house prices before the
currency crisis. I, however, fail to find strong evidence for a stable
relationship after the currency crisis.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monetary
policies is rather irrelevant to house prices in the 2000s. However, panel
cointegration

is

found

in

both

Kao's

panel

cointegration

tests

and

Johansen-Fisher's panel cointegration test even after the currency crisis. Taken
all, it is hard to conclude that house prices are not related at all with
monetary policies. Also, the cointegration relationship does not necessarily
mean a cause-and-effect relationship.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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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long-term relationships between monetary policy and house prices are
weakened in the 2000s.
Key Words : House Prices, Monetary Policy, Panel Unit Root Tests, Panel
Cointeg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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