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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변동과 부의 효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자산이 가계의 자산구성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변동이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하여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여타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택은 자산인 동시에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구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주택가격의 변동은 주거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초래한다. 이러
한 점에서 주택은 여타 자산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감안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그친 기존
의 연구와는 달리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추정하는 외에 동 효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비내구재 소비를 비주거용 소비와 주거서비스 소비로 구분하여 주
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주택자산의 가치가 1% 증가
할 때 비내구재 소비는 대략 0.03-0.05%, 비주거용 소비는 0.06-0.09% 증
가하는 데 비하여 주거서비스 소비는 0.12-0.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거서비스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여
전체 비내구재 소비에 미치는 부의 효과를 약화시킴을 의미한다.
또한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간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게 추
정되었는데 이는 주어진 예산제약조건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주
거서비스 소비가 감소하는 만큼 비주거용 소비가 늘어나지 않음을 뜻한다.
한편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부채-자산」비율이 높은 가
계일수록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가계의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택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
고 가계소비가 부진한 경제상황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핵심주제어: 주택자산, 소비, 부의 효과, 부채비율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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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이나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의하면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상승은 부의 효
과(wealth effect)를 통하여 소비를 증가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자산
이 가계의 자산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1) 자산가격의 변동
에 따르는 부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상당부분 주택가격의 변동에 기인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종전의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3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의 이러한 경제상황과 관
련하여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르는 부의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 또한 존재
한다면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 및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
여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주택가격의 변동이 소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르는
부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즉 주택은
가계의 자산인 동시에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라는 특성을 가지
는데 이러한 특성이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본
다. 또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가계의 대차대조
표(balance sheet) 상태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주택가격의 변동이 어떠한 경로
를 통하여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주택자산
의 부의 효과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실증연구를 정리한 후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를 소개하였다. IV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시계
열 및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유형별, 가계의 대차대조표 상태별 등
다각도로 부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V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는 본
고의 주요 분석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1) 유경원(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중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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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택가격 변동이 가계소비에 파급되는 경로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이나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소비는 미래의 소득과 부의 현재가치에 의해 결정된
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가 동태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추구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부가
증가하게 되면 소비를 늘리게 된다. 다만 그 구체적인 경로는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다.
먼저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
우에는 이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에 의해 직접적
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료 수
입의 증가로 소비를 늘릴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상승
할 경우에도 비록 현시점에서 자본이득이 실현되지는 않지만 부의 증가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저축을 줄이는 대신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주
택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이를 담보로 한 차입이 용이해져서 소비를 확
대할 수 있다.
반면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소비
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은 대체로 월세나 전
세가격의 상승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의 주
거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비주거용 소비를 위한 가용예산은 감소하게 된
다. 즉,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비주거용 소
비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의 효과와 구별되는 일
종의 음의 소득효과(negative income effect)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택은 소비자의 자산일 뿐 아니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구소
비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주택가격의 변동은 주거서비스 가
격의 변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서비스 소비는 오
히려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는 월세나 전
세가격의 상승에 따라 비주거용 소비를 줄이는 대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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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고자 할 수도 있다. 또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구입자금이 증가하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소규
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주택구입을 연기하게 된다. 현재 주택을 보
유하고 있으나 보다 큰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주택가격과 주거서비스 소비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가계소비를 증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부의 효과를 통하여 비주거용 소비
를 증가시키는 반면 음의 소득효과를 통하여 비주거용 소비를 감소시킬 수
도 있다. 특히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주거서비스 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III. 기존연구의 개관과 본 연구의 특징

1. 기존연구의 개관

가. 외국의 연구

외국의 경우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졌다. 우선 외국의 기존연구는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 연구와 횡단면 또는
패널자료를 사용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계열 자료를 이용할 경우
국민계정 등에 발표되는 보다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
태적인 측면에서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횡단면

또는

패널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집계변수(aggregate

variable)인 시계열 자료가 가지고 있지 못한 주택의 보유여부와 같은 미시
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국가의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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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OECD(2000)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주택자산의 부
의 효과를 주택자산에 대한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out of housing wealth)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

우 동 수치가 각각 0.05, 0.03, 0.04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캐나다 및 일본
의

경우에는

0.12와

0.16으로

다소

높게

추정되었다.

Girouard

and

Blondal(2001)도 민간소비의 주택자산,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에 대한 한계
소비성향을 주요국별로 추정하였는데 주택자산에 대한 장기한계소비성향이
미국 0.02, 영국 0.03, 프랑스 0.04, 캐나다와 일본은 OECD(2000)의 연구결
과와 마찬가지로 다소 높은 0.18과 0.16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태리의 주택
자산에 대한 장기한계소비성향은 -0.03으로 추정되었다.2) 이외에도 Church,
Smith, and Wallis(1995)는 1972-1991년 중의 영국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자
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자율이나 실업률 등의 변수를 추
정모형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영국의 경우 동
수치가 0.05∼0.15로 나타났다.3)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횡단면 자료 또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가장 대표적인 실증연구는 Case, Quigley, and Shiller(2001)라고 할 수 있
다. Case, Quigley, and Shiller는 1975∼1996년 중의 14개 선진국의 패널자
료 및 1982-1999년 중의 미국의 주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자산의 부
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
이 국가별 자료의 경우 0.11∼0.17, 미국의 주별 자료의 경우 0.05∼0.09로
나타났다. Ludwig and Slok(2002) 역시 1985∼2000년의 기간 중 OECD 16
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평균적인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을

2) OECD(2000) 및 Girouard and Blondal(2001)의 연구는 추정모형에 이자율을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이용한 반면 소득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추정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70년대 초반
부터 90년대 후반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3) 미국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자산을 포함한 전체적인 부의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Laurence Meyer and Associates(1994)는 부의 1달러 상승이
장기적으로 소비를 4.2-6.1 센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Brayton and Tinsley(1996)도 한
계소비성향이 최대 0.07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Ludvigson and Steindel(1999)도 1953-1997년
의 기간 중 평균적인 한계소비성향을 0.04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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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로 추정하였다. 한편 Ogawa, Kitasaka, Yamaoka, and Iwata(1996)는
일본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장기탄력성을 0.0
5∼0.1로 추정하였다.4)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가격의 변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보다는 전체 가
계소비를 대상으로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하거나 또는 주
식의 부의 효과와 비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
히 주거서비스 소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주택가격과 주거서비스 소비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나. 국내의 연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모
두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표적인 연구결과를 보면 김병화․문소상
(2001)은 1990년 이후의 기간 중 민간소비, 소득, 실질이자율, 주가지수, 주
택가격지수간에 유의한 공적분 관계가 있으며 주택가격지수와 소비는 유의
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5) 윤성훈(2002)도 1976년
1/4분기∼2001년 3/4분기 중 내구재 소비지출, 소득, 명목금리, 주가지수, 지
가지수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김병화․문소상
(2001)은 주택가격에 대한 민간소비의 장기탄력성을 0.8로, 윤성훈(2002)은
지가에 대한 내구재소비의 장기탄력성을 0.4로 추정하였다.
김경환(2003)은 1988년 4/4분기∼2003년 2/4분기중 서울지역의 아파트시
가총액을 주택자산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장기
4) 미국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자산을 포함한 전체적인 부의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Juster, Lupton, Smith, and Stafford(1999)가 한계소비성향을 0.03 정
도로 추정하였고 Parker(1999)는 이보다는 다소 높은 0.08 정도의 값을 제시하였다.
5) 또한 김병화․문소상(2001)은 차분변수를 이용하여 형태별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는데 주택가격지수
는 내구재 및 비내구재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반하여 준내구재 및 서비스와의 상관관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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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을 0.23으로 추정하였다. 정한영(2003)은 1987년 1/4분기∼2002년 3/4
분기의 기간을 대상으로 소비를 항상소비와 임시소비로 구분하고 항상소득,
이자율, 주가, 주택매매가격 등이 각각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항상소비와 임시소비 모두 주택매매가격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도 외국의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추정
하는데 그쳤을 뿐 부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시
도하지 않았다. 주거서비스와 주택가격간의 관계를 별도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며 특히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그 동안의 자료의 제약 등으
로 시도되지 못하였다. 또한 윤성훈은 내구재 소비지출만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정한영은 각 변수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가계소비 간의 장기적 관계를 추정할 수 없게 된
다.6) 김경환은 전국의 가계소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자산의 대용변수는 서울지역의 아파트시가총액을 사용하였다.

2. 본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외 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을
추정함에 있어 주로 전체 가계소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론적
으로는 가계소비에서 내구재 소비지출을 제외한 비내구재 소비만을 대상으
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내구재 소비는 내구재를 처음
구입한 시점부터 일정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구재 소비(consumption)는 재화의 구입시점에서만 발생하는 내구재 소비
지출(consumption expenditure)과 구별된다. 반면 비내구재 소비는 구입시
6) IV장의 추정모형의 설정과정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의 효과는 소비와 소득 및 부 사이의 공적
분(cointegration) 관계를 통한 장기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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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소비가 즉시 이루어지므로 소비와 소비지출이 일치한다. 이론적으로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시점에서의 소비이지
소비지출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내구재 소비를 다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
석모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내구재 소비를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였다.7)
이러한 이유로 Lettau and Ludvigson(2000) 및 Church, Smith, and
Wallis(1995)의 일부 모형에서는 비내구재 소비만을 대상으로 부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의 분기별 거시계량모형에서
도 비내구재와 내구재의 서비스 플로우에 대해서만 부의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 동 모형에서 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은 가계의 투자함수로 설정
하여 내구재의 상대가격을 주요 설명변수로 고려하고 있다.(Brayton and
Tinsley (1996))
둘째,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 비내구재 소비와 내구재
소비지출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
용 소비를 구분하는 것이다. II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
택으로부터 창출되는 주거서비스의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주거서비스에 대
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주거서비스 소
비는 비내구재 소비의 일부분이므로 부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내
구재 소비에서 주거서비스 소비를 제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비
내구재 소비를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주택자산이 부의 효과를 통하여 비주거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한편 기존의 연구와 달리 주택가격 변동이 주거서비스의 수요에 미치는 영
향도 살펴보았다. 특히 대체탄력성의 추정을 통하여 주택가격의 변화가 주
거서비스 소비에 대한 비주거용 소비의 상대적 비중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
하였다.
셋째, 가계의 부채규모가 자산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소비자는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부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비로 즉각적으로 연결
7) 또한 내구재는 그 자체가 부의 일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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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보다는 부채상환을 위한 예비적 저축으로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계는 부채 원리금 지급부담이 크
고 추가적으로 신용을 공여받기 어려워 예상미래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현재소비를 증가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능성을 실증적
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대차대
조표 상태에 따라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를 분석하였다.
넷째,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주택자산만이 아니라 주식의 부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였다. 국내의 기존연구를 보더라도 김병화․문소상 및 윤성훈
등이 주가지수를 추정식에 포함시켰다. 주식의 부의 효과도 소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이 없으나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택
자산만을 고려하고 주식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가계가 보유하고 있
는 자산 중에서 주택자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데 비하여 주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을 보
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집계변수를 사용한 시계열 분석
의 경우에는 추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8) 또한 Morck, Shleifer, and
Vishney (1990), Poterba and Samwick (1995), 김병화․문소상 (200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주가와 소비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반드시 부의 효과에
기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주가는 경제의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이
므로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을 반영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들도
미래의 노동소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주식의 부의 효과와 무관
하게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주택가격은 이러한 관계가 약
할 것으로 생각된다.

8) 우리나라의 주식투자 인구비중은 1997년에 2.9%, 2003년에 8.2%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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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분석
여기에서는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추정하고 부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소비자의 선형화된 예산제약조건으로부터 설명변수에 주택자산을 포
함하는 소비함수 추정식을 도출하고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를 제시
하였다. 특히 비내구재 소비를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로 구분하
여 분석함으로써 주택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르는 주거서비스 소비의 변화가
전체적인 부의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둘째, 주거서
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간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주택가격의 변
화가 비내구재중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셋째, 가계의 부채규모에 따라 주택자산에 대한 비내구재
소비의 탄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부의 효과 분석

가. 모형설정

어떤

시점에서

개별

소비자의

예산제약(period-by-period

budget

constraint)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

(1)

식(1)에서  는  기의 소비를,  는 기 초에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
(wealth)를 의미한다. 이때 부는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 및 금융자산
(asset wealth,  )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적자본(human wealth,  )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은 기에 부를 투자하여    기에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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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이다. 식 (1)의 양변을  로 나누면 식 (2)를 구할 수 있다.

  

           .



(2)

Campbell and Mankiw(1989), Campbell(1993), Lettau and Ludvigson(2000)
등이 식 (2)를 로그 선형화(log linearization)하여 「소비-부의 비율」
(consumption-wealth ratio)을 미래의 소비증가율 및 부의 기대수익으로 표
현한 방식대로 식 (2)의 양변에 로그를 취한 후 균제상태(steady state)를
중심으로 선형화하면 식 (3)을 얻을 수 있다.

△                  .

식

(3)에서

소문자로

표시된

변수는

로그

(3)

변환된

값을

의미하며

            및          이다.9) 이제 식 (3)을
미래에 대하여 풀어서 정리하면 소비자의 로그 선형화된 기간간 예산제약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을 나타내는 식 (4)가 도출된다.

∞

    

 
      △    .






(4)

식 (4)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시점에서의「소비-부의 비율」은 미래의 부
의 수익률과 소비증가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미래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또는 미래의 소비증가율이 낮을 것을 예
상하는 경우 현재의「소비-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9)

   는    의 균제상태에서의 값을 의미한다.

- 11 -

한편 소비자의 로그 변환된 부  는 인적자본  와 실물 및 금융자산  의
가중평균(식 (5))으로, 수익률   은 인적자본에 대한 수익률  와 실물 및
금융자산에 대한 수익률  의 가중평균(식 (6))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및       이다.

         ,

(5)

            .

(6)

식 (5)와 (6)을 이용하여 식 (4)를 다시 정리하면 식 (7)이 된다.

∞

                            △    . (7)





그런데 소비자의 인적자본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므로 실증
분석을 위해서는 인적자본을 관찰 가능한 변수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10) 노
동소득  를 인적자본  에 대한 수익이라고 하면     이 되고 이로
부터 로그선형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11)

                .

(8)

식 (8)을 이용하여 식 (7)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Lettau and Ludvigson(2000)은 인적자본 시계열의 비정상적인 부분(nonstationary component)은
노동소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11) 단,              및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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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식 (9)는 소비, 소득 및 부의 세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실증분석모형
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식 (9)에 의거 <표 1>에서와 같은 간
단한 추정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다. 즉, 소비를 소득 및 주택자산에 대하여
회귀시키면 그 추정계수는 각각 소득 및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이
되고 잔차항은 주택자산 수익률과 소비증가율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게 된
다. 이때 식 (9)의 우변은 정상시계열(stationary time series)이므로 식 (9)
의 좌변도 정상시계열이어야 한다. 반면 소비, 소득 및 주택자산은 각각 비
정상시계열(non-stationary time series)이므로 결국 소비, 소득, 주택자산
사이에는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세변수간의 공적분
벡터를 추정하는 것이 소득과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장기탄력성을 측정
하는 것이 된다.12)
추정식에서  는 노동소득을 의미하며 대용변수로써 실질 GNI를 사용하
였고 는 주택자산을 의미한다.  는 소비를 나타내는데 본고에서는 소비
를 가계소비 중 내구재 소비를 제외한 비내구재 소비를 대상으로 하여 실
증분석하였다. 그리고 비내구재 소비를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로
구분하여 주택자산의 가치변동이 각각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거서비스 소비 자료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아 국민계정상의 목적별 소
비통계 중 「임료 및 수도광열」소비지출 통계를 주거서비스 소비의 대용
변수로 사용하였다.13) 한편 비주거용 소비는 총 가계소비지출에서「임료 및
12) 이와 같이 소비의 장기탄력성을 공적분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부의 효과는 단기적 현상이
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자산가격의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생각
하더라도 합리적 소비자는 이를 생애에 걸쳐 나누어 소비(consumption smoothing)할 뿐이지 소비
가능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은 합리적 소비행태라고 볼 수 없다. 공
적분 관계식은 장기적으로 변수들 간의 안정적인 선형결합관계를 의미하므로 부의 효과를 추정하
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방정식보다는 장기균형식을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 진다.
13) 「임료 및 수도광열」소비중 수도광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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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추정모형 및 변수

(추정모형)

                 
(변수 및 이용자료)

피설명변수

모형 I: 비내구재 소비 (가계소비에서 가계시설 및 운영,
의류 및 신발을 제외, 계절조정)
모형 II: 비주거용 소비 (비내구재 소비에서 임료 및 수도
광열 제외, 계절조정)

설병변수



모형 III: 주거서비스 소비 (임료 및 수도광열, 계절조정)
실질 GNI (계절조정)



주택자산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호수를 이용하여 계산)

, 

추세치 및 2차 추세치

수도광열」소비지출을 차감한 후 내구재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가계시
설 및 운영, 의류 및 신발 등을 제외하였다. 추정기간은 1986년 1/4분기부
터 2003년 3/4분기까지로 하였으며 소비와 소득변수는 계절조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편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주택자산의 크기를 측
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주택가격지수 혹은 지가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
나 엄밀한 의미에서 부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격뿐 아니라 주택의
스톡까지도 고려한 주택자산의 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4)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택자산의 가치를 계산하였다. 우선
1996년의 국부조사통계에 발표된 순주택자산의 가치를 같은 시점에서의 우
리나라의 총 주택호수로 나누어 당해년도의 주택단가를 구하였다. 그리고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증가율을 이용하여 주택단가의 시계열을
계산한 후 다시 주택호수의 시계열을 주택단가의 시계열에 곱하여 명목주
14) 김경환(2003)은 서울지역의 아파트시가총액을 주택자산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특정지역
의 특정형태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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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자산의 시계열을 구하였다. 이어서 명목주택자산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
금을 차감하여 주택의 순자산가치(net worth)를 계산한 후 이를 소비자물
가지수로 나누어서 실질 주택자산을 구하였다.
주택자산 가치의 변동이 주로 주택가격의 변동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주
거서비스 소비를 피설명변수로 하는 모형은 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함수라
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서비스 소비는

오히

려 감소할 수 있다. 이처럼 주거서비스 소비가 주택가격과 반대방향으로 움
직임으로써 주택가격 변동이 전체 비내구재 소비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줄
어들 수 있다.

나. 추정결과

이론적으로는 식 (9)에 의하여 소비, 소득 및 주택자산 간에는 공적분관
계가 존재하는데 Phillips-Ouliaris(1990)의 방법에 따라 이들 세 변수간의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였다. 모형 I의 비내구재 소비의 경우에는 주택자산
및 소득과 유의한 공적분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주거용 소비가 피설
명변수인 모형 II에서는 1차 추세치만을 포함한 경우 세 변수간의 공적분
관계가 다소 약하였으나 2차추세치까지 포함하면 강한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III에서 주거서비스 소비와 나머지 2변수간에는 공적분 관계
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주거서비스 소비에 관하여
는 추정결과가 가성적(spurious)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검정통계
량의 값이 그다지 작지 않기 때문에 모형 III의 추정결과도 모형 I, II의 추
정결과와 비교하여 해석하기로 한다.15)

15) 추정방정식이 예산제약식으로부터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총 민간소비 중 일부분에 지나
지 않는 주거서비스 소비에 대하여 공적분 관계가 약하다는 결과는 어쩌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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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적분 검정결과

모형 I (비내구재 소비)

모형 II (비주거용 소비) 모형 III (주거서비스 소비)

1차추세치

2차 추세치

1차추세치

2차 추세치

1차추세치

2차 추세치

-4.316

-5.563

-4.029

-5.375

-3.931

-3.816

(-4.243)

(-4.638)

(-4.243)

(-4.638)

(-4.243)

(-4.638)

주: ( )안은 임계치

<표 1>에서 제시된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3>에 정리하였다. 우선
가계소비 중 주택자산에 대한 비내구재 소비의 탄력성은 0.03∼0.05 정도로
나타났다. 동 수치는 국내의 기존 연구결과에 비해서는 낮지만 외국의 연구
결과와는 유사한 수준이다. 비내구재 소비에서 주거서비스 소비를 제외한
비주거용 소비의 경우에는 주택자산에 대한 탄력성이 0.06∼0.09정도로 추
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다. 반면, 주택자산에 대한 주거서

<표 3>

상수항
1차추세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 추정결과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비내구재 소비)
2.749
0.117

(비주거용 소비)
1.272
-2.132

(주거서비스 소비)
6.597
7.325

(7.404)

(0.161)

(2.848)

(-2.490)

(26.212)

(13.525)

0.007

-0.005

0.006

-0.005

0.009

0.012

(14.410)

(-0.767)

(10.822)

(-1.909)

(30.319)

(7.664)

2차추세치
소득
주택자산





0.000

0.000

-0.000

(4.083)

(4.478)

(-1.514)

0.616

0.890

0.686

1.041

0.309

0.234

(18.606)

(12.122)

(17.228)

(12.019)

(13.785)

(4.266)

0.052

0.029

0.093

0.064

-0.125

-0.119

(2.093)
0.995

(1.272)
0.996

(3.114)
0.993

(2.345)
0.995

(-7.429)
0.997

(-6.913)
0.997

주: ( )안은 t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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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소비의 탄력성은 예상했던대로 -0.12∼-0.13의 음의 값이 추정되었으
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결국, 가계소비의 구성항목인 주거서비스
소비가 주택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택자산가치의 변동이 가계소
비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16)

2.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의 대체탄력성 분석

가. 모형설정

앞에서의 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상승(하락)하면 주거서비스 소비가 감소
(증가)하며 이러한 요인이 주택가격변동의 전체적인 부의 효과를 제약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비주거용 소비와 주거서비
스 소비를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제약식으로부터 도출한 비
주거용 소비 및 주거서비스 소비와 주택자산의 관계식을 각각 추정하여 얻
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는 상호 독립적
으로 결정되기보다는 그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
능성이 높다.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라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는 대체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
체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 대표적 소비자는
다음과 같이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형태의 효용함수에 따
라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

(10)

16) 한편 <표 3>에서 추정한 공적분 벡터를 이용하여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면 공적분 오차항의 계
수는 소비방정식의 경우에만 유의한 음의 값이 추정되었을 뿐 소득이나 주택자산의 방정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추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소득이나 주택자산의 변동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소비를 조절함으로써 대응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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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비주거용 소비를,  는 주거서비스 소비를 그리고  는 주거서
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간의 가중치를 나타내며  는 대체탄력성을 나타
낸다.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간의 상대가격을  이라고 하면 대
표적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조건으로부터 다음 식을 구할 수 있다.

    
   
.
  

(11)

이제 식 (11)에 로그를 취한 후 정리하면 식 (12)와 같은 추정모형을 얻
을 수 있다.

          .

(12)

만일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주택가격의 상대가격이 1% 증가할 때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의 비율인  는 1% 이상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거서비스 소비의 감소는 미미한 반면 비주거용 소비는 상대
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상대
가격이 1% 증가할 때 주거서비스 소비를 줄이는 대신 비주거용 소비를 늘
리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탄력성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상대가격은 첫째 국민계정의 주거서비
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의 디플레이터의 비율, 둘째 국민은행에서 조사하
고 있는 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 셋째 전국주
택전세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 등 3가지를 이용하였다. 또
한 식 (12)를 추정함에 있어 수준변수뿐 아니라 차분변수도 사용하였는데
수준변수간의 회귀방정식에는 추세변수(time trend)를 추가하였으며 1986년
1/4분기부터 2003년 3/4분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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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결과

<표 4>에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간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17) 어떠한 상대가격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간의 대체탄력성은 대체로 1보
다는 훨씬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8) 또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대체탄력성이 변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8년 1/4분기 이후의 기간
에 대해 더미변수를 설정하여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상대가격
변수에 더미변수를 곱한 값의 추정계수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대체탄력성의 변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추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탄력성은 대략 0.2∼0.4의 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주어진 예산제약조건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주거서비스 소비가 감소하는 만큼 비주거용 소비가 늘어나
지 않음을 의미한다. 주택을 보유한 소비자의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비주거용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비주거용 소비가 오히려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거서비스 소비의 감소는 주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을수록 대체탄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19)

17) 추정기간 중 주거서비스 소비가 전체 비내구재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6%로 나타났다.
18) Piazessi, Schneider, and Tuzel(2003)은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
비간의 대체탄력성을 1.27로 추정하였다.
19) 우리나라의 경우 1985∼2000년의 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가계의 비율이 약 52.8%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미국 67.5%, 영국 67.0% 등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 및 Ludwig and Solik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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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간의 대체탄력성 추정결과

상대가격

수준변수
디플레이터 매매가격

전세가격 디플레이터

차분변수
매매가격

전세가격

(1)

(2)

(3)

(1)

(2)

(3)

0.313

0.347

0.320

0.159

0.337

0.399

(8.307)

(5.151)

(1.723)

(4.058)

(12.486)

0.250

0.203

0.215

0.225

0.348

(4.997)
0.214

(2.105)
0.195

(2.147)
-0.355

(1.960)
0.233

(6.866)
0.065

(3.089)

(1.578)

(-1.395)

(1.412)

(1.283)

A. 전체표본
대체탄력성

(5.645)
B. 외환위기이후 더미
0.305
대체탄력성
(4.489)
-0.066
탄력성 변화
(-0.194)

주: ( )안은 t 값. 탄력성 변화는 외환위기 이후의 더미변수와 실질가격간의 곱에 대한 계수.
대체탄력성의 (-)부호는 생략하였음.
(1) 주거서비스 소비 디플레이터/비주거용 소비 디플레이터
(2) 주택매매가격지수/소비자물가지수
(3) 주택전세가격지수/소비자물가지수

3.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부의 효과 분석

가. 모형설정

지금까지는 집계변수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한편 최근 가계의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가계소비가
부진한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에 가계부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래의 추정모형과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
고자 한다.

                     .

(15)

추정모형에서  ,  ,  는 각각 가계소비, 가계소득, 그리고 주택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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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20)  는 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써 가구의 크기, 가구주
의 교육정도, 가구주의 연령 등을 포함한다.21)  과  는 각각「부채-소
득」비율 및「부채-자산」비율이다. 가계의 부채를 독립적인 변수로 사용
하지 않고 각각 소득과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을 계산하여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우선 가계부채의 절대적 규모보다는 가계의 부
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상대적 비율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부채-소득」및「부채-자산」비율은 전년도의 값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
유는 부채비율이 직접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가계소득이나
주택자산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propagation mechanism)를 제
약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채-소득」및「부채자산」비율의 전기값을 사용함으로써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이미 주어진
가계의 부채비율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때 추정된
탄력성은 일종의「부채-소득」및「부채-자산」비율에 대한 조건부 탄력성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정모형에서  과  는 전기의「부채-소득」비율과「부채-자산」비율에
따라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이 횡단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만일 가계에 따라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이 다르
고 그 이유가 가계별로 부채비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면  또는  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부채-자산」
비율이 높은 가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자산에 대한 가계소비의 탄력성
이 작아진다면  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20) 모든 변수는 로그 변환된 값을 나타낸다.
21) 전기소비를 포함시킨 이유는 추정식에서 고려되지 못한 가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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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결과

<표 5>에는 추정결과가 요약되어 있다.22)「부채-소득」및「부채-자산」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 I의 경우 주택자산에 대한 탄력성은 약 0.09로
추정되었다. 한편 모형 II에서는「부채-소득」및「부채-자산」비율이 횡단
면적으로 탄력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결과를 살
펴보면 대체로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은 각 가계의 부채비율에 의
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은
「부채-소득」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채-자산」비율이 높을수록 작아

<표 5>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 추정결과

상수항

모형 I
1.724 (10.68)

모형 II
1.814 (10.84)

전기소비

0.361 (19.14)

0.337 (17.25)

소득

0.140 (14.30)

0.171 (15.59)

0.088 (9.02)

0.078 (7.69)

주택자산
(상수항)

0.001 (4.16)

(부채/소득)

-0.002 (-2.77)

(부채/자산)
가구크기

0.086 (10.62)

0.088 (10.52)

교육정도

0.062 (8.45)

0.060 (7.92)

가구주연령

0.021 (3.71)

0.019 (3.15)

가구주연령2

-0.000 (-4.20)

-0.000 (-3.65)

0.6952

0.7046

1943

1797





표본수
주) (

)안은 t값. 가구주연령2는 가구주연령의 제곱을 의미

22) 분석에 사용된 횡단면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자료로부터 구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현재
1998-2001년의 4개년자료가 이용가능하나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자료는 1차년도인 1998년에
는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이용 가능한 자료는 3개년 자료에 국한된다. 또한 가계자산의 경우
에는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한 반면 가계소득과 가계소비는 지난 한 해를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으
므로 2001년의 가계소비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순한 횡단면 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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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부채-소득」및「부채-소득」비율이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에 미치는 영
향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표본가구를 4개의 소표본(sub-sample)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즉,「부채-소득」비율의 경우 1을,「부채-자
산」비율의 경우 0.25를 기준으로 각각의 비율이 동 수치보다 큰 가구와 작
은 가구로 구분하였다.24)
<표 6>에는 4개의 그룹에 대하여 각각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
을 추정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전반적으로 그룹간의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
의 탄력성의 크기는 앞에서 살펴본 <표 5>의 실증분석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우선「부채-소득」비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부채-자산」비율에 따라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보자. 먼저
「부채-소득」비율이 1보다 낮은 가구(그룹 A와 그룹 B)의 경우 「부채자산」 비율이 낮은 가구(그룹 A)의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은
23) 탄력성을 부채비율의 선형함수라고 설정한 것은 다소 제약적일 수 있다. 따라서 탄력성을 「부채소득」 및 「부채-자산」비율의 2차 함수로 설정할 경우에도 추정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특히 이 때 「부채-소득」 및 「부채-자산」비율 자체에 대한 계수와 그 제곱에 대한 계수
가 서로 반대되는 부호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부채-소득」 및 「부채-자산」비
율이 탄력성의 차이를 설명하되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탄력성에 미치는 한계적 효과
(marginal effect)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4) 각 소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부채-소득」 및 「부채-자산」비율로 구분한 가구의 특성 (평균)
부채/소득

소비(만원)
소득(만원)
주택자산(만원)
부채/소득
부채/자산
가구크기(명)
교육정도
가구주연령(세)

부채/자산<0.25
그룹A
1483.0
2094.8
8231.5
0.135
0.035
3.609
4.609
52.67

<1
부채/자산≥ 0.25
그룹B
1481.3
2146.0
4460.0
0.590
0.574
3.643
4.563
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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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소득
부채/자산<0.25
그룹C
1492.3
1877.6
13564.6
3.249
0.104
3.611
4.808
56.06

≥ 1
부채/자산≥ 0.25
그룹D
1633.3
2312.5
7464.3
3.919
1.154
4.066
4.817
50.20

0.107로 추정된데 비하여 「부채-자산」 비율이 높은 가구(그룹 B)는 0.049
로 추정되어 그룹 A보다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부채-소득」 비율이
1보다 큰 가구(그룹 C와 그룹 D)를 보더라도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
성이 「부채-자산」비율이 낮은 가구(그룹 C)에서는 0.101인데 비하여 「부
채-자산」비율이 높은 가구(그룹 D)에서는 0.041에 불과하였다. 즉, 「부채
-자산」비율이 높을수록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이 작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제 반대로 「부채-자산」비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부채-소득」비율
과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간의 관계를 보면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
의 탄력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그룹 A와 그룹 C 및 그룹 B
와 그룹 D)
이러한 결과는 부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
성이 가계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룹 A와 그
룹 D를 비교해 보면 그룹 A의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이 그룹 D보
다 크다. 그룹 A는 「부채-소득」및「부채-자산」비율이 낮은 가구들로 구
성되어 있고 그룹 D는「부채-소득」및「부채-자산」비율이 높은 가구들임
을 생각하면 부채의 증가가 부의 효과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판단된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가구는 주택자산 가치의 변동에 대하
여 소비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작게 받음을 의미한다.25) 만일 최근의 가계부
채 증가로 인하여 다수의 가구들이 소득이나 자산의 특별한 증가 없이 그
룹 A에서 그룹 D로 이동하였다면 이러한 점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소비
를 부진하게 만든 원인이 될 수 있다.

25) 한편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의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이 낮으므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
락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부채비율이 낮
은 가계에 비해 주택가격의 하락이 단기적으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지는 몰라
도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가계의 대차대조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
택자산의 가치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소비가 회복되는데 큰 제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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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채-소득」및「부채-자산」비율로 구분한 가계그룹별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 추정결과
부채/소득 ≥ 1
부채/자산<0.25 부채/자산≥ 0.25 부채/자산<0.25 부채/자산≥ 0.25
그룹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부채/소득

상수항

< 1

1.421

2.486

1.966

2.813

(7.27)

(3.69)

(3.77)

(6.80)

0.313

0.256

0.410

0.424

(13.18)

(2.87)

(7.77)

(9.36)

0.175

0.230

0.079

0.146

(13.01)

(4.24)

(3.83)

(6.18)

0.107

0.049

0.101

0.041

(7.64)

(1.34)

(3.45)

(2.04)

0.092

0.109

0.062

0.064

(8.83)

(3.29)

(2.93)

(3.38)

0.065

0.131

0.055

0.028

(7.06)

(3.79)

(2.69)

(1.64)

가구주

0.029

-0.014

0.017

-0.016

연령

(4.25)

(-0.53)

(0.96)

(-1.00)

가구주

-0.000

0.000

-0.000

0.000

연령2

(-4.73)

(0.57)

(-1.19)

(0.95)



0.7399

0.7403

0.6193

0.5664

1198

126

260

359

전기소비
소득
주택자산
가구크기
교육정도

표본수
주) (

)안은 t값. 가구주연령2는 가구주연령의 제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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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본고에서는 주택자산 가치의 변동이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시계열 자료 및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대부
분의 기존연구에서는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주로 전체 가
계소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내구재 소비는 내구재를 처음
구입한 시점부터 일정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구재 소비지출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본고는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문제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내구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
에 따르면 주택자산의 가치가 1%증가할 때 비내구재 소비는 대략 0.03∼
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단순히 주택자산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을

추정하는데 그친 기존

의 연구와는 달리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추정하는 한편 동 효과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첫째, 본고
는 비내구재 소비를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는데 추정결과에 따르면 주택자산의 가치가 1%증가할 때 비주거용 소비
는 대략 0.06∼0.09% 증가하는데 비하여 주거서비스 소비는 0.12∼0.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거서비스 소비의 감소
를 초래하여 전체 비내구재 소비에 미치는 부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간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게 추
정되었는데 이는 주어진 예산제약조건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주
거서비스 소비가 감소하는 만큼 비주거용 소비가 늘어나지 않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주거서비스 소비와 비주거용 소비간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다
는 점도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작아지는 요인이 된다.
집계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대체탄력성의 크기는 전체 가계 중에서 주
택을 보유한 가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을 보유한 소비자의 비주거용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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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는 반면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시
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거서비스 소비의 감소는
주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
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가계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체탄력성의 값이 작게 나타나고 그만큼 주택자
산의 부의 효과가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고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부채-자산」비율이
높은 가계일수록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최근 가계의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택가격이 2002년 중
16.7%, 2003년 중 9.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가 부진한 경제
상황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최근 소비자 금융의 활
성화에 의한 가계부채의 급증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제약의 완화를 통하여
소비를 촉진시켰으나 동시에 가계의 부채비율을 제고시켜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의 실증분석을 같이 시도함으로써 각
각의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심층적
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약으로 주택을 보유한
가계와 보유하지 못한 가계를 명확히 구분하지는 못함으로써 주택가격의
변동이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가계를 대상으로 주택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주택을 구입하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
지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시계열 자료
를 이용하여 주택보유비율의 확대 및 소비자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해 보는 연구도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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