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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결정
요인을 발견하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부산지역 주택가격의 변화를
예측

o 7개

대도시(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월별자료(1986.1월-2015.12월)
로 구성된 지역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백터오차수정모형,
Granger

인과관계 등을 추정

□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괄호는 추정된 회귀계수의 부호
(

를 표시)

① 공적분 검정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

액(+),

KOSPI

예금은행의 주택대출

종합지수(+) 등의 전국 수준의 변수들과 주택금융

신용보증 공급액(+), 주택전세가격(+), 가구수(+), 65세이상 인구
비중(-) 등 지역경제 수준의 변수들이 지역주택매매가격에 장기
적으로 영향을 미침

② 패널백터오차수정모형 추정 결과 오차수정계수의 추정치는 음
(-)의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매매가격이 일시적

으로 균형을 벗어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장기균형관계
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

③

인과관계 검정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주택금융신용
보증, 65세이상 인구비중, 취업자수, 경기동행지수가 주택매매가

Granger

격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주택전세가격

,

전국예금은행주택대출, 가구수,

KOSPI는

주택가격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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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별로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

*

해당 설명변수 값이 증가하였을 때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며 설명변수 값이
감소할 경우에는 반대방향으로 영향을 미침

① 주택매매가격에는 단기적 지속성 추세 혹은 관성 이 존재하지만 장기적
(

)

으로는 지속되지 않음

⇒ 주택 투자자 및 정책 담당자 등은 지난 몇 개월의 주택매매가격

동향에 크게 의미를 두거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반영할 필요가
없음

② 주택전세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만 장기적으로는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설명변수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면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매매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
,

③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장기와 단기 모두에서 주택매매가격에 음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시장 참여자는 기준금리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

정책 담당자도 이러한 관계를 주택정책 수립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

④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액은 주택매매가격에 장기적으로 양(+)의 영향

을,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액은 장기와 단기 모두에서 주택매매가격
에 양(+)의 영향을 미침

⇒ 예금은행의 주택대출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 관련 정책을 통해 주
택시장 안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지역 주택가격 변동의 장단기 결정요인 분석: 부산지역에 대한 모의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⑤ 가구수는 주택매매가격에 장기적으로만 양

(+)의

영향을,

65세이상

인

구비중은 장기와 단기 모두에서 음(-)의 영향을 미침

⇒ 인구의 연령구조 및 가구구성 변화와 같은 인구 측면의 변수가 주택

매매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앞으로의 인
구구조 변화(인구노령화, 저출산, 1인가구 증가 경향 등)가 주택가격 변화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⑥ 전국 수준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와 지역경제 수준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취업자수는 주택매매가격에 단기적으로만 양
(+)의

영향을 미침

⇒ 경기상황 정보를 활용할 경우 단기 주택매매가격 변화 예측시 도
움이 될 수 있음

⑦

KOSPI

주가지수의 변화는 장기적으로만 주택매매가격 변화에 양(+)

의 영향을 미침

⇒ 대체효과 보다는 소득효과 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
*

**

富의 증대로 이어져 주택매매수요를 증가시킴

* 주식과 주택은 둘다 투자상품중 하나이므로 주가 상승은 주택수요를 감소시킴

**

주가상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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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수십년 동안 국내외 연구자들은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연구해왔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주제는 더욱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주택가격 변동이 중요한 이유는 주택이 개인들 자산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계지출 중 주거비의 비중이 크며, 가계부채에서 주택 관련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등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또 GDP 중 주택과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변동
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주고, 주택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며,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주택가격 하락은 한 나라 금융시장 전
반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등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택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재이고,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의 큰 부분을 차지하
는 투자 대상이며, 부동산 임대기업의 투자재이고, 은행 대출 시 빈번히 사용되는 담보
이기도 하다. 이렇게 주택이라는 재화의 다양한 성격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도 특수하다. 주택가격은 위치, 크기, 유형, 건축연수 등 주택의 개별적인 특
성에 따라 차이가 크고 거시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시간가변적이며 예측하기 힘든 불규
칙한 변동을 한다.
주택가격 움직임에는 여러 나라가 공통적으로 혹은 한 나라 여러 지역에서 전체적으
로 유사한 모습의 변동을 보이는 동조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부 국가나 지역
의 주택가격이 전체적인 모습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탈동조화 현상도 나타난다. 본 연
구의 주요 관심대상 지역인 부산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움직임에도 그러한 모습이 관찰된
다. 부산지역 주택매매가격 움직임은 시기별로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
후만 보더라도 부산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전국 주택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큰
흐름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부산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2000년 이후 전국평
균보다 계속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2004~2007년 기간에는 오히려 하락하며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렇지만 2009년 이후에는 수도권 및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다시 전국평균보다 낮은 상승
률을 보이고 있다.
주택매매가격이 매우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은 부산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
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상승과 하락이 불규칙하게 발생한다. 이
러한 불규칙한 변동은 주택매매가격 움직임을 예측하기 힘들게 하여 주택 수요자와 공
급자 모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근거
없는 혹은 부정확한 예측들은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불필요하게 높이고,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는 물론 주택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의 위험관리 노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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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장단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
하고, 그에 근거하여 주택매매가격 변동의 장기 및 단기 예측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계량경제모형을 수립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그리고 경제여건의 변화가 부산지역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도
록 추정된 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simulation)을 수행하려고 한다.
주택매매가격 변화와 관련되는 많은 경제문제와 사회적 이슈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
고 그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주택매매가격의 변동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지만,
거의 모두 전국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어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깊이있
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산지역의 주택 수요자, 공
급자,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산지역 주
택매매가격모형을 약간 보정하면 다른 지역의 주택매매가격모형을 수립하는데 적용될
수 있어, 본 연구결과는 각 지역의 주택시장 분석, 예측, 정책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부산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움직임을 전국
및 타지역과 비교하며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정할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제Ⅳ장에서는 주택매매가
격의 장단기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과 추정에 사용된 표본자료에 대하여 설명한
다. 제Ⅴ장에서는 연구모형의 추정결과를 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모의실
험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
것의 정책적 시사점을 부산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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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산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추이와 특징
1. 한국 주택시장의 특성
한국에서 주택은 주거를 제공하는 상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에서 어느 지역
에 위치한 어떤 주택에 살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신분, 인적 네트
워크 형성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에서 가계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히 높은 편이다.
주택 보유는 임대료와 관련하여 소득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가격 변동과 관련하여 재
산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주택은 고가의 내구소비재 성격과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대상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주택이라는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
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사람들의 자산 중에서 주택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보다 최근의 세부적인 정보는 통계청(2016)이 전국 약 20,000가구의 표본으로부터 조
사하여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
르면 2015년 3월말 현재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4,246만원 인데,4) <그림 2>에서와 같이
가구자산 구성에서 실물자산, 그 중에서도 부동산, 특히 주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주요국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

주: 2014년 기준(한국, 캐나다, 일본의 경우는 2013년 기준), 단위는 %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https://stats.oecd.org)의 자료로부터 계산

4) 이 보고서에서 부채는 6,181만원으로 조사되어,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억 8,065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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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구자산의 유형별 구성

주:‘거주주택 이외’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
자료: 통계청(2016)

<표 1>을 보면, 2015년의 경우 가구당 자산 3억 4,246만원은 금융자산 26.5%(9,087만
원)와 실물자산 73.5%(2억 5,159만원)로 구성되어 있고, 부동산의 비중이 68.2%로 가장
큰 부분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6.9%)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이
75.1%에 이른다.

<표 1>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 (2015년 기준)
자 산

금 융 자 산

구분

평균

저축액

34,246

9,087

6,740

실 물 자 산
기타

전ㆍ월세

부동산

보증금
2,346

25,159

거주

실물

주택

거주주택
이외

23,345

13,179

10,166

1,815

68.2

38.5

29.7

5.3

자산

(만원)
구성비

100.0
26.5
19.7
6.9
73.5
(%)
주: ‘거주주택 이외’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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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구주 연령별 자산구성 (2015년 기준)
자 산
구

전
가

분

금 융 자 산

실 물 자 산

전ㆍ월
저축액 세보증
금

점유율

구성비

부동산

거주주택

기타

34,246

100.0

9,087

6,740

2,346

25,159

73.5

23,345

13,179

1,815

30세미만

8,998

0.6

5,523

2,288

3,235

3,475

38.6

2,840

2,416

635

30~39세

24,007

11.6

9,206

5,010

4,196

14,801

61.7

13,166

9,349

1,635

40~49세

33,175

25.0

10,190

7,139

3,051

22,985

69.3

21,022

12,787

1,963

50~59세

42,229

31.4

11,235

9,278

1,956

30,995

73.4

28,482

14,839

2,513

60세이상

36,042

31.3

6,502

5,537

965

29,540

82.0

28,259

15,081

1,281

체

구
주
연
령
대
별

주: 금액 단위는 만원, 점유율 및 구성비 단위는 %임
자료: 통계청(2016)

그리고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실물자산의 비중이 더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급속한 노령화를 포함한 인구구성의 변화가 주택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물자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의 경우 실물자산, 그 중에서
도 주택에 대한 선호가 특히 높은 이유는 과거 수십년 동안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가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환금성도 비교적 높아 투자대상으로 매
우 적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주택 보유로부터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상승, 인적 네트워크 형성, 자녀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만족
감과 이득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 전국 주택거래 동향
<그림 3>에는 2000년 이후 전국 주택시장에서의 매수우위지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우위' 비중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그림을 보면
2002년 1월과 2월 일시적으로 매수우위지수가 100을 초과하여 매수세 우위의 시장이 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전기간에 걸쳐 매수우위지수가 100보다 낮은 값으로 나
타나 매도세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는 매도세 우위의 정도가 더 강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3년 이후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지만 충분하지는 못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전국 주택시장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림 4>를 보면 가장 큰 주택시장인 서울의 경우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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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매수우위지수 (전국)

주: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우위' 비중이 높음
자료: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그림 4> 매수우위지수 (서울)

주: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우위' 비중이 높음
자료: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그런데 <그림 5>에 표시된 6대 광역시의 매수우위지수 그래프를 보면, 서울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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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 서울에서는
순매수세가 빠르게 감소하였지만 6대 광역시에서는 2005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매수세
가 2010년까지도 이어지는 탈동조화 모습을 보였다.

<그림 5> 매수우위지수 (6대 광역시)

주: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우위' 비중이 높음
자료: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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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주택매매가격 동향
<그림 6>에는 1986년 이후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의 움직임이 나타나 있다.5) 전
체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로 인해 주택이 투자대상 자산으
로 가장 선호된 것이라 생각된다. 즉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큰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지수의 전년동기대비 변화율을 나타낸 <그림
7>을 보면, 주택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매우 기복이 심하고 경우에 따라 마이너스를 나
타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전국)

주: 2015.12=100 기준
자료: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5)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전국 264개 시ㆍ군ㆍ구의 주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통계 추출한 25,260개(아파트 15,194개, 단
독주택 4,500개, 연립 및 다세대 주택 5,566개)를 조사대상 표본지로 선정하여 조사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결과로
부터 산출된다. 표본주택이 거래가 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그리고 거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
로 조사한 가격을 해당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온라인상 조사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1986년부터 국
민은행에서 작성하다가 2013년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작성하고 있다.

- 11 -

2016-01 한국은행 부산본부

<그림 7>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변화율 (전국)

주: 2015.12=100 기준 지수의 전년 동기대비 변화율임, 단위는 %
자료: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4. 부산지역 주택거래와 주택매매가격 동향
이 소절에서는 부산지역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거래와 가격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8>에는 부산의 매수우위지수 움직임이 주요 지역 주택시장과 비교되어 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부산 주택시장의 경우는 통계가 발표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주택 수요세가 전국 평균, 서울, 6대 광역시 평균 모두에 훨씬 못 미치는 시장 침체기가
이어졌지만, 2009년 중반부터 약 2년간은 매수우위지수가 100을 넘어설 정도로 주택시
장이 활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2011년 후반부터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
된 이후 2012년부터는 전국 평균 수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2013년부터 꾸준히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만, 2015년 말부터 다시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 동향은 대부분 주택매매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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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역별 주택시장 매수우위지수

주: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우위'가 ‘매도우위’보다 강함을 나타냄. 부
산의 경우 2003년 7월부터 이 지수가 발표
자료: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그림 9>는 부산지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의 움직임을 주요 지역과 비교하여 나타
낸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부산의 경우 주택매매가격 움직임이 전국 평균, 서울, 6대 광
역시 평균과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2005년부터 2012년 기간에는 전국
평균이나 타 도시지역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특징은
<그림 10>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이 기간 부산지역은 매매가격 하락시기에는 다른 지역
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상승시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큰 변동성을 보
여주었다. 특히 전국 평균, 서울, 6대 광역시 평균 변화율과 비교해 볼 때, 2005년 중반
부터 2007년 중반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는 매매가격이 상승하였지만 부산지역에서는 오
히려 하락하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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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비교 (부산과 주요 지역)

주: 1986.1=100 기준
출처: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그림 10> 지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변화율 비교 (부산과 주요 지역)

주: 1986.1=100 기준 지수의 전년 동기대비 변화율임, 단위는 %
출처: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 14 -

지역 주택가격 변동의 장단기 결정요인 분석: 부산지역에 대한 모의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그림 11>은 부산지역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의 움직임을 주요 지역과 비교하여 나타
낸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부산의 경우 주택전세가격 움직임이 전국 평균, 서울, 6대 광
역시 평균과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2005년부터 2012년 기간에는 전국
평균이나 타 도시지역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특징은
앞의 매매가격 움직임과도 유사하다. <그림 12>에는 전세가격 전년동기대비 변화율을
표시하였는데, 2005년 이후 부산지역은 전세가격 하락시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상승시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다. 그리
고 일부시기에서는 다른 지역 전세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부산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림 11> 지역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비교 (부산과 주요 지역)

주: 1986.1=100 기준
출처: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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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역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변화율 비교 (부산과 주요 지역)

주: 1986.1=100 기준 지수의 전년 동기대비 변화율임, 단위는 %
출처: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 16 -

지역 주택가격 변동의 장단기 결정요인 분석: 부산지역에 대한 모의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III.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연구가설
1. 주택시장의 특성
주택시장은 주택이라는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이다. 그런데 주택이
라는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몇 가지 특별
한 측면을 가지며, 이 때문에 주택시장은 일반적인 상품의 시장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가진다.6)
(1) 주택이라는 상품은 토지(택지)라는 필수생산요소의 공간적 고정성으로 인하여 주택
자체도 공간적으로 이동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개별 주택별로 이질성이 크며, 주택시장
도 지역적 시장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게 된다. 주택의 공간적 고정성으로 인해 주택
시장은 전국적인 통합된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 지역에 따라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
생하기 쉬우며, 특정 지역에 수요-공급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지역간 이동을 통하여
해소되기 힘들다. 이러한 측면은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에도 전국통계보다 지역통계를
이용하여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주택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 특정 지역에 수요-공급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신속히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수요-공급 불균형
이 지속되는 이유는, 수요의 경우 수요자의 거주지 이동에 비용이 많이 들고 공급의 경
우 택지라는 생산요소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대체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
다. 이러한 측면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작게 만들어 주택매매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도록 하고 이로 인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3) 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주택 자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내용뿐만 아니라 입지 및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외부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특정 주택시장의
교통이 개선되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서거나 하면, 주택 자체의 물리적 기능에 아무런 영
향이 없더라도 그 시장 내의 주택매매가격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매우 다
양한 외부성이 존재하고 새로 발생하여 특정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지
역 주택시장에서 거래하려는 개별 수요자나 개별 주택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유용할 것이다.
(4) 주택이라는 상품은 소비재의 성격뿐만 아니라 만기가 긴 투자자산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 따라서 경제환경과 경제정책, 투자자의 기대심리, 대체투자자산의 가격변화, 물
가 등이 변화함에 따라 투자자산 가격(즉, 주택매매가격)도 민감하고 크게 반응하게 된
다. 이러한 측면은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수익률뿐만 아니라 투자위험 혹은 변동성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6) 이하에 기술한 특징들은 이중희(1997), 윤혜정·장성수(2003), 전광섭(2006), 한기호(2010) 등의 설명을 저자가 분석방법
의 관점에서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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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시장은 개별 주택의 고유한 특성(예를 들면, 주택유형, 주택규모, 점유유형, 입
지, 환경 등)이 제각각이어서 상품의 이질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주택시장을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이해하여 분석하기보다는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된 하부시장별로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6) 상품의 공간적 고정성, 지역적 분할성, 이질성, 시장참가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에서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관련되는 물건이므로, 시장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비의 형평성 및
공정배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경제체제와 경제발전 정도에 따
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의 생산, 공급, 가격결정, 소비, 거래방
법 등 여러 단계에서 정부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주택시장 분석에서 거
래제도와 정부정책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7) 주택은 매우 고가의 상품이어서 개인들의 소득과 저축만으로 주택매매가격을 지불
하기는 힘들므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은 주택가격의 변화를 분석할 때, 금융시장의 상황, 금융기관의
행동,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주택금융제도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8) 주택 보유는 주거 해결로부터의 만족감을 넘어서서 그 보유자의 경제적 능력과 사
회문화적 지위 과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추가적인 이득을 준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분석할 경우 경제적 요인 이외에 사회문화적 요인, 인구적 요인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면, 주택시장에는 유행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단독주택-아파트, 대형-소
형, 도심-교외 등에 대한 선호가 추세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그것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인구의 고령화나 저출산 등과 같은 경향은 인구구성과 인구수를 변화
시키고, 이로 인한 주택수요 변화는 주택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2. 주택가격결정에 대한 경제이론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주택가격결정이론을 그 요인
들의 성격에 따라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제도적 요인에 의한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접근방법은 다시 거시적 수요-공급모형과 미시적 내재가
격모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시적 수요-공급모형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이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소득, 이자율, 물가, 인구, 지가 등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거시경제변수가 주요 결정요인으로 고려된다. 이 모형은 주택매매가
격의 거시적 수준과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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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려고 하므로,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수요-공급 모형은 개별 주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어떠한 주
택특성이 특정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지는 못한다. 미시적 내재가격
모형에서는 개별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내재특성의 가치를 합한 것이 주
택매매가격이라고 설명한다. 이 모형에서 고려하는 주요 내재특성에는 각 주택의 물리
적 특성(주택의 구조적 특성, 전용면적, 건축후 경과년수, 재건축 가능성, 건축자재, 아파
트 브랜드와 건설사의 인지도, 설치된 가구와 가전제품 등), 공간적 특성(도심에의 접근
성, 공공시설 접근성, 고용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학군을 포함한 교육환경, 의료・문
화・교육・쇼핑・금융기관 등 근린 생활시설, 기타 입지 특성들), 환경적 특성(주변 자연
환경, 주변의 토지이용 상태, 향, 층, 소음, 개방감, 조망, 대기오염도 등) 등이 포함된다.
실증분석에는

특성감안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

혹은

접근공간상쇄모형

(access/space trade-off model)을 추정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7)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접근방법에서는 인구수 및 가구수의 변화, 연령별 인구구성의 변
화, 출산률 변화, 노령화 속도, 지역간 인구이동, 주택보급률, 아파트 보급 및 일인가구
증가와 같은 주거문화 변화 등 장기적으로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문
화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매매가격 변화를 설명한다.
제도적 요인에 의한 접근방법에서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정
책과 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 변경과 같은 부동산금융제도, 분
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 등의 변경이 주택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고려된다.

3.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수요-공급모형을 이용하여 주택매매가격 변동을 분석하려고 한
다. 이 접근법에 기초하여 주택매매가격 변동을 설명하려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실
증분석에 여러 유형의 거시경제변수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주택이라는 재화가 개
인들의 내구소비재, 개인의 투자자산, 기업의 투자재라는 여러 측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동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은
은행 대출시 담보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혹은 처음부터 모기지 담보 방식으로 주택이 구
입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라 담보 가치가 변화하여 거시경제 변동을 증폭시키는 피
드백 효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소절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이용된 거시
경제변수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7) 관련되는 실증분석 연구들은 장근영(2016)에 잘 요약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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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플레이션
개인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지만 고가의
자산이어서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가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인플레
이션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인플레
이션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화폐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개인들은 주택을 구입함으로
써 인플레이션 헤징(inflation hedging)을 하려고 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자가거주자에게
유리하고 임대거주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을 조성한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임대거주
자들이 자가를 마련하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주택점유형태를 변화시켜 주택수요와 주
택매매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셋째, 주택은 고가품이어서 구입시 매입자금의 일부를
은행대출로 충당하거나 모기지 방식으로 구입하게 된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감소하므로 주택구입 능력이 높아지고, 이 때문에 주택수요와 주택매매가
격이 상승할 수 있다. 넷째,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주택투기를 기대하여 투기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다섯째, 인플레이션은 주택생산비(즉, 택지비, 건축자재
비, 건설노임, 금융비용 등)를 상승시킴으로써 신규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그것이 대체
재인 기존 주택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Fama and Schwert(1977), Kearl(1979), Follain(1982), Manchester(1987), Anari and
Kolari(2002), Tsatsaronis and Zhu(2004), Fang, Wang and Nguyen(2008), Kuang and
Liu(2015) 등은 인플레이션이 주택매매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여 위의
이론적 추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Li and Ge(2008)는 중국 상하이
주택은 인플레이션 헤지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가를 설명변수의 하나로 모형에 추가하는 대신, 여러 명목변수를 물
가를 고려하여 실질변수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금리
금리는 주택수요와 주택공급 모두에 영향을 미쳐 주택매매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주택수요 측면을 보면,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의 임대료 가치와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주
택보유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낮아지므로 주택수요와 주택매매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
다. 주택공급 측면을 보면, 금리 상승은 주택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주택공급을 줄이고
공급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금리가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이중적인 영향
이 최종적으로 주택매매가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금리가 주택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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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과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Aoki, Proudman and Vlieghe(2004)는 주택이 차입비용을 줄여주는 담보로 사용되는 일
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이 주택투자, 주택가격,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되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들은 실질금리의 예기치 않은 인하가 미래 주택서비스
의 할인율을 낮추어 주택매매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자율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Schwab(1983)은 주택수요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기대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
이고 명목이자율이 아니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Sutton(2002)도 실질이자율의
상승과 하락이 주택매매가격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Giuliodori(2005)도 유럽 9개국의 주택시장을 VA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이자율이 주
택매매가격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satsaronis and
Zhu(2004)는 실질이자율보다 명목이자율이 주택매매가격 변화를 더 잘 설명한다고 보고
하였지만, Égert and Mihaljek(2007)는 오히려 실질이자율이 주택가격 변화를 더 잘 설명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nglund and Ioannides(1997), Baffoe-Bonnie(1998) 등은 모기지 이자율이 주택가격 변
화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McGibany and Nourzad(2004)는 모기지 이자율이 주택매매가격 변화에 미치는 음(-)의 영
향은 단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장기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여러 종류의 금리 변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
행 기준금리를 이용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이 금리 통계를 이용하면 주택매매가격 변
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주택시장에 대한 금리정책의 효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금리통계(회사채 수익률, CD유통수익률,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 등)를
이용하는 것과 실증분석 결과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 통화량
통화량의 증감은 경제성장률과 경기변동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주택의
임대료와 이자율에 각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부동산가격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통화량의 증가는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이자율을 하락시켜 주택수요와 주택
매매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리고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은 통화량의 증가가 유발하
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자산가치의 하락이 금융자산보다는 덜하다. 이 때문에 금융
자산의 실질수익률이 감소하게 되면 주택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Baffoe-Bonnie(1998),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1999) 등은 통화량 충격이 주
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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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rapes(2002)는 VAR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통화량 충격이 주택매매가
격에 실질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추정결과의 의미를
동태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Zhang, Hua and Zhao(2012)는 중국의 경우 통화
량이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Xu and
Chen(2012)도 중국 주택매매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 중 통화량의 증가가 가
장 영향이 큰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화량을 설명변수의 하나로 포함시킨 모형을 추정해 본 결
과, 통화량은 장기 및 단기 모두에서 주택매매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나 이하의 실증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라. 소득
주택은 고가의 내구소비재이므로 가계소득이 주택수요 및 주택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러 실증연구들에서 주택시장과 소득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Case(2000), Sutton(2002), Tsatsaronis and Zhu(2004), Terrones
and Otrok(2004), Égert and Mihaljek(2007) 등은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가처분소득 증가가
주택매매가격을 유의하게 상승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dams and Füss(2010)는 15개 OECD 국가의 30년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오차수
정모형(panel VECM)을 추정하여 거시경제변수들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장기 및 단기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GDP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점차 증대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Madsen(2012) 등은 단기적으로 GDP가 주택매매가격에 강한 영향을 미치
지만, 장기적으로는 GDP-주택매매가격 관계가 약화된다고 보고하였다. 통상적인 연구들
과는 달리, 17개 산업화된 국가의 주택시장을 분석한 Tsatsaronis and Zhu(2004)는 가구
소득 변수는(그것의 대리변수로 실질임금을 이용하든 혹은 실질 GDP를 이용하든) 주택
매매가격 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중국의 경우를 분석한
Zhang, Hua and Zhao(2012)도 소득이 유의한 설명변수가 아니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
표하였다.
한편 실증분석에 일인당 GDP 대신 다른 변수들이 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되기도 하
였다. Baffoe-Bonnie(1998)는 주택매매가격이 취업자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발
견하였는데, 이는 취업자수 변화가 소득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Taltavull(2003)은 가구 임금소득이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월별 통계를 이용하는데, 일인당 GDP 자료는 연간자료로만
발표되어 이에 대한 대리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생산지수, 취업
자수, 실업률, 경기동행지수 등 다양한 대리변수를 검토해 본 결과 취업자수와 경기동행
지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변수를 소득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마. 주택대출
소득이나 저축이 부족하더라도 주택대출을 받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주택은 매
우 고가품이므로 소득이나 저축만으로는 주택매매가격을 지불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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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주택대출이 용이한 시기에는 주택수요와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Bernanke and Gertler(1995)는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하나로서 신용경로(혹은 은행대출경
로)를 설명하면서, 확장적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해 주어 잠재적 구매
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Ortalo-Magné and Rady(2006)는 금융제약이 있는 경우의 주택매매가격 결정모형을 제
시하고, 특히 젊은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조달능력이 주택매매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 설명하였다. 이들이 주택대출을 받아 금융제약을 완화할 수 있으면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Panagiotidis and Printzis(2015)는 VECM을 이용하여 그리스 주택매매가격
과 그것을 결정하는 여러 거시경제변수와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모기지 대출의 크기가 주택매매가격의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
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예금은행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지역별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액도 설명변수의 하나로 포함시켰다.8)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
한 정책변수의 하나이므로, 이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면 주택정책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바. 주식가격
주식가격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관점이 있다. 즉,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나 주택구입이 증가하고 주택매매가격
이 상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주식과 주택은 모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이므로 이 둘 사이의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때문에 주식가격 상승은 주택수
요와 주택매매가격을 하락시킨다는 견해도 있다. 전자는 주택의 내구소비재로서의 특성
에 주목한 반면, 후자는 주택의 투자자산으로서의 특성에 주목한 견해임을 알 수 있다.
주식가격이 상승할 때, 이 두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주택매
매가격이 상승할지 혹은 하락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Sutton(2002)은 6개 선진국(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호주)의 주택가격
통계를 VA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질주식가격 충격이 실질주택가격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주식가격 변화로 인한 부의 효과가 크게 나
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Lean and Smyth(2014)도
주식가격 변화가 주택매매가격 변화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태국의
경우를 분석한 Ibrahim, Padli and Baharom(2009)의 연구에서도 주식가격 변화가 주택매
매가격 변화에 장기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Batayneh
and Al-Malki(2015)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례를 분석하여 주식가격이 주택매매가격에 영향
8) 주택금융신용보증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주택금융기관에게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는 개인,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
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것을 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다. 차입자인 주택구입자와 주택사업자가 차입
한 금전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대출기관에게 변제해 주게 된다. 개인에게는 주택의 취득, 임차, 개
량을 위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임대주택건설 중도금과 분양주택건설 및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을 보증해준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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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대체효
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Gounopoulos et al.(2012)는 실질주택가격과 주식가격 사이에 단기적으로 음(-)의 관계
가 존재하며, 장기적으로는 균형관계로 회복되지만 그 조정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중국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Yuan, Hamori and Chen(2014)
도 장기에서는 주식가격이 주택매매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에서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주식가격이 주택매매가격
에 미치는 영향은 기간의 장단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사. 전기 주택가격
Case(2000)는 종속변수인 실질주택가격 변화율의 전기값도 추정식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는 주택가격 변화율에는 지속성(혹은 관성, 추세, 시계열 의존성)이 있
다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4. 거시경제 변동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주택은 고가의 내구소비재 성격과 자본이득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기 투자자산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이 때문에 거시경제의 변동이 주택 수요와 공급 모두에 영향을 미
쳐 주택매매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거시
경제 변수에 대해서는 앞 소절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거시경제 변동이 주택매
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의 큰 흐름을 분석하기로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실증분석에 고려하는 거시경제변수들은 서로 차이나지만 VAR 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거시경제변수들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주현(2001)은 VAR 모형을 이용한 충격반응분석을 수행한 결과 회사채수익률과 명목
GDP 변화율이 주택매매가격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백흥기
(2007)는 VAR 모형과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금리, 실
업률, 경기선행지수, 산업생산지수, 근로소득 등의 거시경제변수가 주택매매가격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희석(2007)은 주가지수, 경상수지,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통
화량(M1, M2), 회사채수익률, 어음부도율, 건설수주, 가계소비지출, 국민주택채권, 통안증
권, 환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거시경제변수가 주택매매지수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해 VAR 모형과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김문성・배
형(2015)은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순환변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 변동에 대한 거시

- 24 -

지역 주택가격 변동의 장단기 결정요인 분석: 부산지역에 대한 모의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경제변수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을 VAR 모형과 충격반응함
수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자율에 대하여 대체로 음의 반응을 나타내었으나, 이외
의 변수에 대하여는 반응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손종칠(2010)은 통
화정책(콜금리)과 여러 실물・금융변수가 주택매매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VA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기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실질 주택가격지수 변동은
콜금리 변경에 의해서는 불확실하고 미약하게 영향을 받는 반면 실질소득, 소비지출, 주
거용 건축투자, 물가 등 실물경제충격과 가계대출충격에 의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유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분석대상 지역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김의준・김양수・신명수
(2000)는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가격의 지역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VAR 모형을 이
용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수도권 아파트가격 변동의 중심은
강남구와 서초구라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박헌수・김태경(2008)은 서울 강남구와 인
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를 VAR 모형으로 추정하고 Granger 인과관계
검정과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수행하여 아파트가격 변동의 지역간 영향을 분석하였다.
박헌수, 안지아(2009)는 서울시 25개 구별 주택(아파트)가격 변동 통계를 이용하여 VAR
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
의 연구에서는 아파트 전세가격, 주변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금리(CD유통수익
률) 등이 아파트 매매가격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호(2010)는
15개 시도별 주택가격 통계를 VAR 모형을 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통하여 분
석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콜금리, 회사채수익률, 소비자물가지수가 주택매매가격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변수이고 지가상승률, 경기동행지수, GDP 디플레이터, 통화량(M2) 등은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그 영향이 일부 지역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해정(2015)은 16개 광역시·도 아파트가격의 2006년
이후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아파트매매가격에 아파트전세가격, CD 금리, 경제활동인구수,
토지거래량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VAR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주택매매가격 변화의
단기적 변화만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주택은 소비재의 특성과 투자대상 자산
의 특성을 함께 가지는데, 주택수요자 중 실수요자들은 주택과 같은 필수적인 재화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증감하더라도 이를 구매의사결정에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 같다. 즉
실수요자에게는 VAR 모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분석결과가 별로 유용하지 않을 것 같
다. 그보다는 주택 투자자 중에서 단기전매차익을 얻고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역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
지는 못할 것이다.
실수요자와 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
결정요인의 변화가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가격 변화와 장기균형관계에 있는 변수
들을 발견하는 공적분검정과 공적분관계식을 추정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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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다. 이영수(2010)가 국내연구로는
처음으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사이의 장기균형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공적분 검정
을 수행하고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사이의 단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지만, 외생변수로서 이자율만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양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김용길(2013)은 금리(CD금리, 회사채수익률, 가계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
리)와 대출액(가계대출, 주택대출)이 주요 도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
향을 VAR 모형을 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과 VEC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도 분석에 포함된 변수가 4개여서 역시 다양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조기제
(2016)는 주택가격지수, 양도소득세, GDP, 회사채수익률의 연간자료(1975~2013년)를
VECM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정책 변경이 실질주택가격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단일 지역 시계열 통계(예를 들면, 전국, 서울, 부산, 16개 광역
시·도, 25개 서울시 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여 전국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을 구분하여 함께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일부 연구는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추정치의 정확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
널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널모형은 횡단면자료나 시계열자료만을 이용한
회귀분석에서 통제하기 힘든 누락변수(unobservable omitted variable)로 인한 문제를 완
화시킬 수 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주택매매가격 연구에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김영재・이민환(2011)은 7대 광역시의 2000~2010년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가격의 장기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질처분가능소득,
가계대출 규모, 실질임대소득, 실질이자율, 주택관련 규제정책 수준 등 다양한 변수를
패널공적분 검정에 포함시켜 장기균형관계를 분석하였다. 조만・송인호・김현아(2013)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 광역시의 2000년 4분기-2011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로 구성된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GDP와 금리가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권현진・김병량・유정석(2013)은 2006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수도권 59개 시군구 수준 월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거래량, 인구이동, 거시경제요인(물가, 민간소비, 건설투자, 주가, 환율 등)이 토지가격과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해정(2014)은 16개 시도의 2003년 11월부
터 2013년 7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거시경제변수(주택담보대출금, CD금리, 전세
가격, 건축착공실적)와 주택규제정책이 아파트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패널공적분 검정을 수행하여 공적분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
하여 장기균형식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 4편의 연구들은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거시경제변
수들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그리고 주택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상태가
장기균형상태로 어떻게 조정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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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2012)은 전국 14개 시도의 1989~2009 기간 연간자료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
하여 지역 주택매매가격과 지역총생산 사이의 장기관계를 분석하였다. 인구, 취업률, 건
축허가면적 변수를 외생변수로 실증분석에 포함시켜 패널공적분 검정을 수행하고 오차
수정모형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기균형관계를 알 수 있는
공적분관계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주택매매가격과 관련된 장기균형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한편 부산지역 주택매매가격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몇 편 발표되었다. 김성우(2011a,
2011b)는 부산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몇 개의 공간적 하위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시
장의 특성과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각 하위시장별로 주택정책 목
표와 수단이 달리 설정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박춘구 외(2012)는 양도소득
세율의 변화가 서울과 부산지역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991년부터 2008년까
지의 연도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양도소득세율이 1%p 상승하면 부산지역(－0.346%)보다 서울지역(－0.593%)에서 아파
트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영수(2012)는 다른 논문들과는 달리 주택가
격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부산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지역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 소비 상승을 유발하고 경남
지역 주택가격도 상승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거시경제변수들이 주택매매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
보았는데, 본 연구는 이 선행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7개 대도시
의 198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가장 긴 기간의 월별자료를 표본으로 선택하여
장기와 단기 모두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일부 연구들에
서는 패널단위근 검정과 패널공적분 검정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잘못 수행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검정을 엄격히 수행하여 분
석모형 설정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셋째, 패널공적분 관계식과 오
차수정모형을 모두 추정하여 장기와 단기, 그리고 단기적 이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장기
균형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모두 분석하였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누락하고 있는
충격반응함수 추정과 분산분해분석을 수행하여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추가하였다. 다섯
째, 정책변수와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향후 정책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부산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을 동일한 방법으로 별도로 분석하여, 본 연구의 분석방법이 전국 수준뿐만 아니라 지
역 수준의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5. 본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 연구가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가설을 다음 <표 3>과 같이 설
정하였다. 연구가설 1a와 1b는 주택시장 내부의 요인이 주택매매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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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가설 2a, 2b, 2c는 주택정책과 관련된 변수가 주택
매매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가설 3a와 3b는 인구
및 사회적 요인이 주택매매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가설 4a, 4b, 4c는 전국경기상황(4a)과 지역경기상황(4b), 그리고 대체자산시장의 상황(4c)
이 주택매매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표 3>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가설
연구가설

내용

가설 1a

주택매매가격에는 단기적 지속성이 존재한다.

가설 1b

주택전세가격 변화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a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b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액 변화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c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액 변화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a

가구수 변화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b

인구노령화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a

경기동행지수 변화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b

취업자수 변화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c

주식가격 변화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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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표본자료와 연구모형
1.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은 주택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동질적인 7개 대도시(서
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198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월별 주택매매가격종합지
수 시계열자료이다.9) 그리고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전국과 지역의
거시경제변수의 경우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각 지역의 통계연보 등을 통해 필
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통계자료들을 모두 모아 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10) 실
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표 4>에 요약하였다. 이 변수들의 기초통계는 <표 5>에 요
약하였다.
월별자료는 분기나 연간자료에 비해 관측치의 수가 많아 자유도 부족과 관련되는 문
제가 완화되지만 소음(noise)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
시키기 위하여 월별 변화율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변수
중 주택가격, 금리, 주식가격, 주택대출, 주택보증, 전세가격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변수로 조정하였다.

<표 4>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종속
변수
설명
변수
(전국)

설명
변수
(지역)

변수명

기호

변수정의 (단위)

주택가격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 (2015.12=100)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

주식가격



KOSPI 종합지수 (월평균, 1980.1.4=100)

주택대출

 

예금은행주택대출 (말잔, 십억원)

경기상황



경기동행지수 (2010=100)

물가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주택보증

  

지역별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말잔, 억원)

전세가격

  

지역별 주택전세가격종합지수 (2015.12=100)

취업자수



지역별 총취업자수 (천명)

가구수

 

지역별 주민등록세대수 (세대)

고령인구 비중

 

지역별 65세이상 인구 비중 (%)

9) 이 통계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구하였다(www.kbstar.com).
10) 실증분석에 사용된 일부 전국 및 지역별 거시경제변수의 경우 통계자료를 1986년 1월부터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불균형패널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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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의 기초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왜도

초과첨도

   1)



67.0315

17.3925

0.3898

-0.6037

102.68***



75.0757

23.1620

-0.1147

-1.1469

141.71***

 

3.4913

1.1068

-0.1178

-1.1973

87.74**

 

39643

31533

0.7615

-0.0424

244.44***

  

752.8648

1118.1913

3.1897

11.8746

10917***

  

57.0214

19.7276

0.3778

-0.3851

75.94***

1526.8237

1416.5922

1.7637

1.5985

953.62***

 

1199142

1143463

1.7830

1.7042

1044.6***

 

6.2826

2.7112

0.8248

-0.1342

289.27***



1067.2101

552.5737

0.5849

-1.0081

251.82***



64.9520

30.9120

0.4761

-1.0304

207.27***



주: 1)   는 해당 변수가 정규분포를 한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Jarque-Bera 통계량의 계산값임
2) **(***) 표시는 귀무가설이 5%(1%)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는 것을 나타냄

2. 패널단위근 검정
분석모형 설정에 앞서 추정식에 허구적 회귀(spurious regression) 문제가 나타날 수 있
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패널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 패널단위근 검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검정식은 아래와 같다.


            





   

  

(1)

이 식에서    ⋯  는 지역(횡단면 요소)을 나타내고,    ⋯  는 시간(시
계열 요소)을 각각 나타낸다.  는

   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오차항이다.

   ⋯  는 검정식 오차항의 시계열 상관을 완화하기 위한 시차종속변수의 시차
를 나타내고, 적정시차는 베이지안 정보기준(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을 적용
하여 설정하기로 한다.
패널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널단위근 검정방법이 이용되고 있
다.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Breitung(2000) 검정, LLC(Levin, Lin and Chu, 2002) 검정,
IPS(Im, Pesaran and Shin, 2003) 검정 등 세 가지 검정을 수행하기로 한다. 이 검정들에
서 귀무가설은 패널자료가 단위근을 가진다는 것이다11). 그렇지만 각 검정의 가정과 대
11) 즉,

     (모든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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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가설은 차이가 난다.
IPS 검정의 경우  가 횡단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므로, 대립가설은 (모든
횡단면이 아닌) 일부 횡단면 자료는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즉,      (최소한 하나
이상의 에 대해). 그렇지만 Breitung(2000) 검정과 LLC(Levin, Lin and Chu, 2002) 검정
의 경우에는  가 모든 횡단면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 두 검정에서는 대
립가설이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모든 에 대해).12)
<표 6>에 몇 가지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한 단위근 검정 결과들이 요약되어 있다.
이 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열에는 전국 단위 시계열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였는
데, 단일 시계열의 경우이므로 표준적인 ADF 검정과 PP 검정을 수행하였다. 검정결과를
보면 (로그)수준변수들은 불안정하지만 그 변수들의 변화율 변수들은 모두 안정적인 시
계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의 우측 3개열에는 지역 수준의 패널자료에 대한 단위근
검정이다. 패널단위근 검정 결과, 역시 (로그)수준변수들은 불안정하지만 그 변수들의 변
화율 변수들은 모두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13) 따라서 이하에서는 분석대상 변수
들의 안정성 여부를 고려하여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할 것이다.
<표 6> (패널) 단위근 검정1)2)3)
ADF
수준

PP
차분

수준

Breitung
차분

LLC

IPS

수준

차분

수준

차분

수준

차분



U

***

U

***

U

***



U

***

U

***

U

***

  

U

***

U

***

***

***

  

U

***

U

***

U

***



U

**

U

***

U

***

 

U

***

U

***

U

***

 

U

***

U

***

U

***

 

U

***

U

***



U

***

U

***

 

U

***

U

***



U

***

U

***

주: 1)“수준”은 수준변수의 자연로그값 변수(금리 변수의 경우 금리 자체)이고, “차분”은 그것의 1차
차분변수를 의미
2) 단위근 검정방법은 순서대로 단일 시계열(전국 변수)에 대해서는 ADF(Dickey and Fuller, 1979)
검정과 PP(Phillips and Perron, 1988) 검정, 패널 자료(지역 변수)에 대해서는 Breitung(2000)
검정, LLC(Levin, Lin and Chu, 2002) 검정, IPS(Im, Pesaran and Shin, 2003) 검정을 이용
3) **(***) 표시는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5%(1%)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는 것을 의미 “U” 표시는
10%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냄

12) 패널단위근 검정에 이용되는 여러 검정방법의 특징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Demetriades and James(2011) 참조 바람.
13) 지역별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의 변화율 통계의 경우 검정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추정결
과에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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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공적분 검정
지역 주택매매가격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들(전국적 요인)과 지역경제변
수들(지역특수적 요인)의 통계는 대부분 저빈도자료이고 불안정한 시계열이지만, 이 변
수들과 주택가격 변수 사이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앞에서 패널단위근 검정
을 먼저 수행한 결과 (로그)수준변수들은 불안정한 변수들이므로 이 변수들 사이에 공적
분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면 패널오차수정
모형(panel error correction model: PECM)을 이용하여 주택매매가격 변화를 추정하기로
한다. 이 모형을 이용하면 거시경제변수들과 지역경제변수들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장기 및 단기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오차수정모형은 개별 지역차원에서도 추
정될 수 있으므로, 각 지역 주택매매가격 변동모형의 추정결과를 장기균형 관점에서 비
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불안정한   변수들 사이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면,   변수들인  와
  들 사이의 장기균형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종속변수  는 각 지역의 실질주택가격지수의 로그값이고,   는 앞의 <표 4>
에 요약한 설명변수들의 로그값이다. 이 변수들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면 불안정
한 시계열의 수준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여도 가성회귀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다. 따라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모두 불안정한 시계열인 경우에도 그 변수들을 차분하
여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와   들과 같이 패널자료인 경우에는 패널공적분 검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방
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Pedroni(1999, 2004), Kao(1999) 등이 제안한 방법인데, Engle-Granger 공적분
검정법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공적분 관계 추정식의 잔차에 단위근이 존재하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검정방법이다. Pedroni(1999, 2004) 검정방법에서는 패널공적분관
계가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네 가지의 패널검정통계량(panel statistics, within-dimension)
과 세 가지의 그룹검정통계량(group statistics, between-dimension)을 이용하여 검정한다.
패널검정통계량의 경우, 검정식의 자기회귀 계수가 모든 횡단면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한
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그 결과는 모든 횡단면 단위(즉, 모든 지역)에서 종속
변수(지가지수)와 설명변수들 사이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그룹검정통계량의 경우에는 검정식의 자기회귀 계수가 각 횡단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가
정하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그 결과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횡단면 단위에서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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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 설명변수들 사이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ao(1999) 검정방
법에서는 ADF 검정통계량을 이용한다.14)
다른 하나는 단일 횡단면에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Johansen 검정방
법을 패널자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Fisher 유형으로 확장한 것으로 Maddala and
Wu(1999)의 검정이 여기에 해당한다.15) 이것은 개별 횡단면 단위의 시계열에 대한
Johansen 검정법에 사용되는 트레이스(trace) 통계량과 최대 고유근(max eigenvalue) 통
계량을 결합시킨 검정이다.

4. 패널백터오차수정모형
(로그)수준변수는 불안정하고 그것의 변화율 변수는 안정적이라면, VAR 모형보다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이 더 적합한 분석모형이다.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면 VAR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단기적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균형관계를 이용하여 설명변수
가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도 분석할 수 있으며 또 주택시장에 단기적 불균
형이 발생했을 때 장기균형으로 조정되어가는 과정도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패널백터오차수정모형의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log     





    






 log      
      

(3)


여기서  log   는 실질주택가격지수의 변화율이고,  log  는 각 설명변수들의 변
    는 식 (2)의 장기균형식의 추정결과에서 얻은 잔차의 전기값이다. 따라서
화율이다. 
 는 오차수정계수로서 주택매매가격이 장기균형에서 벗어났을 경우 장기균형 수준으로
회복되는 오차수정 속도를 의미한다. 모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값의 절대값은 1보
다 작아야 한다.   는 백색무작위오차이다.
식 (3)은 패널공적분회귀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FMOLS(residual-based panel Fully
Modified OLS)와 DOLS(Dynamic OLS)를 이용하여 추정하면 된다. FMOLS 추정량은 불안
정한 시계열변수 사이의 공적분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Phillips and Hansen(1990)이 개발
한 FMOLS를 Phillips and Moon(1999), Pedroni(2000) 등이 패널자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것이다. FMOLS 추정량은 OLS 추정량의 편의(bias)와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비모수적

방법으로

수정해

준

추정량이다.

한편

Saikkonen(1991),

Phillips

and

14) Westerlund(2007)는 이 방법을 조금 개선하여,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여 오차수정 계수의 유의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하는 검정방법을 제안하였다. Pedroni(1999) 검정법은 횡단면의 수가 중간정도 혹은 크고 시계열이 긴 경우에 적절
하고, Westerlund(2007) 검정법은 소표본에서 Pedroni(1999) 검정법보다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15) Fish 유형의 검정방법은 각 횡단면 단위의 시계열에 대해 개별적으로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여 얻은 검정통계량의 p값을 평균하여 결합시킨 검정통계량을 이용하는데, 개별 시계열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단위근 검정방법을 모두 패널
단위근 검정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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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1999), Pedroni(2000) 등이 제안한 패널동태최소제곱(panel dynamic ordinary least
squares: PDOLS) 추정량은 통상적인 OLS 추정량에 내포된 자기상관과 내생성 문제를 수
정할 수 있도록 개선시킨 추정방법이다. 특히 Pedroni(2000)의 그룹평균 PDOLS 추정량은
단일 횡단면의 시계열자료에 적용하던 공적분 벡터 추정법인 DOLS 추정량을 패널 자료
에 적용하여 각 횡단면의 시계열자료로부터의 추정결과를 패널 전체로 결합시키는 방식
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FMOLS와 PDOLS 두 추정량을 이용하면 점근적으로 불편추정치
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의 패널자료는 표본의 수가 충분하므로 불편
추정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5. Granger 인과관계 검정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설명변수들이 실질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패널백터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여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하
기로 한다.


 log     





  log     





 

    






 log      
      

(4)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귀무가설은 위 식의 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 or    이 귀무가설은 결합가설이므로 F-검정을 수행하여 통계
적 타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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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택가격결정모형 추정결과와 모의실험
1. 패널공적분 검정결과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거시경제변수들과 주택매매가격의 (로그)수준변수들 사이에 장
기균형과계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패널공적분 검정을 수행하였다. Johansen
패널공적분 검정과 Kao 패널공적분 검정의 결과가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이 표의
Johansen 검정결과를 보면 Trace 검정과 Max-eigen 검정 모두 5% 유의수준에서 5개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
설을 기각할 수 있다.

<표 7> Johansen 패널공적분 검정결과
Trace 검정

Max-eigen 검정

귀무가설

Fisher 검정통계량

-값

Fisher 검정통계량

 -값



415.4

0.0000

152.9

0.0000

≤

242.2

0.0000

115

0.0000

≤

144.5

0.0000

71.9

0.0000

≤

81.3

0.0000

44.3

0.0001

≤

44.9

0.0000

32.7

0.0032

≤

23.0

0.0601

18.2

0.1980

≤

14.6

0.4075

12.5

0.5632

≤

18.9

0.1703

18.9

0.1703

주: Johansen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공적분 벡터가 최대

점근적  분포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개 존재한다는 것이다. Fisher 검정통계량의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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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Kao 패널공적분 검정결과1)2)
A. 공적분 검정결과
ADF 검정통계량

 -값

-1.7769

0.0378

B. 공적분 검정식 추정결과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0.0128

(0.0033)***

0.0412

(0.0266)






0.1114

(0.0264)***

0.1470

(0.0263)***

주: 1) Kao 검정의 귀무가설은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정식의 시차는 SIC(Schwarz
Informatiion Criterion) 기준을 이용하여 선택하였다.
2) *** 표시는 추정치가 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위 표에 요약된 Kao 검정결과를 보면 귀무가설이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장기균형관계 추정결과
주택매매가격과 설명변수들 사이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패널
공적분 벡터를 추정하더라도 허구적 회귀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Pedroni(2000)가 제시
한 FMOLS 추정량과 Kao and Chiang(2000)이 제시한 PDOLS 추정량을 이용하여 공적분
회귀식을 추정하여 설명변수들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
다.
<표 9>에 요약된 추정결과를 보면, 주택매매가격과 여러 변수(한국은행 기준금리, 주
택전세가격, 예금은행주택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 가구수, KOSPI 주가, 고령화수준) 사
이에 존재하는 장기적 인과관계의 방향은 이론적으로 추론하는 것과 일치하게 나타났
다. KOSPI 지수의 추정치는 양(+)의 유의한 값으로 추정되었으므로, 주식가격 변화가 주
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부의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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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장기균형관계식 추정결과1)2)
종속변수:

FMOLS

PDOLS

log 주택매매가격지수(실질)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한국은행 기준금리(실질)

-0.0004

(0.0002)**

-0.0006

(0.0002)***

log 주택전세가격지수(실질)

0.0291

(0.0041)***

0.0281

(0.0046)***

log 전국예금은행주택대출(실질)

0.0037

(0.0012)***

0.0085

(0.0012)***

log 지역 주택금융신용보증(실질)

0.0016

(0.0003)***

0.0013

(0.0004)***

log 가구수

0.0043

(0.0073)

0.1032

(0.0290)***

log KOSPI 지수(실질)

0.0053

(0.0013)***

0.0032

(0.0013)**

log 65세이상 인구비중

-0.0166

(0.0031)***

-0.0339

(0.0114)***


0.9965
조정된 
주: 1) 실질변수는 각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한 것임
2) ***(**) 표시는 추정치가 1%(5%)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

0.9986

3. 패널백터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
앞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패널백터오차수정모형의 경우도 FMOLS와 PDOLS 추정량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패널백터오차수정모형의 적정시차는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a) 기준을 적용하여 3시차로 선택하였다. 이 추정결과는 너무 분량이 많아 본 연
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주택매매가격인 경우의 추정결과만 보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일반
적으로 PDOLS 추정량이 FMOLS 추정량보다 더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Kao
and Chiang, 2000), 이하에서는 PDOLS 추정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더 진행하
고자 한다.
<표 10>에 요약된 추정결과중 오차수정계수의 추정치를 보면 음수이고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격과 거시경제변수들은 장기적으로 균형관계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균형상태로부터 이탈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관계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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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패널백터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1)2)
종속변수:

FMOLS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화율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DOLS
추정치

(0.0933)***

0.7187

(표준오차)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화율(-1)

1.1012

(0.0593)***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화율(-2)

-0.1103

(0.0439)**

-0.1109

(0.0444)**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화율(-3)

0.1183

(0.0372)***

0.1164

(0.0381)***

실질 한국은행기준금리(-1)

-0.0019

(0.0004)***

-0.0024

(0.0004)***

실질 한국은행기준금리(-2)

0.0004

(0.0004)

0.0001

(0.0004)

실질 한국은행기준금리(-3)

0.0000

(0.0004)

-0.0003

(0.0004)

실질 주택전세가격 변화율(-1)

0.0796

(0.0311)**

-0.0242

(0.0383)

실질 주택전세가격 변화율(-2)

0.0479

(0.0364)

0.0424

(0.0371)

실질 주택전세가격 변화율(-3)

-0.0579

(0.0311)*

-0.0416

(0.0320)

실질 전국예금은행주택대출 변화율(-1)

-0.0298

(0.0129)**

-0.0177

(0.0129)

실질 전국예금은행주택대출 변화율(-2)

-0.0120

(0.0141)

-0.0012

(0.0142)

실질 전국예금은행주택대출 변화율(-3)

-0.0353

(0.0131)***

-0.0143

(0.0127)

실질 주택금융신용보증 변화율(-1)

0.0001

(0.0003)

0.0006

(0.0003)*

실질 주택금융신용보증 변화율(-2)

0.0002

(0.0004)

0.0005

(0.0004)

실질 주택금융신용보증 변화율(-3)

-0.0006

(0.0003)*

-0.0005

(0.0003)

가구수 변화율(-1)

0.7341

(0.3984)*

0.5828

(0.4047)

가구수 변화율(-2)

-0.8550

(0.4682)*

-0.8230

(0.4730)*

가구수 변화율(-3)

0.4291

(0.4000)

0.3010

(0.4035)

실질 KOSPI 변화율(-1)

0.0020

(0.0023)

0.0025

(0.0024)

실질 KOSPI 변화율(-2)

0.0012

(0.0023)

0.0012

(0.0023)

실질 KOSPI 변화율(-3)

0.0021

(0.0023)

0.0027

(0.0024)

65세이상 인구비중 변화율(-1)

0.0211

(0.0127)*

0.0156

(0.0128)

65세이상 인구비중 변화율(-2)

-0.0532

(0.0126)***

-0.0502

(0.0129)***

65세이상 인구비중 변화율(-3)

0.0222

(0.0123)*

0.0280

(0.0124)**

취업자수 변화율(-1)

0.0003

(0.0002)**

0.0003

(0.0002)*

취업자수 변화율(-2)

0.0001

(0.0002)

0.0000

(0.0002)

취업자수 변화율(-3)

0.0007

(0.0002)***

0.0007

(0.0002)***

경기동행지수 변화율(-1)

0.0012

(0.0004)***

0.0013

(0.0005)***

경기동행지수 변화율(-2)

-0.0016

(0.0005)***

-0.0015

(0.0005)***

경기동행지수 변화율(-3)

0.0010

(0.0004)**

0.0011

(0.0004)**

상수항

-0.0008

(0.0005)*

0.0000

(0.0004)

오차수정계수(-1)

-0.5279

(0.0919)***

-0.1506

(0.0636)**

조정된



0.4521

0.4410

-7.4509
-7.4308
SIC
주: 1) 패널백터오차수정모형의 적정시차는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a) 기준을 적용하여 3으로
선택하였다.
2) ***(**, *) 표시는 추정치가 1%(5%, 10%)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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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과관계 검정결과
<표 11>에는 앞에서 추정된 VECM 추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Granger 인과관계 검
정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이 표를 보면 유의수준 5%에서 단기적인 Granger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 65세이상 인구비중, 취
업자수, 경기동행지수로 나타났고, 주택전세가격, 전국예금은행주택대출, 가구수, KOSPI
는 주택매매가격을 Granger 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주택매매가격 결정요인 단기 인과관계 검정1)2)

  -값

 -값

40.69

0.0000

실질 주택전세가격 변화율 ⤃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화율

2.78

0.4267

실질 전국예금은행주택대출 변화율 ⤃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화율

6.28

0.0986

실질 주택금융신용보증 변화율 ⤃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화율

9.95

0.0190

가구수 변화율 ⤃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화율

3.43

0.3305

실질 KOSPI 변화율 ⤃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화율

2.47

0.4816

65세이상 인구비중 변화 ⤃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화율

27.87

0.0000

취업자수 변화율 ⤃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화율

25.78

0.0000

16.08
경기동행지수 변화율 ⤃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화율
주: 1) VECM의 적정시차는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a) 기준을 적용하여 3시차로 선택
2) ‘⤃’ 표시는 ‘Granger 인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0.0011

귀무가설
실질 한국은행기준금리 변화율 ⤃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화율

5.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이 소절에서는 충격반응(impulse response)을 계산하여 특정 설명변수에 충격이 주어졌
을 때 주택매매가격 변화율이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표 10>
의 추정결과 중 PDOLS 추정치를 이용하여 설명변수들이 표준편차 크기의 충격을 받았
을 때 그것이 주택매매가격 변화율에 미치는 경우의 직교(orthogonal) 충격반응함수를
그려보기로 한다.16)
<그림 13>의 (a)를 보면 주택매매가격 변화에는 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원인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하면 거의 12개월 정도 그 충격의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림의 (b)를 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매매가격에
(-)의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의 크기는 2개월 후에 가장 크게 나타나며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림의 (c)를 보면, 주택전세가격은 주택매매가격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영향은 3~4개월 후에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6개월
정도면 주택전세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의
16) 충격반응함수 계산할 때 변수의 외생성이 높은 순서로 변수를 배열하였다. 즉 65세이상 인구비중 변화, 가구수 변화율,
KOSPI 변화율, 경기동행지수의 변화율, 취업자수의 변화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화, 주택금융신용보증액 변화율,
예금은행주택대출액 변화율, 주택전세가격지수 변화율, 주택매매가격지수의 변화 순서이다. 변수의 순서를 약간 달리
해보더라도 분석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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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를 보면, 예금은행주택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 가구수, KOSPI가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의 (h)를 보면, 65세이상 인구비중이
증가하면 3개월 후에는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림의 (i)를 보
면, 취업자수의 변화는 첫 3개월은 주택매매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다음 3개월
동안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림의 (j)를 보면, 경기동행지수의
변화는 주택매매가격에 대체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가 크지는 않고 4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주택매매가격의 충격반응함수

(a) 주택매매가격 ⇒ 주택매매가격

(b) 한국은행 기준금리 ⇒ 주택매매가격

(c) 주택전세가격 ⇒ 주택매매가격

(d) 예금은행주택대출 ⇒ 주택매매가격

(e) 주택금융신용보증 ⇒ 주택매매가격

(f) 가구수 ⇒ 주택매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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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KOSPI ⇒ 주택매매가격

(h) 65세이상인구비중 ⇒ 주택매매가격

(i) 취업자수 ⇒ 주택매매가격

(j) 경기동행지수 ⇒ 주택매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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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예측오차분산분해
예측오차분산분해는 VECM에 포함되는 각 설명변수가 독립적으로 주택매매가격 예측
오차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측오차의 분산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법이다.
즉, 한 설명변수에 대한 정보가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 정확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 종속변수인 주택매매가격 변화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각
설명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볼 수 있다.
<표 12>에 정리된 계산결과를 보면, 주택매매가격의 예측오차분산은 대부분 자체의 변
화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변수가 외생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매매가격을 본 연구의 패널VECM 추정결과를 이용하
여 12개월 후의 값을 예측할 경우에 나타나는 예측오차 중 90.46%는 자신의 변화로 인
한 것이고, 3.00%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화, 1.71%를 예금은행주택대출 변화로 설명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주택매매가격의 예측오차분산분해 결과1)
기간
(개월)

주택
매매
가격

한국
은행
기준
금리

주택
전세
가격

예금
은행
주택
대출

주택
금융
신용
보증

KOSPI

65세
이상
인구
비중

가구수

취업자
수

경기
동행
지수

1

1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

96.85

2.07

0.02

0.12

0.14

0.09

0.08

0.04

0.23

0.36

3

94.92

2.59

0.33

4

93.27

2.77

0.61

0.16

0.36

0.08

0.21

0.71

0.30

0.35

0.36

0.47

0.08

0.45

0.83

0.69

0.47

5

92.09

2.76

0.60

0.85

0.46

0.08

0.56

0.97

1.15

0.47

6

91.51

2.75

0.63

1.13

0.45

0.08

0.72

0.97

1.28

0.48

7

91.19

2.86

0.66

1.20

0.45

0.08

0.79

1.01

1.28

0.47

8

91.03

2.93

0.65

1.27

0.46

0.09

0.79

1.05

1.27

0.47

9

90.88

2.96

0.65

1.39

0.46

0.09

0.78

1.06

1.26

0.47

10

90.73

2.96

0.65

1.52

0.46

0.09

0.78

1.05

1.26

0.49

11

90.58

2.98

0.66

1.63

0.46

0.09

0.78

1.05

1.28

0.49

12

90.46

3.00

0.68

1.71

0.46

0.10

0.78

1.05

1.28

0.49

주: 1) 변수는 모두 실질 변화율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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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지역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모의실험
이 소절에서는 추정된 모형에 기초하여 각 설명변수들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을 모의실험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기로 한다. 모의실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앞에서 추정된 모형을 풀어 주택매매가격 변화율의 추정치를 구하는데, 이를  
라고 하자. 다음에 아래 모의실험 후 다시 모형을 풀어 구한 추정치를   라고 하자.
그러면 시간 흐름별 모의실험효과는       로 계산되며, 이 계산결과를 통하여 설
명변수의 가상적인 변화가 그 후 3년간 실질주택매매가격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모의실험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3년간이다.
본 연구에서 모의실험할 내용은 아래의 네 가지 경우이다.
(1) 한국은행 기준금리 1.0%p 하락
(2) 주택전세가격 1.0% 하락
(3) 주택금융신용보증액 10.0% 감소
(4) 65세이상 인구비중 1.0%p 상승
이 설명변수들은 앞의 패널백터오차수정모형 추정에서는 내생변수였지만, 모의실험에
있어서는 주택매매가격 이외의 변수들은 모두 외생변수로 분류하였다.
네 가지 모의실험의 결과는 <표 13>과 <그림 14>에 요약되어 있다. 이 결과를 보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모의실험 이후 부산의 주택매매가격은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과 유사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변화나 부동
산정책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부산에서만 특별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화는 주택매매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렇지만 그 정책효과는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이
후에는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0%p 하락하면 1년 6
개월후

전국(부산)

주택매매가격을

0.82%(0.75%)

상승시키고

3년

후

시점에는

0.51%(0.47%)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택금융신용보증액의 변화가 주택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주택금융신용보증액이 10.0% 감소하면 3년
후 전국(부산)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0.30%(0.29%)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금융신용보증액을 정책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주택매매가격 안정화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인구고령화가 주택매매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65세이상 인구비중이 1.0%p 상승하면 3년 후 전국(부산) 주
택매매가격 지수는 2.02%(2.0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주택전세가격 변화
가 주택매매가격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주택전세가격이
1.0% 하락하면 1년 후 전국(부산) 주택매매가격이 0.48%(0.47%) 하락하고 3년 후
0.54%(0.61%)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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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주택매매가격 변화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

모의실험 내용

1년차 평균

2년차 평균

3년차 평균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0.56

0.57

0.70

0.68

0.52

0.54

주택전세가격 1.0% 하락

-0.27

-0.30

-0.38

-0.43

-0.56

-0.55

주택금융신용보증액 10.0% 감소

-0.00

0.03

-0.11

-0.12

-0.30

-0.29

65세이상 인구비중 1.0%p 상승

-1.71

-1.68

-1.82

-1.83

-2.02

-2.00

한국은행 기준금리 1.0%p 하락

<그림 14> 모의실험 이후 3년간 주택매매가격의 변화

(a) 한국은행 기준금리 1.0%p 하락

(b) 주택전세가격 1.0% 하락

(c) 주택금융신용보증액 10.0% 감소

(d) 65세이상 인구비중 1.0%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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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주택은 고가의 내구소비재와 유동성이 낮은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매
우 특별한 재화이다. 개인자산의 대부분이 주택과 관련되어 있고 국민경제 활동의 많은
부분이 주택과 관련되어 있어, 주택매매가격의 변화는 개인들과 국민경제 모두에게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주택매매가격을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예측하
고 싶어 하지만, 주택매매가격의 변화는 예측이 매우 힘들다. 예측이 힘든 주된 이유는
주택매매가격의 움직임이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확률과정에서 생성된 시계열이기 때문에
공적분관계에 있는 거시경제변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택매매가격에 장기 및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결정요인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부산지역 주택가격의 변화
를 예측하고 그 결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7
개 대도시의 198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월별자료로 구성된 지역패널자료이고,
분석에 이용된 방법은 패널단위근 검정, 패널공적분 검정, 패널공적분관계 추정, 패널백
터오차수정모형, Granger 인과관계 검정, 충격반응분석, 예측오차분산분해, 정책모의실험
등이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얻은 주요 결론을 요약한 후, 그것이 전국 및 부
산지역의 주택매매가격 변화를 예측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
다.

1. 실증분석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역패널자료를 구성한 후 주택가격과 거시경제변수들의 확률생성과정
을 먼저 살펴보았다. 몇 가지 패널단위근 검정을 수행한 결과, (로그)수준변수는 불안정
한 변수이지만 그것의 차분변수(즉, 변화율 변수)는 안정적인 변수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전국 및 지역경제의 거시경제변수들 중에서 주택매매가격과 공적분관계가
있는 설명변수들을 찾기 위해 패널공적분 검정을 수행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예
금은행의 주택대출액, KOSPI 종합지수 등 전국 수준의 변수들과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주택전세가격, 가구수, 65세이상 인구비중 등 지역경제 수준의 변수들이 지역주택매매가
격과 공적분관계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변수들이 지역주택가격에 미치는 장기적
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패녈공적분관계식을 추정해 보았는데, 모든 설명변수들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고 이론적으로 예상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의 PDOLS 추정결과 참조).
설명변수들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과 단기적 이탈이 발생하였을 때 장
기균형관계로 회복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패널백터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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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결과에서 오차수정계수 추정치는 음(-)의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매매
가격이 일시적으로 장기균형관계에서 벗어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회복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추정된 VECM 추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한 결과, 유
의수준 5%에서 단기적인 Granger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주택
금융신용보증, 65세이상 인구비중, 취업자수, 경기동행지수로 나타났고, 주택전세가격,
전국예금은행주택대출, 가구수, KOSPI는 주택매매가격을 Granger 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들에 대한 검정결과를 아래
<표 1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4> 연구가설 검정결과 요약1)

연구가설
가설 1a
가설 1b
가설 2a
가설 2b
가설 2c
가설 3a
가설 3b
가설 4a
가설 4b
가설 4c

설명변수
주택매매가격 과거값
주택전세가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액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액
가구수
65세이상 인구비중
경기동행지수
취업자수
KOSPI 지수

장기효과
(+)***
(-)***
(+)***
(+)***
(+)***
(-)***
(+)**

단기효과2)
(+)***
(-)
(-)***
(-)
(+)**
(+)
(-)***
(+)***
(+)***
(+)

주: 1) ***(**) 표시는 해당 설명변수가 지역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귀무가설이 1%(5%)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2) 단기효과의 유의성은 <표 11>의 Granger 검정결과의 유의성을 의미하고, 단기효과의 부호는 <표 10>의 과거 3개월
추정치를 합한 수치의 부호이다. 연구가설 1a의 단기효과 경우는 <표 10>의 과거 3개월 추정치가 동시에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Wald 검정 결과이다.

2.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설명변수가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와 단기
에서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택매매가격 예측, 주택
투자 의사결정, 주택시장의 과열이나 침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
한 의미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가설 1a의 검정결과는 주택매매가격 움직임에 단기적으로 추세 혹은 관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가격 지속성은 지속되지 못하므로,
주택 투자자나 주택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 지난 몇 개월의 주택가격 동향에 크게 의미
를 두거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가설 1b의
검정결과는 전세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매매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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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설명변
수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면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매매가격 상승을 유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가설 2a의 검정결과를 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장기와 단기 모두에서 주택매
매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 실수요자와 주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주택정책 담당자는
이러한 관계를 주택정책 수립에 중요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가
설 2b의 검정결과를 보면,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액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장
기적으로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택시장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
로 예금은행의 주택대출 조절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대책은 단기적 효과를 얻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가설 2c의 검정결
과를 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액은 장기와 단기 모두에서 주택매매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그리고 이를 운용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을 활용하면 주택매매가격 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가설 3a의 검정결과를 보면, 가구수는 주택매매가격에 장기적으로만 양(+)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가설 3b의 검정결과를 보면, 65세이상 인구비중
은 장기와 단기 모두에서 주택매매가격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두 검정결과로부터 인구의 연령구조 및 가구구성 변화와 같은 인구 측면의 변수
가 주택매매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인구노령화, 저출산, 1인가구 증가 경향 등이 주택매매가격 변화에 미칠 영향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가설 4a와 4b의 검정결과를 보면, 경기동행지수가 나타내는 전국 수준의 경기상
황과 취업자수가 나타내는 지역경제 수준의 경기상황은 주택매매가격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변동 정보를 활용한다면 단기적인 주택매
매가격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가설 4c의 검정결과를 보면, KOSPI 주
가지수의 변화는 장기적으로만 주택매매가격 변화에 선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체효과보다는 소득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시장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변화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로 부산경제의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네 가지의 가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부산지역 주택매매가격 지수의 변화를 추정
해 본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0%p 인하되면 이는 3년 후 부산 주택매매가격 지수
를 0.54% 상승시키고, 주택금융신용보증액이 10.0% 감소하면 3년 후 부산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0.29%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고령화로 65세이상 인구비중이 1.0%p
상승하면 3년 후 부산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2.00% 하락하고, 주택전세가격이 1.0%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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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부산 주택매매가격은 3년 후에는 0.5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모
의실험 결과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의 반응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산
지역 주택매매가격을 예측하거나 안정화정책을 마련할 때, 여타 지역의 경우와 다른 부
산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3.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향후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월별자료를 이용하다보니 인구 변화와 지역간 인구이동 요인이 모형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여 이 요인들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물
론 설명변수로 포함된 가구수 변수와 65세이상 인구비중 변수가 인구적 요인의 효과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기는 하다. 향후 분기자료나 연간자료를 분석에 이용하면 인구
적 요인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된다. 둘째, 양도소득세 제도의 변화와 같은 부동산조세정책이나 규제의 영향을 명시
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런 정책들이나 규제의 정성적 효과는 이미 많이 연구되어
있어 잘 알려져 있고 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정량적으로 다루기 곤란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모의실험을 해 본다면 보다 풍부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개별 주택의 물리적, 공간적, 환경적 특성, 그
리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개인적 특성과 그들의 행동경제학적 행태 등 미시경제적 요소
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의 후속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기
를 기대하며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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