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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CONTENTS

(1)RESEARCHOBJECTIVES

Thepurposeofthisstudyistoexaminethedynamiccharacteristicsofthehousingmarket.

(2)RESEARCHMETHOD

In this study,to examin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the housing market,the spatialpanel

wasbuiltwith thehousing price,Chonseiprice,housetrading volume,economically activepopulation,

number ofunemployed,land trading volume and the return ofcorporate bond and was analyzed

empirically.Thespatialrangewassetto25districtsinSeoulandthetemporalrangewasestablished

fromthefirstquarterof2006tothethirdquarterof2014.

(3)RESEARCHFINDINGS

In theresultsofanalyzing theestimation forthegeneralregression model(OLS),thespatially

autoregressivemodel(SAR),thespatialerrorsmodel(SEM)andthespatiallaggedterm withspatially

correlated error structure model (SAC), the spatial lagged term with spatially correlated error

structuremodel(SAC)wasrepresentedasthemostappropriatemodel.

In the results ofestimating SAC,itwas represented thatwhen the land trading volume was

increased by 1%,the housing pricewas increased by 0.01%,when Chonseiprice was increased by

1%,the housing price was increased by 0.37% and whe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as

increased by 1%,the housing price was increased by 0.69%.Al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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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itwas represented thatthe house trading volume and the numberofunemployed had

negative(-)influenceandthereturnofcorporatebondhaspositive(+)influenceonthehousingprice.

2.RESULTS

SincethecurrentraiseinChonseipricemaycausetheraiseinthehousingprice,thegovernment

should understand itand needs to establish and implementdiverse policies such as supplying the

rentedhousings,etc.tostabilizethehousingproblemforthemiddleandworkingclasses.

3.KEYWORDS

∙Housing Price,Dynamic Characteristic,SpatialPanel,the SpatialLagged Term with Spatially

CorrelatedErrorStructure(SAC),GIS

국문 록

본 연구는공간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해 주택시장의 동학 특성을 살펴보기 해 주택매매가격, 세가격,주택매

매거래량,경제활동인구,실업자수,토지거래량과 회사채수익률로 공간패 을 구축해 실증분석하 다.공간 범 는

서울시 25개구로,시간 범 는 2006년 1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로,내용 범 는 주택 아 트로 설정하

다.일반회귀모형(OLS),공간자기회귀모형(SAR),공간오차모형(SEM)과 일반공간모형(SAC)을 추정한 결과 설명

변수의 공간 자기상 과오차항의공간 자기상 을모두고려한일반공간모형이가장 합한모형으로 나타났다.일

반공간모형 추정결과,토지거래량이 1% 증가할 경우 주택매매가격은 0.01% 증가하고 주택 세가격이 1% 증가할

경우 주택매매가격은 0.37%높아지고 경제활동인구가 1%증가할 경우 주택매매가격은 0.69%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통계 유의성은 없지만 주택매매가격에 주택매매거래량과 실업자수는 음(-)의 향을 회사채수익률은 양(+)의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공간상 계수가유의수 이내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나한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의 변화는 다른 지역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주택매매가격,동학 특성,공간패 ,일반공간모형,지리정보시스템(GIS)

Ⅰ.서 론

사회에서 주택(Housing)의 의미는 단

순한주거의개념을넘어사용가치(using)와효용

가치(utility)를 가진 경제 재화(economic

goods)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주택자체가 사회

지 와소득수 을나타내기도한다.뿐만아니

라주택가격의변화는물가에직 인 향을미

치고이는다시경제 부분에 지않은부담요인

으로작용하게된다는 에서경제 반 인측면

에서도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주택가격의

상승은국민의소비를증가시키고,건설산업의생

산성과고용자수를증가시키며이는다시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순환 효과를 발생시킨다1).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말 기 으로 한국

의 가계 비 리단체의 순자산은 가구당 3억

2823만원으로 추정 다.순자산 부동산을

심으로 하는 비 융자산비 은 78.4%다.이는

주요 선진국에비해월등하게높은 수 이다.미

국은 가계 순자산 비 융자산이 차지하는 비

이 39.5%,일본은 46.5%,캐나다는 54.0%

이다.가계자산이 부동산에 편 되어 있는 이유

1)윤재호,“주택가격과 거시경제변수의 경기동행성 분석”,한양 학교 박사학 논문,2015,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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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4-2015.4 2002.4-2008.4( 로벌 융 기 )

2010.1-2015.4( 로벌 융 기 후) 2015.4

주:빨강선은 +, 랑선은 -를 의미함.

<그림 1〉서울시 구별 주택가격변동율

는 주택과 부동산이 한국에서는 주요투자상품

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KB 융지주의

‘2014년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한국 부자들의 자산포트폴리오

에서 주택이나,건물,상가등부동산이 차지하는

비 은 54.1%로 가장 높다.자산 비 융자산

비 이 높으면 유동화가 어려운 상황에 유연하

지못하게 된다.국민들이 주택가격하락에 민감

해지게되며이에정부가경기를활성화하고싶

을 때 지속 인 부동산 부양정책을 수립집행하

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2).

1997년 외환 기 이후 2000년 반부터

2008년 로벌 융 기이 에주택가격은평균

약15%정도상승하 으나 융 기이후에는지

역별로차이가존재하나서울의경우는하향안정

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1참조).한국

감정원의 2014년 2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살펴

보면서울강남권은재건축단지주변으로가격상

승세가이어지고있으며강북권은최근의 세가

상승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매매 환수요가 증가

되어 일부 매매가격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가격에 한 동학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주택시장에 한 이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데 있어서도

요하다.정부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향은

지역별로차이가존재하며한지역의주택가격의

변화는 다른 지역의 주택가격에 변화에 미치는

향도 지역마다 다른 동학 차이를 보인다3).

이에본연구는주택가격의동학 (dynamic)

특성을공간효과를고려한공간패 을구축해공

간계량경제모형으로 실증분석하고자 한다.공간

범 는 서울시 25개구로,시간 범 는 2006

년 1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로,내용 범

는주택 아 트로설정하 다.주택가격에 향

을미치는거시경제변수로는회사채수익률,경제

활동인구,실업자,토지거래량,주택 세가격 그

리고 주택매매거래량으로 하 다.공간계량경제

모형인 일반회귀모형(OLS),공간자기회귀모형

(SpatiallyAutoregressive Model : SAR),공

간오차모형(Spatial ErrorsModel:SEM)과 일

반공간모형(SpatialLaggedTerm withSpatially

CorrelatedErrorStructure Model:SAC)을 추

정후최 모형을선택하여분석결과를구술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장은 주택

2)내일신문,“가계자산 78%가 부동산”,2015.3.9

3)박헌수·유은 ,“공간패 을 활용한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동학 특성분석”,지역연구,한국지역학회,2014,30(1),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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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3장은 실

증분석으로 분석모형인공간패 에 한설명을

하고 일반회귀모형(OLS),공간자기회귀모형

(SAR) 공간오차모형(SEM)과 일반공간모형

(SAC)의 추정결과를 비교분석 후 합한 모형

을 선택하여 실증분석결과를 구술한다.이후 4

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선행연구 고찰

차문 (2004)4)은 주택시장의 동학 상

계를 주택매매가격, 세가격,토지가격,

리,GDP,기 상승률 그리고 주택정책변수를

포함하여 벡터오차수정(VECM)모형을 사용하

여 실증분석을 하 다.분석결과, 세가격,

리,매매가격 자체의 충격이 매매가격의 변화에

미치는 향이뚜렷한 가운데,특히강남의경우

에는 세가로부터의 충격이 크고 지속 이며,

강북의 경우에는 GDP의 향이 음(-)으로 나타

난다고 하 다.

김 재·이민환(2011)5)은 2000년 1/4분

기부터 2010년 4/4분기까지의 주택가격 결정

요인을 패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하 다.분

석결과,주택매매가격은 처분가능소득,임 소

득,주택건축공사비에 향을 받는다고 하 다.

해정·박헌수(2012)6)는 주택가격과 거시

경제변수간의 동태 상 계를 벡터자기회귀

(VAR)모형을이용해실증분석을하 다.분석결

과,주택매매가격에 해 산업생산지수는 정(+),

회사채수익율은 부(-),주택담보 출 은 정(+)

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주택시장을 국,서

울,강남,강북으로세분화한결과각변수의 향

력과설명력이조 씩다르게나타났다고하 다.

김주 ·이창원(2012)7)은 지역주택시장

의 동태 특성을 주택가격,인구,지방세,토지

공 량을 이용해 패 자료로 실증분석하 다.

분석결과,지역주택시장은 각 지역의 특성에 의

해서 뿐만 아니라 앙정부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고 하 다.

박헌수·유은 (2014)8)은 16개 시도지역

에 해 2006년 1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

의 주택가격변화의 동학 특성을 공간패 을

이용해 실증분석하 다.분석결과,주택거래량,

건설비용,소득의 증가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

는 요인으로 이자율,실업율은 주택가격을 하락

시킨다고 하 다.

Abraham and Hendershott(1996)9)

은 미국 30개 도시의 주택가격변화를 분석한 결

과지역별,시기별로주택가격변동이다르게 나

타났다고 하 다.남동부에서는 주택가격의 변

화는 건설비용,인 이션,소득증가율,이자율

의 변화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으나 다른 지역에

서는 설명력이 떨어진다 하 다.

Glindro etal(2008)10)은 아시아 9개국

의 주택가격의 동태 특성을 1993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 다.분석

결과,환율,소득,주택담보 출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이자율과 주식가격의상승은주택가

격을 하락시킨다고 하 다.

4)차문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한국개발연구원,2004,pp.1-477.

5)김 재·이민환,“패 공 분을 이용한 한국 주택가격 결정요인 분석”,한국경제연구,한국경제연구학회,2011,29(4),pp.141-169.

6) 해정·박헌수,“주택시장과 거시경제변수 요인들간의 동태 상 계 분석”,주택연구,한국주택학회,2012,20(2),pp.125-147.

7)김주 ·이창원,“지역주택시장의 동태 가격 특성 분석에 한 연구”,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2012,10(2),pp.49-63.

8)박헌수·유은 ,“공간패 을 활용한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동학 특성분석”,지역연구,한국지역학회,2014,30(1),pp.3-18.

9)Abraham,J.and P.H.Hendershoot,"Bubbles in Metropolitan Housing Markets",JournalofHousing Research,1996,

7(2),pp.191-207.

10) Giindro,Eloisa T.,Tientip Subhanij,Jessica Szeto and Haibib Zhu,"Determinanats ofHouse Prices in Nine Asia

PacificEconomies",BisWorkingPapers,2008,No.263,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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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변수설명

변수명 변수설명 단 출처 기간

주택

매매

가격

서울시

아 트매매가격
만원/㎡

부동산 114

Reps

2006.

1/4

-

2014.

3/4

주택

세

가격

서울시

아 트 세가격
만원/㎡

부동산 114

Reps

주택

매매

거래량

서울시

아 트매매거래량
호수 국토교통부

회사채

수익률
리 % 한국은행

토지거래량

(아 트)

서울시 토지거래량

(아 트)
필지

부동산 114

Reps

경제활동

인구수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수
천명 서울통계

실업자수 서울시 실업자수 천명 서울통계

본연구의차별성은분석자료를서울시25개

구의공간패 로구축한 후공간계량경제모형인

일반회귀모형(OLS), 공간자기회귀모형(SAR),

공간오차모형(SEM)과 일반공간모형(SAC)의

합성을 별해 실증분석함에 있다.

Ⅲ.실증분석

1.자료설명

본연구는주택가격의동학 특성을공간

범 는 서울시 25개구로 시간 범 는 2006년

1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로 내용 범 는

주택 아 트로 설정하여 공간패 을 구축해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 다.

주택수요·공 이론 련된 선행연구11)

를 참조하여 주택가격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택 세가격,토지거래량(아 트),주택매매

거래량,회사채수익률,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로 설정하 다.주택 세가격 주택매매가

격은 부동산114에서 발표한 서울시 아 트 세

가격평균(만원/㎡)과 서울시 아 트매매가격평

균(만원/㎡)을 사용하 으며 토지거래량은 부

동산 114에서 발표한서울시 토지거래량 아 트

(단 :필지)을 사용하 으며 주택매매거래량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서울시 아 트매매거래

량(단 :호수)을 사용하 고 서울시 경제활동

인구(단 :천명)와 서울시 실업자 수(단 :천

명)는 서울통계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하 다.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2와 같다.주택

매매매가격 평균은 473만원(㎡),표 편차는

173만원(㎡) 세가격은 평균은 217만원(㎡),

표 편차는 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토

지거래량 평균은 944(필지)이고주택매매거래

량 평균은 724(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기술통계량

구분 Obs Mean Std. Min Max

주택매매가격

(HP)
850 473.305 173.300 213.00 1067.00

토지거래량

(LM)
850 944.844 771.443 72.0 10301.0

주택 세가격

(HR)
850 217.235 64.754 111.0 467.0

주택매매거래량

(HT)
850 724.738 660.543 46.0 10015.0

경제활동인구

(P)
850 5202.206 99.157 5037.0 5393.0

실업자 수

(UE)
850 223.912 23.799 185.0 290.0

회사채수익률

(IR)
850 4.796 1.297 2.890 8.29

그림2를 살펴보면,구별 주택매매가격 평균

은 강남구 967.2만원(㎡),서 구 817.8만원

(㎡),송 구 707.1만원(㎡)순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천구 291.1만원(㎡),도 구 310.8

만원(㎡), 랑구 317.6만원(㎡)순으로 낮게

나타났다.구별 주택 세가격 평균은 강남구

351.1만원(㎡),서 구 324만원(㎡),송 구

11) DiPasquale and Wheaton(1996), Glindro et al(2008), 윤주 (2001), 차문 (2004), 이희석(2007), 해정·박헌수(20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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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가격 주택 세가격

주택매매거래량 토지거래량(아 트)

경제활동인구수 실업자수 회사채수익률

<그림 2>변수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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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만원(㎡)순으로 높고 천구 152.8만원

(㎡),도 구 156만원(㎡),강북구 159.4만원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매매거

래량은 강남구 1166.3,송 구 1143.7,강동

구 1048.7로 높게 나타났으며 리인 회사채수

익률은 2008년 로벌 융 기 이후 지속 으

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분석모형

본연구에서는주택가격변화의공간효과를

분석하기 해 Threshold Distance방법으로

공간가 행렬을 생성하 다.분석단 가 면

(polygon)형태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가 행렬 보다는 지역이 서

로 인 (contiguity)하는 경우를 1,그 지 않

은 경우 0으로 가 치를 부여하 다12).

공간계량경제학은 각 지역 간의 지리

계 경제 계를 포함한 상 계를 고려

한 모형이다.일반선형회귀모형은 아래 식 1과

같다.

   (식 1)

식 1에서 종속변수의 공간 자기상 (λ

=0)을 고려하면 공간자기회귀모형(SAR)라고

하며 오차항의 공간 자기상 (ρ=0)을 고려하

면 SEM이라고 한다. 한 공간 자기상 성이

종속변수에서작용하는경우와 오차항에서 작용

하는경우두가지형태를동시에고려하는모형

을 SAC라 한다.Anselin(1988)13)는 일반공

간모형(SAC)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공간

가 행렬(W)에 한 수정을 통해 식 1에서 y는

종속변수의 n개 측값으로 구성되었고 X는

n×k개 설명변수의 측행렬로 구성되었다.










  
  

∼










(식 2)

식 2에서 W1와 W2는 n×n차 공간가 행렬

이다.공간계량모형은 보통 최 우도추정법

(MLE),도구변수추정법(IV),일반최소자승법

(GLS)방법으로 추정한다. 한 공간상 성의

존재여부는 Moran's I검정, 최 우도

LM-Error검정이나 LM-lag검정 등을 통해 확

인할 수있다. 형 인공간계량모형 검정은

오차항이등분산성과 정규성을 가정하지만 실

으로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LeSage& Pace(2009)14)는 모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모형을 확장시켰다.식 3

에서 V≠In은본질 으로공간 이분산성을나

타내며 실제 분석 에도 통 인 Gauss-

Markov의 가정인공간 동분산성보다 더 합

하다.










  
  

∼
    










(식 3)

3.분석결과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모두 로그차분 처

리하 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선형회귀

모형은 아래와 같다.일반회귀모형(OLS),공간

자기회귀모형(SAR)과 공간오차모형(SEM)

뿐만 아니라 측되지 않은 변수들로 인해 발생

한 내생성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공간자기상 계수와 오차항의 공간

자기상 계수를 동시에 포함한 일반공간모형

(SAC)을 추정하 다.

12)윤성도(2008),박헌수·유은 (2014)참조

13)Anselin,L.,SpatialEconometrics:MethodsandModels,KluwerAcademicPublisher,1988,pp.101-273.

14) James LeSage, Robert Kelley Pace, Introduction to Spatial Econometrics (Google eBook), CRC Press, 2009,

pp.7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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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

일반회귀모형(OLS),공간자기회귀모형

(SAR),공간오차모형(SEM)과 일반공간모형

(SAC)을 추정한 결과 AdjR
2
값은 일반회귀모

형이 0.1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Moran'sI검정결과 공간 상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회귀모형보다는 공간효과를

고려한 공간패 모형으로 추정하는게 바람직하

다.공간패 모형의 우도값(likelihood)을 비

교하면 일반공간모형(SAC)이 841.008로 공

간자기회귀모형(SAR)829.226과 공간오차모

형(SEM)833.631보다 높게 나타나 일반공간

모형(SAC)이 가장 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에공간패 추정결과는 일반공간모형으로구

술하 다.

첫째,설명변수의 공간 자기상 과 오차

항의 공간 자기상 을 모두 고려한 일반공간

모형(SAC)추정결과 토지거래량이 1% 증가할

경우 주택가격은 0.0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 주택수요의 증가로 인한 토지거래량

의 증가는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주택

가격의 상승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둘째,주택 세가격이 1% 증가할 경우 주

택가격은 0.37%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세가격의 상승은매매가격의 상승을유도한다

는것을의미한다. 로벌 융 기이후주택매

입을 통한 자본이득이 어렵다고 단한 주택수

요자들이 세를 선호해 세가격이 등하는

반면매매가격은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다최근에

는 등한 세가격으로 인해 세수요가 매매

로 바 면서 매매가격이 일부 상승하고 있는 상

황이다. 안지아(2010)15), 해정(2014)16)

은 주택 세가격은 주택매매가격에 양(+)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셋째,주택매매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나타났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홍일 외

(2012)17), 임재만(2011)18)은 주택매매거래

량과 주택가격간에는 양(+)의 계가 있다고

한 반면 권 진·유정석(2013)19)은 음(-)의

계가 있다고 하 다.이는 로벌 융 기로 인

한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세를유지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기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넷째,경제활동인구가1%증가할경우주택

가격은 0.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

자수가증가할경우주택가격은하락하는것으로

나타났지만통계 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

타났다.이는 경제성장 소득의증가는주택가

격을 상승시킨다는 Fisher-DiPasquale-

Wheaton(FDW)의 주택시장균형이론과 일치

한다.즉,정부는 ·장기 인 에서 체 인

경제성장과소득증 를통해 재의침체된주택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김세완·김은미

(2007)20), 해정(2014)21)도 소득은 주택가

격에 양(+)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마지막으로,회사채수익률의 경우 상승(하

15)안지아,“주택시장가격의 동학 계 이분산 효과에 한 연구”, 앙 학교 박사학 논문,2010,p.109.

16) 해정,“패 공 분을 이용한 거시경제변수 주택정책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

2014,57,pp.251-263.

17)정홍일·이 석·이상선.“주택 거래량과 가격의 동조화 손실회피 상”.주택연구,한국주택학회,2012,20(2),pp.77-101.

18)임재만,“주택거래량은 주택가격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국토연구,국토연구원,2011,69,pp.3-18.

19)권 진·유정석,“패 연립방정식 모형에 의한 수도권 토지가격과 주택가격 간 향 분석”,부동산연구,한국부동산연구원,2013,

23(3),pp.207-233.

20)김세완·김은미,“주택시장과 가계 출간의 동태 계분석”,지역연구,한국지역학회,2009,25(4),pp.123-147.

21) 해정,“ 로벌 융 기 ·후로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시장 간의 계에 한 연구-동 패 분석을 이용하여”,부동산학보,한국부동

산학회,2014,58,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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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추정결과

구분 OLS SAR SEM SAC

(상수항) 0.0(0.001) 0.013(0.002)** 0.016(0.002)** 0.014(0.002)**

토지거래량

(dlnLM)
0.005(0.004) 0.011(0.005)* 0.010(0.004)* 0.011(0.004)*

주택 세가격

(dlnHR)
0.469(0.045)** 0.278(0.065)** 0.396(0.072)** 0.370(0.072)**

주택매매거래량

(dlnHT)
0.004(0.004) -0.006(0.005) -0.005(0.005) -0.006(0.005)

경제활동인구

(dlnP)
0.042(0.111) 0.409(0.179)* 0.881(0.296)** 0.690(0.255)**

실업자 수

(dlnUE)
-0.002(0.007)** -0.016(0.010) -0.023(0.016) -0.020(0.014)

회사채수익률

(dlnIR)
0.036(0.013) 0.028(0.017) 0.038(0.027) 0.033(0.023)

ρ - 0.138(0.010)** - 0.078(0.019)**

λ - - 0.148(0.010)** 0.101(0.019)**

R2 0.164 0.154 0.150 0.145

AdjR2 0.158 0.123 0.119 0.114

Log

Likelihood
- 829.226 833.631 841.008

LRTest - 196.072** 223.356** 176.620**

Moran'sI 0.687** - - -

주:p<0.001***,p<0.01**,p<0.05*

락)하면 주택가격은 상승(하락)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이는앞선 그림1에서 알 수있듯이정부

는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해 지속 인

리인하를하고있지만 주택가격이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공간상 계수(ρ)는 0.78로 1% 유의수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한 지역에서의

주택가격의 변화는 다른 지역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결 론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동학 특성을 살펴

보기 해 주택매매가격,주택 세가격,주택매

매거래량,경제활동인구,실업자수와,토지거래

량과회사채수익률로 공간패 을구축해공간계

량경제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하 다.공간

범 는 서울시 25개구로,시간 범 는 2006

년 1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로,내용 범

는 주택 아 트로 설정하 다.

일반회귀모형(OLS),공간자기회귀모형

(SAR),공간오차모형(SEM)과 일반공간모형

(SAC)을 추정한 결과 Moran'sI값과 우도값

(likelihood)고려해 일반공간모형(SAC)이 가

장 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일반공간모형 추정결과,토지거래량이 1%

증가할 경우 주택가격은 0.01% 증가하고 주택

세가격이 1%증가할 경우 주택가격은 0.37%

높아지고 경제활동인구가 1%증가할 경우 주택

가격은 0.69%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

유의성은 없지만주택가격에 주택매매거래량

과 실업자수는 음(-)의 향을 회사채수익률은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간상 계수가 1% 유의수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한 지역에서의 주택가격의 변화

는다른지역에 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는 정책 시사 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재의 주택 세가격의 상승은 주택

매매가격을 상승 시킬 수 있는 바 정부는 이를

숙지하고 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해 임

주택공 등다양한정책을수립집행할필요

성이 있다.

둘째, 로벌 융 기 이후 침체된 주택시

장을 활성화 시키기 해 정부는 지속 인 리

인하를 하 지만 주택시장은 이에 반응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일시 인 리

인하 정책보다는 ·장기 인 경제활성화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셋째,한지역의주택가격의변동은다른지

역의 주택가격에 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주택

시장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주택시장

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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