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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경기변동과 인과 계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Business Cycle and Causal Relationship in Housing Market

1)노 정 휘*․성 주 한**

Loh, Jeung Hwee․Sung, Joo Han

目 次

Ⅰ. 서론

Ⅱ. 이론  근거  선행연구

1. 주택시장의 경기변동에 한 연구

2. 매매가격과 세가격의 인과 계에 한 연구

Ⅲ. 방법론

1. Bry-Boschan 방법론

2. HP 필터

Ⅳ. 실증연구

1. 자료

2. 분석결과 

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2. 시사

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abstract>

<참고문헌>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ructural change in the business cycle of housing market 

and to provide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decision making of investor and market user. Especially, 

through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of sell market and rent market, it should help in explaining of 

the structural change of housing market affect the causal relationship of sell market and rent market.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employed various econometric methodology. Firstly, to discern the boom and recession 

state and to find the turning point of business cycle of housing market, Bry-Boschan algorithm is 

employed. Secondly, to extract the cyclical component of business cycle of housing market, HP filtering 

is applied. Lastly, Granger Causality Test was used to find the causal relationship of sell-rent market.

(3) RESEARCH FINDINGS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cycle of [South Korean] housing market has been showing 

relatively short recession state and relatively long boom stage. By the government’s stimula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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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 market is boom state since trough of 2013.5. And rent market is boom state since trough of 2009.4. 

By the Granger Causality Test, the rent market affect sell market, but the reverse does not hold 

true since 1986. To find the structural change of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ime span is 

divided by 2008.9. Before financial crisis, rent and sell market affect each other in nation wide. 

However, in Seoul, the relationship appears to be vice-versa; rent market affect sell market, but the 

reverse is not true in Seoul. After financial crisis, rent and sell market have not affected each other 

in nation wide. But, in Seoul's case, rent market still affects sell market - while reverse is not true.

2. RESULTS

The exact information on business cycle of housing market will assist in sell and rent market 

participants’ decision making. Secondly, causality of rent market and sell market, should be able to 

provide crucial information to the government’s rational policy making.

3. KEY WORDS

∙housing sell market, housing rent market, Bry-Boschan algorithm, business cycle, 

Hodrick-Prescott Filtering, Granger Causality Test

국문 록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서 경기의 정 과 에 따라 시장의 구조변화가 나타는지를 악함으로

써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수 있는 이론  기 를 마련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매매시장이나 세시장 모두 짧은 하강 국면과 긴 상승 국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매매시장은 

2013년 5월의  이후 상승 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며, 세시장은 2009년 4월  이후 재까지 상승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인  인과 계를 보면, 86년 이후  구간에서 세는 매매에 향을 미치지만, 매매는 세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8년 미국발 융 기 후로 기간을 나 어 보면, 융 기 이 에는 

국은 매매와 세 모두 상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은 매매가 세에 향을 미치고 세는 매매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 기 이후에는 국에서 매매와 세가 서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세가 매매에 향을 주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첫째, 주택 시장의 정확한 경기 변동에 한 정보는 매매 시장이나 세 시장의 거래자들에게 정확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주택 매매 시장과 세시장 간의 인과 계는 련된 정부의 합리  정책 결정에 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핵심어: 주택 매매 시장, 주택 세시장, 라이-보샨 알고리즘, 경기변동, 호드릭- 스콧 필터링, 

그랜  인과 계

Ⅰ. 서 론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 의 변동에 의해 주

택시장의 경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양상

을 보여왔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경기변동으로 

인해 주택의 수요자와 공 자들은 경기를 이용

하여 주택시장을 주도해 나갔고, 부동산에서 이

득(profit)을 얻기 한 자신만의 포지션

(position)을 확립해 나갔다. 특히, 부동산시장

에서 부동산의 유형태별 는 시장의 참가자

별로 시장에 참여하는 목 이 다르다고 볼 수 있

다. 주택의 유형태는 매매시장과 월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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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매매시장은 자본

시장(capital market)에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기 해 물건을 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매매의 정확한 타이 을 통해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월세시장은 

공간시장(space market)에서 자본이득을 얻

을 수는 없어도 공간에 한 효용(utility)을 얻

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는 시

장의 참여자로서 수요자는 좋은 물건을 싸게 구

매하거나 싸게 임차하는 사람으로서 매각시 매

매차익을 얻거나 공간 이용에 있어 보다 큰 효용

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공 자는 매수자에

게 물건을 비싸게 팔아 매매차익을 얻거나 비싸

게 임 함으로서 보증 과 월세를 많이 받으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형태별 는 시장의 참여자

별로 주택시장의 경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득(자본이득과 효용)은 달라질 것이

다. 따라서 주택의 투자 는 주택의 모든 의사결

정은 주택경기의 어느 싸이클이냐에 따라 수익

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주택경기의 정 과 

에 따라 경기 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  변

화(Structural Change)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 인 변화의 존재 여부와 그 크기를 

악하는 것은 투자자는 물론 시장의 이용자에

게도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융 기 이 에는 세가격과 매

매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 지만, 2008

년 융 기 이후에는 리의 계속 인 하락으

로 임 인의 월세 선호 상이 나타나고, 세 

공 이 감소됨에 따라, 세가격이 크게 상승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매시장과 세시장의 

주택 경기변동에 해 살펴보고, 경기가 을 

지난 상승국면인지 정 을 지난 하강국면인지를 

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융 기 이 과 이후

의 매매가격과 세가격 간에는 어떠한 구조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악하기 해 인과 계의 

변동 여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  근거  선행연구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부터 매매가격과 임

가격(우리나라에서 세와 월세를 말함)에 

한 주택 경기변동을 악해왔고, 각 구조 인 

변화에 따른 인과 계에 한 연구도 이루어졌

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주택의 매매

가격과 세가격의 구조 인 변화 시기가 다르게 

나타남으로 인해 이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매와 세가 최근 구조 인 변화

로 볼 때, 가장 크게 나타나거나 서로 시기가 일치

하는 융 기(2008년 9월)를 기 으로 하여 매

매가격과 세가격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주택시장의 경기변동에 한 연구

우리나라 주택에 한 경기변동에 한 연

구는 김 (1988)1),  조주 (1999)2), 서승

환(2003)3)의 연구들이 거의 시 인데, 이들의 

연구들은 부동산경기변동의 결정요인에 한 연

구들을 심으로 개되었다. 

최근에는 강민석․조주 (2005)4), 한용

석․이주형(2009)5), 엄근용(2011)6)의 연구

들은 주택가격을 이용한 주택경기의 순환주기 

는 순환변동에 해서 분석하 다. 이들의 연

1) 김 , “주택시장의 경기변동에 한 연구”, 주택연구, 한국주택학회, 1998, 제6권 1호, pp.5～32. 

2) 조주 , 부동산 경기변동과 요인변수 분석, 서울 : KDI, 1999, pp.1～20.

3) 서승환, “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과 부동산 정책”, 지역연구, 한국지역학회, 2003, 제19권 제3호. pp.19～39.

4) 강민석․조주 , “주택경기 순환주기”, 주택연구, 한국주택학회, 2005, 제13권 3호, pp.69～95. 

5) 한용석․이주형, “주택가격의 순환변동 분석에 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서울연구원, 2009, 제10권 제4호, pp.229～243. 

6) 엄근용, “주택경기의 순환주기  특징과 시사 ”, CERIK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2011-19,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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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통해 재의 주택시장에 한 황을 

악하고 주택시장을 진단을 하 다. 방법론으로 

주택시장의 순환변동 주기를 살펴보기 해 HP

필터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2. 매매가격과 세가격의 인과 계

에 한 연구

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미치는 향에서 사

용자 비용으로서 세가격은 주거서비스에 한 

사용료로서 건축원가에 자본의 기회비용을 합한 

비용에서 자본이득 부분을 차감한 주거서비스에 

한 가격으로서 임 료가 먼  결정이 되고 거

기에 자본이득 부분이 더해지는 것으로 주택가

격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세가격이 매매가

격에 미치는 향은 자산가격 결정모형에서 미

래의 수익인 임 료를 재가치로 할인( 는 환

원)하여 구한다는 것으로 임 가격( 세가격, 

월세가격)에 의한 수익이 결정되어야 매매가격

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로는  황두

(1990)7), 임승직(1995)8), 이용만․이상한

(2004)9), 김성재ㆍ조주 (2005)10), 박동

국․천인호(2006)11), 문규 (2010)12),  박

재 ․이상효․김재 (2010)13)의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

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미치는 향에서  

Rosen(1979)14)과 임승직(1996)15)이 정의

한 것처럼 주택의 매매시장과 임 시장은 주거서

비스를 매개로하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체

계에 있으며, 매매시장은 임 시장에 비해 우등

재(Superior goods)의 치에 있다. 우등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산제약에 의해 우등재 시장에

서 탈락한 소비자들이 열등재 시장으로 편입하고 

열등재에 한 수요가 증가하여 열등재의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는 경우이다16). 선행연구로는 임

정호(2005)17)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매매가격과 세가격의 상호 련성을 인정

한 것으로 김정호․이명재(1989)18)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자산시장이론에 입각하여 

세보증 /매매가격의 비율이 가격상승률과 어

떠한 계를 갖는지 자산시장 개념 하에서 실증

분석하 는데, 세가격 상승이 직 으로 주

택가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상호 계성을 가진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구조 인 변화를 고려한 연구로서 서동우ㆍ

최막 (2004)19)은 부동산 시장에 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일방 으로 인과한다(자산시장이론 

)는 이론과 매매가격이 세가격을 일방

으로 인과한다( 체재이론 )는 이론이 상충

 7) 황두 , “주택매매가격과 세가격과의 계분석”, 주택 융 , 한국주택은행, 1990, 제121호, pp.6～25. 

 8) 임승직, “주택건설과 주택매매가격  여타 주택 계 변수들의 인과 계분석”, 국토계획, 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5, 제30권 4호, pp.111～125.

 9) 이용만․이상한,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가?”, 국토계획, 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제39권 1호, p.82.

10) 김성재 ‧ 조주 , “주탞시장의 인과 계에 한 시장상황분석 –노원구 지역의 아 트매매  세가격과 공 량을 심으로-”, 부동산학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5, 제11집 제2호, p.94.

11) 박동국․천인호, “구조  벡터자기회귀(SVAR)를 이용한 서울지역 아 트 매매․ 세가격의 상 계”,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학회, 2006, Vol.35, p.168. 

12) 문규 ,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발견․매매가격/ 세가격을 심으로”, 산업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제23권 제2호,  pp.804～809.

13) 박재 ․이상효․김재 , “주택매매가격  세가격 변화에 따른 세/매매가격비율 변동 분석”,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

집,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2010, Vol.10 No.2, pp.16～20.

14) Rosen, H. Sherwin, "Housing Decision and the US Income Tax: An Economertic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etric, vol.11, 1979, pp.1～23.

15) 임승직, “주택건설과 주택매매가격  여타 주택 계 변수들의 인과 계분석”, 국토계획, 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5, 제30권 4호. pp.111～125.

16) 서동우 ․ 최막 , “주택매매가격과 세가격 사이의 인과 계 분석”, 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정기학술 회, 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p.947.

17) 임정호, “주택매매시장, 세시장  월세시장 간의 상호연 성에 한 연구”, 서울 : 건국  학원, 박사학 논문, 2005, pp.1～121

18) 김정호․이명재, “자산시장개념을 이용한 서울지역 아 트 세  매매가격간의 계분석”, 지역연구, 한국지역학회, 1989, 제5권 제1호, pp.13～26.

19) 서동우․최막 , “주택매매가격과 세가격 사이의 인과 계 분석”, 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정기학술 회, 한국토․도시계획학

회, 2005, pp.95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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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 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의 구조 인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에 착

안하여 세가격과 매매가격을 시기별, 지역별

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20). 

Ⅲ. 방법론

1.  Bry-Boschan 방법론

주택 매매 가격  세가격의 시계열 움직

임에서 경기의 상승국면과 하강 국면을 단하

기 해서는 객 인 방법으로 경기의 과 

정 을 별할 필요성이 있다. 이명재․남상호

(2003)에 따르면, 일반 으로 시계열 데이터는 

추세 성분, 순환 성분  계 성분과 불규칙성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21).특히, 경제 내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변동 상을 악하기 해 계  

변동과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계 조정 시계열

을 사용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도 국민은행이 발

표한 주택 매매 가격 종합 지수  세 가격 종합 

지수의 계  조정 시계열을 사용하 다. 

주택 매매 시장과 세 시장의 경기 변동의 

특성을 악하기 해 경기 변동의 확장과 수축 

국면을 식별하고 환 을 찾기 해 Bry- 

Boschan Algorithm을 사용하 다. 이 Bry- 

Boschan Algorithm은 경제 시계열에서 국지

인 최소값과 최 값을 구하는 비모수  통계 

방법론으로써, 경기 환 이 갖추어야 할 3단계

의 통과 여부를 기 으로 환  가능성을 단하

게 된다.

Krznar(2011)에 의하면, 첫 번째 단계는 

재 시 이 국지  극 값일 경우 t+1기와 

t+2기 값보다 커야 하며, 국소  극소값의 경우 

t+1기와 t+2기 값보다 작아야 한다는 제약 조

건을 다음의 수식과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식(1)

두 번째 단계는 국지  극  이후에 극소

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단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결정된 국지  극  이후

에 더 큰 극 , 혹은 결정된 극소  이후에 더 

작은 극소 이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여 경기 변

동의 지속기간과 진폭을 결정한다22).

Bry-Boschan Algorithm은 미국의 거시 경

제변동에 따른 경기순환일을 공식 으로 발표하는 

미 경제 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Gerhard Bry와 

Charlotte Boschan이 1971년에 개발한 경기 국

면 단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경기의 정

과 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직 이고, 이해하

기 쉬운 계산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장  때문에 

King & Plosser(1994)23), Watson(199

4)24), Pederson(1998)25), Harding & 

20) 세가격과 매매가격이 등하던 시기에는 주택 세가격의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에 향을 주었고, 세가격은 상승했지만 매매가격이 

안정화 되었던 시기에는 매매가격의 하락이 세가격의 상승에 향을 주었다고 주장하 다.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매매수요가 강한 아

트의 경우 매매가 세를 주도하고 세도 매매가격의 상승에 향을 주는 특징을 보 다고 분석하 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해서는 충분한 주택공 이 필수 이긴 하지만, 주택가격의 안정ㆍ하락이 세공 을 감소시켜 세가격이 상승 할 수 있는 가능성 

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21) 이명재․남상호, 경제변동론, 박 사, 2003, pp.47~49. 

22) Krznar, Ivo, Identifying Recession and Expansion Periods in Croatia, Croatian National Bank, 2011, Working Papers 

W-29, pp.5~6.

23) King, R. G., and C. I. Plosser,  “Real business cycles and the test of the Adelman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94, Vol.33, No.2, pp.405~438.

24) Watson, M. W., “Business-Cycle Durations and Postwar Stabilization of the U.S.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1994, Vol.84, No.1, pp.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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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ry-Boschan Algoriothm의 28)

Pagan(2001)26) 등이 경기 환  식별 알고리

즘으로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 정

(2011)27)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기 종합지수에

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작성에 용되고 있다. 그

리고 경기도나 부산 역시 등 지역 경기선행지수 

작성 과정에서도 이 Bry-Boschan 알고리즘은 다

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  HP 필터 

   HP(Hodrick-Prescott) 필터는 평활법에 

근거한 분석기법으로, 경제시계열의 장기추세

를 추출하여 미국의 경기변동을 분석하기 해 

고안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계열 데이터가 

추세변동과 순환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

정에 기 하여 시계열을 장기 성장을 의미하는 

추세 변동과 순환 변동으로 분해하고, 그 에

서 장기  추세 변동을 추출하는 방법이다.29)  

25) Pedersen, T. M., “How Long are Business Cycles? Reconsidering Fluctuations and Growth,” University of 

Copenhagen, Institute of Economics, 1998, Discussion Paper 98-24, pp.1～44.

26) Harding, D. and A. Pagan, “Dissecting the Cycle: A Methodolog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001, Vol.49, No.2, pp.365~381.

27) 김 정, “경기순환의 흐름과 측정방법”, 한국은행, 2011.9, p.25.

28) Bry, G. and C. Boschan, “Cyclical analysis of time series: selected procedure and computer program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1, Technical Paper 20, p.21.

29) 강민석 ․ 조주 , “주택경기 순환주기 분석”, 주택연구, 한국주택학회, 2005, 제13권 3호,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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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N

체

기간

국매매가격지수 -2.864 4.433 0.000 1.642 0.577 2.598 351

국 세가격지수 -5.506 4.071 0.000 1.669 -0.168 3.975 351

서울매매가격지수 -10.582 14.096 -2.138 6.595 0.891 2.693 351

서울 세가격지수 -8.521 7.251 0.505 2.583 -0.867 5.227 351

융 기

이

국매매가격지수 3.119 -2.864 0.053 1.833 0.004 1.540 104

국 세가격지수 3.675 -2.832 0.322 1.636 -0.009 2.358 104

서울매매가격지수 14.096 -8.290 0.327 6.095 0.663 2.569 104

서울 세가격지수 7.251 -4.975 0.802 3.021 0.026 2.513 104

융 기 

이후

국매매가격지수 -0.125 1.091 2.021 -1.966 0.464 2.244 79

국 세가격지수 -0.188 1.296 2.677 -2.142 0.439 2.357 79

서울매매가격지수 4.700 5.466 14.028 -2.327 0.010 1.480 79

서울 세가격지수 1.151 1.347 4.333 -1.082 0.269 2.503 79

<표 1> 매매가격지수와 세가격지수의 기 통계량( 체기간, 융 기 이 , 융 기 이후)

본 연구에서 HP(Hodrick-Prescott) 필

터는 그랜  인과 계를 살펴보기 해 사용된 

것으로, 국과 서울의 매매가격지수와 세가

격지수의 순환 변동치를 추출하기 해 사용하

다. 즉, 계 조정된 매매가격지수와 세가격

지수에서 HP Filter에 의해 얻어진 추세치를 차

감하여 도출된 순환 변동치를 상으로 그랜  

인과 계를 계산한 것이다.

Ⅳ. 실증연구

1.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주택 매매가격 지수  주택 세가격 지

수를 사용하 으며, 경기 순환 변동치의 추출 과

정에서 계 성을 배제하기 해 계  조정된 시

계열을 사용하 다. 그리고 주택 매매가격  

세가격 지수는 국 기  지수와 함께 서울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 다. 데이터의 기간은 1986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최근 자료를 사용하

으며, 이에 따라 측치는 주택 매매가격 지수

와 세가격 지수 모두 351개이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계  변동의 문제 을 제

거하기 해 계 조정을 거친 주택 매매가격  

세가격 지수를 용하 다. 그리고 Granger 

Causality test는 주택 경기에 미치는 향을 

분명하게 보이기 해 HP 필터링을 거쳐 추출된 

순환 변동치를 용하여 계산하 다.

2. 분석결과

1) 기 통계분석

기 통계분석을 통해 체기간과 융 기 

이 , 융 기 이후의 국과 서울의 매매가격

지수와 세가격지수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체기간의 평균은 국의 매

매가격지수와 세가격지수는 0이고, 서울 매매

가격지수는 –2.138, 서울 세가격지수는 

0.505로 나타났다. 융 기 이 의 평균은  

국매매가격지수는 0.053이고, 국 세가격지

수는 0.322이다. 한 서울매매가격지수는 

0.327, 서울 세가격지수는 0.802로 나타났

다. 융 기 이후의 평균은  국매매가격지수

는 2.021이고, 국 세가격지수는 2.677이

다. 한 서울매매가격지수는 14.028이고, 서

울 세가격지수는 4.333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살펴본 평균은 융 기 이 과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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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후 모든 가격 변수들이 증가하 다. 특히, 

서울의 매매가격지수는 가장 가 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악된다.

체기간과 융 기 이 , 융 기 이후

의 국과 서울의 매매가격과 세가격의 왜도

는 값 3 미만, 첨도는 값 10 미만으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의 

분포는 시계열분석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 송태민․김계

수, 2012)30). 

왜도(skewness)는 분포곡선의 칭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분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친 정도를 나타낸다. 왜도가 0보다 큰 경우 

양(+)의 왜도로서 오른쪽 긴꼬리를 나타내지

만, 왜도가 0보다 은 경우에는 음(-)의 왜도로

서 왼쪽 긴꼬리를 나타낸다. 왜도를 분석한 결

과, 체기간의 국매매가격지수와 서울매매가

격지수들이 0보다 큰 양(+)의 왜도를 나타내므

로 오른쪽 긴꼬리의 형태를 지닌다. 반면, 국

세가격지수와 서울 세가격지수들은 0보다 

작은 음(-)의 왜도를 나타내므로 왼쪽 긴꼬리의 

형태를 지닌다. 융 기 이 의 국매매가격

지수, 서울매매가격지수, 서울 세가격지수들

이 0보다 큰 양(+)의 왜도를 나타내므로 오른쪽 

긴꼬리의 형태를 지닌다. 반면, 국 세가격지

수는 0보다 작은 음(-)의 왜도를 나타내므로 왼

쪽 긴 꼬리의 형태를 지닌다. 융 기 이후의 

국매매가격지수와 국 세가격지수, 서울매

매가격지수, 서울 세가격지수들은 0보다 큰 양

(+)의 왜도를 나타내므로 오른쪽 긴꼬리의 형

태를 지닌다.

첨도(kurtosis)는 분포곡선이 심으로 집

된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뾰족하거나 평평

한 정도를 보여 다. 첨도가 0보다 작은 경우(평

탄분포(platykurtic))에는 평평한 형태를 보이

지만, 첨도가 0보다 큰 경우(첨 분포

(leptokurtic))에는 정규분포보다 뾰족한 형태

를 보인다. 첨도를 분석한 결과, 체기간, 융

기 이 , 융 기 이후 모든 변수들이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보다 뾰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택시장의 경기변동

국 매매가격과 국 세가격, 서울 매매

가격과 서울 세가격들의 순환주기를 살펴보

면, 국 주택매매가격의 경기변동은 제6순환이 

진행 이고, 국 주택 세가격의 경기변동은 

제4순환까지 진행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서울 주택매매가격의 경기변동은 제7순환이 

진행 이고, 서울 주택 세가격의 경기변동은 

제5순환까지 진행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 주택매매가격의 경기변동에서 제1순

환기는 1987년 5월 을 통과한 후 토지공개

념과 주택건설200만호 건설이 발표된 이후인 

1991년 7월 정 을 기록할 때까지 50개월 간 

상승국면을 보 다. 제2순환기는 45개월간 하

강국면을 가지면서 주택200만호의 입주시기이

고 매년 50만호에서 60만호를 안정 으로 공

한 시기로 1995년 4월 을 통과한 후 외환

기 인  1997년 6월 정 을 기록할 때까지 26

개월 간 상승국면을 보 다. 제3순환은 17개월

간 하강국면을 가지면서 외환 기 이후인 1998

년 11월 을 통과한 후 분양권 매제한 부

활, 청약 1순  자격제한 부활, 신도시 건설 등 

부동산가격 안정 책으로 2003년 10월 정 을 

기록할 때까지 59개월 간 상승국면을 보 다. 제

4순환기는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해 세제강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하 는

데, 이러한 조치로 인해 15개월 간 하강국면을 

보이면서 2005년 1월 을 통과한 후 융

기 이 인 2008년 9월 정 을 기록할 때까지 44

개월 간 상승국면을 보 다. 제5순환기는 융

기 이후 짧은 7개월간 하강국면을 가지면서 

2009년 4월 을 통과한 후 2012년 6월 정

을 기록할 때까지 38개월 간 상승국면을 보 다. 

30) 이 숙․김수진․ 수  공역,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용, 학지사, 2010, p.81.

     송태민․김계수, AMOS 에서 고 까지 보건복지 연구를 한 구조방정식모형, 한나래 아카데미, 2012,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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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순환기는 11개월간 하강국면을 가지면서 

2013년 5월 을 통과한 후 2015년 3월 재

까지 상승국면에 있다. 융 기 이후 제5순환

기와 6순환기는 융 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거

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 서민․ 산층의 실수요를 한 

주택거래지원, 출지원 등에 한 시장 활성화 

정책을 계속 으로 지원함으로서 짧은 하강국면

에 뒤이은 긴 상승국면이 지속되었다. 최근 국 

주택매매가격지수의 경기는 2013년 5월 을 

통과한 후 상승국면에 있는 것으로 악된다.

<그림 2> 국 주택매매가격지수의 경기변동

참고) 음 부분은 수축기

<표 2> 국 주택매매가격지수의 경기순환 변동주기

구분 (월)

 
순환 
기간

(개월)

하강국
면 

기간
(개월)

정
(월)

정  
순환 
기간

(개월)

상승
국면 
기간

(개월)

제1순환 1987.5 1991.7 50

제2순환 1995.4 95 45 1997.6 71 26

제3순환 1998.11 43 17 2003.10 76 59

제4순환 2005.1 74 15 2008.9 59 44

제5순환 2009.4 51 7 2012.6 45 38

제6순환 2013.5 49 11

평균 기간 62.4 19.0 62.8 43.4

국 주택 세가격의 경기변동에서 제1순

환기는 1986년 1월부터의 데이터 시작 이래로 

외환 기 의 1997년 7월 정 을 통과한 상승

국면을 보 다. 제2순환기는 15개월간 하강국

면을 가지면서 외환 기 이후인 1998년 10월 

을 통과한 후 2002년 9월 정 을 기록할 때

까지 47개월 간 상승국면을 보 다. 제3순환은 

30개월간 하강국면을 가지면서 2005년 3월 

을 통과한 후 융 기 이 인 2008년 9월 정

을 기록할 때까지 42개월 간 상승국면을 보

다. 제4순환기는 7개월 간 하강국면을 가지면서 

2009년 4월 을 통과한 후 2015년 3월 재

까지 상승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국 주택 세

가격지수의 경기변동은 국 주택매매가격지수

의 경기변동과는 달리 변동 주기가 긴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3> 국 주택 세가격지수의 경기변동

참고) 음 부분은 수축기

<표 3> 국 주택 세가격지수의 경기순환 변동주기

구분
(월)

 
순환 
기간

(개월)

하강
국면 
기간

(개월)

정
(월)

정  
순환 
기간

(개월)

상승
국면 
기간

(개월)

제1순환 1997.7

제2순환 1998.10 15 2002.9 62 47

제3순환 2005.3 77 30 2008.9 72 42

제4순환 2009.4 49 7

평균기간 63.0 17.3 67.0 44.5

서울 주택매매가격의 경기변동에서 제1순

환기는 1987년 5월 을 통과한 후 토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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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 주택 세가격지수의 경기변동

참고) 음 부분은 수축기

<표 5> 서울 주택 세가격지수의 경기순환 변동주기

구분 (월)

 
순환 
기간

(개월)

하강
국면 
기간

(개월)

정
(월)

정  
순환 
기간

(개월)

상승
국면 
기간

(개월)

제1순환 1993.2

제2순환 1993.9 7 1997.6 52 45

제3순환 1998.11 62 17 2002.9 63 46

제4순환 2005.5 78 32 2008.8 71 39

제5순환 2009.2 45 6

평균기간 61.7 15.5 62.0 43.3

<그림 4>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의 경기변동

참고) 음 부분은 수축기

<표 4>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의 경기순환 변동주기

구분
(월)

 
순환 
기간

(개월)

하강
국면 
기간

(개월)

정
(월)

정  
순환 
기간

(개월)

상승
국면 
기간

(개월)

제1순환 1987.5 1991.4 47

제2순환 1994.4 83 36 1995.7 51 15

제3순환 1996.2 22 7 1997.6 23 16

제4순환 1998.11 33 17 2004.4 82 65

제5순환 2004.12 73 8 2008.9 53 45

제6순환 2009.3 51 6 2010.2 17 11

제7순환 2013.9 54 43

평균기간 52.7 19.5 45.2 33.2

념과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이 발표된 이후인 

1991년 4월 정 을 기록할 때까지 47개월 간 

상승국면을 보 다. 제2순환기는 주택건설 200

만호 건설의 입주가 시작되어 공 량이 많아지

면서 36개월간 하강국면을 가지면서 1994년 4

월 을 통과한 후 1995년 7월 정 을 기록할 

때까지 15개월 간 상승국면을 보 다. 제3순환

은 7개월간 하강국면을 가지면서 1996년 2월 

을 통과한 후 외환 기 이 인 1997년 6월 

정 을 기록할 때까지 16개월 간 상승국면을 보

다. 제4순환기는 외환 기로 인해 17개월 간 

하강국면을 가지면서 1998년 11월 을 통과

한 후 1999년 1월 이후 면 으로 분양가자율

화를 함으로 인해 2004년 4월 정 을 기록할 때

까지 65개월 간 상승국면을 보 다. 제5순환기

는 8개월간 짧은 하강국면을 가지면서 2004년 

12월 을 통과한 후 융 기인 2008년 9월 

정 을 기록할 때까지 45개월 간 상승국면을 보

다. 제6순환기는 6개월간 하강국면을 가지면

서 2009년 3월 을 통과한 후 2010년 정

을 기록할 때까지 11개월간  상승국면을 보 다. 

제7순환기는 43개월간 하강국면을 가지면서 

2013년 9월 을 통과하 지만 상승하지 못

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특징

인 것은 2008년 9월 이후 지 까지의 서울 매매

가격의 하락은 지속 인 경기침체 국면을 나타

내는 것으로 악된다.   

서울 주택 세가격의 경기변동에서 제1순

환기는 1986년 1월부터의 데이터 시작 이래로 

1993년 2월 정 을 통과한 상승국면을 보 다. 

제2순환기는 7개월간 하강국면을 가지면서 

1993년 9월 을 통과한 후 1997년 6월 정

을 기록할 때까지 45개월 간 상승국면을 보 다. 

제3순환은 17개월간 하강국면을 가지면서 

1998년 11월 을 통과한 후 리로 인해 

2002년 9월 정 을 기록할 때까지 46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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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과 계 lag1 lag2 lag3 lag4 lag5 lag6 lag7 lag8 lag9 lag10 lag11 lag12

체

기간

국
세→매매

36.029
***

4.227
**

2.887
**

3.116
**

2.113
*

1.646
1.824

*
1.578

2.011
**

1.857
**

2.061
**

2.023
**

매매→ 세
35.239

***
3.667

**
2.699

**
2.168* 1.458 1.192 1.046 0.976 0.926 0.788

2.234
**

2.275
***

서울
세→매매 0.941 0.691

4.721
***

4.233
***

3.668
***

3.361
***

3.389
***

3.206
***

3.098
***

2.905
***

2.834
***

2.644
***

매매→ 세 0.369 0.319 0.627 0.493 0.802 0.675 0.640 0.735 0.804 0.783 1.450 1.718*

융

기

이

국
세→매매

21.291
***

4.395
**

3.890
**

3.182
**

2.182
*

1.613 1.37 1.139 1.187 1.151 0.921 1.033

매매→ 세
30.824

***
4.931
***

3.719
**

3.159
**

2.216
*

1.54 1.217 1.235 1.528 1.621 1.515
1.660

*

서울
세→매매 1.145 1.652

2.373
*

2.010
*

1.724 1.436 1.16 1.021 1.112 1.05 0.917 0.897

매매→ 세 0.548 0.581
3.121

**
3.377

**
3.170

**
2.971

**
2.547

**
2.393

**
2.146

**
2.138

**
1.909

*
2.155

**

융

기

이후

국
세→매매

25.242
***

0.607 1.247 1.129
2.711

**
2.188

*
1.542 1.717 1.536 1.587 1.600 1.671

매매→ 세
31.389

***
3.202

**
2.384

*
1.749 1.777 1.453

2.044
*

1.73 1.409 1.600 1.377
2.295

**

서울
세→매매

3.463
*

4.443
**

2.174
*

3.614
***

3.058
**

1.453 1.104 1.437 1.296 1.067 1.521 1.384

매매→ 세 0.773 0.173 0.125 1.253 0.89 1.027
2.141

*
1.834

*
1.659

2.016
*

1.812
*

1.854
*

*, **, *** : 각각 유의수  10%, 5%, 1%에서 유의함.

<표 6> 국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 세가격지수의 그랜  인과 계

상승국면을 보 다. 제4순환기는 자본이득을 얻

고자 하는 서울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상 으로 32개월 간 하강국면을 가지면서 

2005년 5월 을 통과한 후  융 기 이 인 

2008년 8월 정 을 통과할 때까지 39개월 간 

상승국면을 지속하게 되었다. 제5순환기는 6개

월 간 하강국면을 가지면서 2009년 2월 을 

통과한 후 2015년 3월 재까지 정 을 향해 상

승국면을 가지게 되었다. 재 서울 주택 세가

격은 가장 오랫동안 상승하는 것으로 악된다.

3) 주택시장의 인과 계

   그랜  인과 계(Granger Causality 

Test)는 국과 서울의 매매가격 지수와 

세가격 지수의 순환 변동치를 상으로 계산

하 다. 즉, 계 조정된 매매가격지수와 세

가격지수에서 HP Filter에 의해 얻어진 추세

치를 차감하여 도출된 순환 변동치를 상으

로 계산한 것이다.

<표 6>에서 국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

수와 주택 세가격지수의 그랜  인과 계는 

체기간과 융 기 이 , 융 기 이후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체기간에서 국은 세가 

매매에 미치는 향( 세 → 매매)은  시차

(12기)에 골고루 향을 주는 반면, 매매가 세

에 미치는 향(매매 → 세)은 반(1기부터 

4기까지)에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울인 경우에는 세가 매매에 미치는 향( 세 

→ 매매)이 매우 강하게 향을 미치는 반면, 매

매가 세에 미치는 향(매매 → 세)은 거의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 기 이 에서 국은 세가 매매에 미

치는 향( 세 → 매매)과 매매가 세에 미치는 

향(매매 → 세)은 시차5까지만 향을 주는 

서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

인 경우에는 매매가 세에 미치는 향(매매 → 

세)은  시차(12기) 모두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가 매매에 미치는 향( 세 → 

매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 기 이후에서 국은 세가 매매에 

미치는 향( 세 → 매매)과 매매가 세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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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향(매매 → 세)은 서로 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인 경우에는 

세가 매매에 미치는 향( 세 → 매매)은 시

차5까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매가 

세에 미치는 향(매매 → 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 과제를 가지고 있

는데, 첫째, 국과 서울의 주택가격지수 데이터

를 가지고 Bry-Boschan 방법론을 용하여 주

택시장의 경기변동에 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국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

세가격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2008년 

9월을 기 으로 하여 공통 으로 구조  변화

(Structural Changes)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악되어 융 기 이 과 이후로 구

분하여 국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과 주택 세

가격의 인과 계변화를 통해 구조 변화의 여부

를 살펴보았다.

최근 국 주택매매가격은 융 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거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 서민․ 산층의 

실수요를 한 주택거래지원, 출지원 등에 

한 정책을 계속 으로 지원함으로서 짧은 하강

국면과 긴 상승국면으로 변화되었고, 2013년 5

월 을 통과한 후 2015년 3월 재까지 상승

국면에 있다. 이는 구 신도시  부산,  

등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택매매가격 상승

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 다.  반면, 서울 주택매

매가격의 하락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2008년 9

월 융 기 이후 지 까지 경기침체를 나타내

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이

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짐에 따라 많은 

주택 시장 참여자들은 매매 신 세수요로 

환되었다.

국 주택 세가격은 융 기 이 인 

2008년 9월 정 을 기록한 후 짧게 하락하다가 

2009년 4월 을 통과한 후 2015년 3월 재

까지 상승국면을 가지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서

울 주택 세가격도 2008년 8월 정 을 기록한 

후 짧게 하강국면을 가지면서 2009년 2월 

을 통과한 후 2015년 3월 재까지 정 을 향해 

상승국면을 가지게 되었다. 재 국과 서울 주

택 세가격은 이 과 달리 가장 오랫동안 상승

하는 것으로 악된다.

주택 시장의 구조 변화를 악하기 해 그

랜  인과 계를 살펴보면, 체기간에서 국

과 서울은 세가 매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반면, 매매는 세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악되었다. 융 기 이 에서 

국은 매매와 세가 상호 향을 주는 것으로 

악되었고, 서울인 경우에는 매매가 세에 향

을 미치나 세가 매매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 기 이후에서 국은 매매와 세가 

서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서울인 경우에는 세가 매매에 향을 미치

지만, 매매가 세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시사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주택시장의 정확한 경기변동에 한 

측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인 매매 시장의 참여

자와 공간시장의 이용자인 세 시장의 참여자

들에게 자본이득과 효용성이라는 체재의 선택

에 있어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게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실증 인 연구는 물론 연

구의 구체성으로 볼 때 상당한 의의를 가질 것으

로 생각된다.   

둘째, 주택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골자이며 

아 트의 매매가격과 세가격 동향이 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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