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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택시장 버블지표 추정연구
A Study on the Bubble Index of Regional Housing Market

1)채 수 복*

Chae, Su Bok

目 次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1. 이론  배경

2. 선행연구

Ⅲ. 분석방법론  자료

1. 분석 상  자료

2. Rolling ADF test와 버블지표

Ⅳ. 실증분석 결과

1. 단 근 검정결과

2. Rolling ADF test 결과

Ⅴ. 결론  한계

<abstract>

<참고문헌>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Despite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study on national housing market related to 

bubble in recent year, little work has been done on housing market disaggregated to 

the sub-national level. In order to diagnose the statement of the regional housing market, 

regional data is required, but these data is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diagnose the housing bubble using available regional data. Also the previous 

research has shown only the housing bubble at the entire time, which means that there 

was a limitation to figure out the statement of regional housing market.  

(2) RESEARCH METHOD

In order to complement the draw, the ADF(Augmented Dickey Fuller) unit root 

test result of the each period [rent/sale price] variable is presented using the rolling 

technique as the bubble indicator. 

(3) RESEARCH FINDING

Sale price index that are nonstationary have unit root. Conversely, r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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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s are stationary that unit root can be rejected at the one-percent level. 

2.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zed result, the housing market was overheated for 

considerable periods in our country, and it is revealed that the movement of all local 

housing market is coupling.

3. KEY WORDS

∙Sub-national level, housing bubble, Augmented Dickey-Fuller unit root test, 

rolling technique, bubble indicator

국문 록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버블 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주택시장에 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별 분석을 해서는 지역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분석은 각 지역별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시장의 버블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지 까지의 연구가 체 기간의 거품 여부만을 제공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상황을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해 Rolling 기법을 이용하여 각 기간별 임 료/주택가격 

변수의 단 근(ADF)결과를 버블지표로서 제시하 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불안정시계열을 갖고 있

으며, 반 로 임 료지수는 안정시계열 특성을 갖고 있는 버블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Rolling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상당기간 과열화되었으며 각 지역별 

주택시장이 동조화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지역주택시장, 주택거품, 부가된 디키-풀러단 근 검정, 롤링 기법, 버블지표

Ⅰ. 서 론

최근 거시 인 측면에서 주택시장을 분석하

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분석보다는 

집계화된(aggregated)지수에 국한되고 있어 

각 지역별 주택 시장에 한 분석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행하

고자 할 때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으로는 지

역별 특성 데이터가 존재하느냐 여부로 귀결되

는데, 주택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지역별 자료

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공되더라도 최근에

서야 공표되고 있어 실 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

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정책당국이 지역별 특수

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한 부동산 정책은 실효

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용 가능한 주택시장 자료를 활용

하여 각 지역별 주택 시장 황  향후 방향성

에 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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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장 단 정보 에서 주택시장이 과열화되

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버블1) 지표(Bubble 

Indicator)가 시 히 필요할 수 있다.

Stiglitz(1990)2)에 따르면 펀드멘탈  요

건이 충분하지 않은 자산 거품이 있는 상황에서 

재의 주택 가격이 높은 이유는 (가까운) 미래

에도 주택 가격이 높게 팔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정의한 것처럼 펀드멘털 요건과 다르게 주택 가

격이 과열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택

시장이 안정 인가에 한 질문에 한 답을 찾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일으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임 료의 상승은 세입자의 가계 부담을 가 시

켜왔으며 정책 당국에서는 주택가격과 세가격 

추이에 한 상당한 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재까지 세가격과 주택가격의 상호 향력을 평

가하는 연구에 집 한 반면 이를 이용하여 주택

시장의 과열화를 단하는 지표는 많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책

당국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표의 제공은 향

후 주택 시장 상황 단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구체 으로 Campbell & 

Shiller(1987)3)가 제안한 주가와 배당 간의 

스 드(spread)의 과잉 변동성 연구를 주택

시장의 주택가격과 임 료에 착안한 다수의 연

구를 기 로 하여 이들 두 변수의 안정성 여부를 

토 로 지역별 버블수 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국내 선

행연구와의 차별성은 Rolling 방식으로 각 시

별 버블수 을 진단하 다는 이다. 이는 단일

한 회귀분석의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식을 벗어

나 각 시기별 구조  변화에 맞춰 각 시기별 모수

를 개별 으로 추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이론  배경

앞서 언 한 것처럼 주택가격과 임 료간의 

계는 Campbell & Shiller(1987)4)의 주가

(stock price)와 배당 (dividend)간의 계

에서 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 인 

자산가격모형에서 언 된 자산가격은 자산(주

택매매)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인 배당

(임 료)을 재가치로 할인한다는 논리를 활

용하여 주택가격 재정방정식을 표 하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r은 이자율 혹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고정 요구수익률이다. 그리고 는 t시 에 이

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측한 합리  기

를 나타낸다. 

 
∞










  (2)

 lim
→∞


   (3)

 1) 기존의 연구에서는 과열화를 거품(bubble)이라고 표 하 으나 본 분석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거품은 시장의 가격과 자산의 근본가치와 

괴리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는데 있다. 따라서 시장이 비효율 인가 혹은 시장의 가격은 근본가치로 충분히 설명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있다. 

 2) Stiglitz, J.E., "Symposium on Bubbl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Ame rican Economic Association, 1990, 

4(2), p13.

 3) Campbell, Y. J. and R. J. Shiller, “Cointegration and Test of Present Value Model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95(5), pp.1062~1088.

 4) Campbell, Y. J. and R. J. Shiller,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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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을 다기간(k)으로 표 할 경우 식(2)

의 두 번째 항(2nd term)은 k기 동안 주택가격

의 상승율보다 할인율( )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경우 식(3)과 같이 (zero)으로 수렴한다고 가

정할 수 있다. 

 
∞




  (4)

이러한 가정은 식(2)의 첫 번째 항(1st 

term)인 미래 임 료 수익의 재가치를 식(4)

의 주택 내재가치로 표 할 수 있게 된다. 

  ,   


   (5)

그러나 식(3)의 가정을 완화할 경우 주

택가격은 식(5)와 같은 임 료수입으로 표

된 내재가치와 합리  거품항()으로 표 할 

수 있다. 식(5)의 보조식을 해석하면 재의 

거품은 미래의 상되는 거품에 한 재가

치이기 때문에 재 상되는 미래의 거품

( )은 재의 거품수

에 수익율을 더한 수 이 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특히 이 게 형성된 가격 거품은 결

과 으로 시장의 투자자들이 해당 자산의 내

재가치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 가 형성

되는데 재의 자산가치는 내재가치보다 더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합리  기

에 의한 합리  거품(rational bubble)이

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  거품을 추

정하는데 있어 할인율(수익율 )을 불변으로 

가정하는 것은 분석 인 측면에서 편리하나 

실증 으로 시간변이(time varying)를 보이

고 있어 근 방법론에 한 모순이 지 되고 

있다5). 하나의 안으로 Campbell & Shill

er(1988)6)에서는 식(1)의 할인율을 좌변으

로, 를 우변으로 이항시킨 후 로그 선형근

사(log linear approximation)를 식(6)과 

같이 제안하 다.

             (6)

  
        7)

이 경우 식(6)의 첫 번째 항 부분에 해 

1차(선형) 테일러 근사식(first order linear 

Taylor expansion)을 용할 경우 식(7)을 도

출할 수 있다. 

   ≈           ,

                  (7)

식(7)을 주택가격에 한 선형차분방정식

으로  t+1기의 주택가격  임 료는 , 1-의 

가 치로  t기의 주택가격에 반 됨을 알 수 있

다. 

    



 

∞

            

즉, 이러한 향이 무한히 지속될 경우 ln

(임 료/주택가격)은 식(8)로 정리된다. 식(8)

은 Campbell & Shiller(1987)8)에서 분석되

 5) Campbell. Y.J., Lo, A.W., MacKinlay, A.C., The Econometrics of Financial Marke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96, pp.253~286.

 6) Campbell, Y. J. and R. J. Shiller, “The dividend-price ratio and expectations of future dividends and discount 

factor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1(3), pp.195~228.

 7)        임. 

 8) Campbell, Y. J. and R. J. Shiller, loc.cit, 1987. pp.1062~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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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식가격과 배당 간의 스 드(Spread)

분석보다 실증분석이 용이하다. Crain(199

3)9)은  가 안정시계열이면, 합리  버블

이 없을 때 (  )은 안정시계열을 갖는다고 

밝힌 것처럼, ln[임 료/주택가격])이 단 근을 

갖는다면, ,  이 안정 시계열특성을 갖더라

도 합리  버블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기 때문에 Campbell & Shiller(1987)10)에

서 논의된 두 변수간 선형결합에 의한 공 분 

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한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으로서의 주택가격과 세가격이 

공표되는 것이 아니라 상 인 비율인 지수가 

공표되고 있기 때문에 로그[임 료/주택가격비

율]의 안정 시계열 여부를 단하는 것이 분석

인 측면에서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2. 선행연구

<표 1> 버블검증을 한 자료 특성

 

case1 안정시계열

case2 안정시계열 불안정시계열

case3 불안정시계열 안정시계열

case4 불안정시계열

Mikhed & Zemcik(2009)11)는 주택가

격과 임 료 자료의 불안정 시계열 여부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와 련하여 Case1의 경우 주택가격의 거품

여부에 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데, 

Evans(1991)12)은 배당 과 자산가격간의 시

계열  특성이 같고 안정 시계열이더라도 거품

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Case2처럼 

임 료자료가 불안정 시계열이고 주택가격이 안

정 시계열이 되더라도 임 료가 주택가격에 반

되기 때문에 안정 시계열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거품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혔다. 

Mikhed & Zemcik(2009)13)는 Case3의 경

우에는 명백히 거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식

(5)에서 내재가치인 임 료 부분이 안정  시계

열을 갖더라도 주택가격이 불안정 시계열을 갖

는 다는 것은 (거품항, Bubble term)가 확산

(explosive) 변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Case4의 경우 주택가격  임 료가 불안정 시

계열을 특성을 갖고 있어 거품으로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만약 두 시계열이 불안정시계열이라

도 분명하게 거품이라고 확언할 수 없는 것은 두 

시계열사이에 공 분 계에 의해 거품이 없을 

수 있는 제한  상황도 고려해야 함을 언 하고 

있다. 이는 Campbell & Shiller(1987)14)가 

거품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배당 과 자산가격이 

불안정시계열이지만 자산 가격 비 배당  비

율의 시계열은 안정시계열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힌 것과 유사하다. 후술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세가격지수의 수 변수

는 불안정시계열을 갖고 있으며 이자율이 감안

된 임 료가격지수는 안정시계열15)로 나타났

 9) Crain, R., “Rational bubbles”, Journal of Economic Dynamic and Control, North-Holl-and: 1993, 17, pp.829~846.

10) Campbell, Y. J. and R. J. Shiller, loc.cit, 1987. pp.1062~1088.

11) Mikhed, V. and P. Zemcik, “Testing for Bubbles in Housing Markets: A Panel Data Approach”,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Springer, 2009, 38, pp.370.

12) Evanse, G., “Pitfalls in Testing for Explosive Bubbles in Asset Price”, American Economic Review,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991, 81, pp.922~930.

13) Mikhed, V. and P. Zemcik, loc.cit.

14) Campbell, Y. J. and R. J. Shiller, “Cointegration and Test of Present Value Model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95(5), pp.1062~1088.

15) 이 희(2004)  이 희․ 송 (2007)에서는 주택가격()  임 료()가 로그 수 변수에서 단 근을 갖고 1차 차분변수가 

안정  시계열을 갖고 있는 특성  공 분 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펀드멘털에 기 한 재가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요소가 있음을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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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에 한 차분 변수에 해서는 모두 안정 

시계열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분석방법론  자료 

1. 분석 상  자료 

본 분석은 식(8)에서 제시한 임 료/주택

가격의 비율이 안정 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거

품의 정도를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나 우리

나라의 경우 세라는 독특한 임 문화가 반

으로 분포되고 있어 추가 인 자료 가공이 필

요하다. 재 이용 가능한 자료는 주택가격  

세가격의 상 비와 특정시 을 기 시 으로 

하여 변동수 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  세 

지수 자료만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바

탕으로 임 료지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주택가격 비 세가격 

비율을 제공하고 있는데 임 인 입장에서는 

세보증 을 획득하여 이나 다른 융투자 

행 를 통해 일정율의 수익 을 얻을 수 있으므

로 식(9)와 같은 방식의 가상 인 월단 의 임

료 수입을 환산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에 

한 상 비율을 그 로 활용하면 1998년 12월 

이후의 비율만 제공하고 있어 보다 장기의 주택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데 한계16)가 있다. 따라

서 본 분석에서는 1986년 1월부터 제공되고 있

는 국민은행17) 주택매매가격 지수  세가격

지수를 활용하여 주택가격  임 료 지수를 도

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근이 식(9)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 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이용

만․김선웅(2006)18)에서는 언 한 것처럼 국

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아 트 매매가격 지수  

세가격 지수는 상 인 지표이므로 인 

지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을 지 하 다. 이

러한 문제는 이 희․송 (2007)19)에서 지

되었는데, 매매가격지수와 세지수를 특정시

에 각각 100(본 분석에서는 2012년11월)으

로 하여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시계열을 그

로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밝히고 있

다. 따라서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세지수를 이

용한 상  비율인 식(11)이 식(9)의  

자료를 활용한 상  비율과 같아야 한다. 따라

서 식(10)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 시 인 2012

년 11월의 세지수( )를 매매가격지수 

100(=  )에 상응할 수 있도록 가

격의 상 비(


)를 곱하여 세지수

로 재조정()해야 한다.

  

 × 
    (9)

   


 ×    (10)

   

× 
   (11)

이 게 조정된 각 지역별 세지수

()를 월이자율(연 이자율20)/12)을 곱

하여 월별 임 료지수를 도출하 다. <그림1>과 

같이 각 도시별로 임 료/주택매매가격 비율

(lpr1)이 임 료지수/주택매매가격지수 비율

16) 물론, 한동근(2010)에서는 IMF 이후 국내 주택시장의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IMF 이후의 자료도 나름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

하 다.  

17) 한국감정원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장기 시계열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이  지표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제

공하는 (구) 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 조사표를 활용하 다. 

18) 이용만,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비합리 인가: 주택시장을 심으로 한 합리성 검정”, 감정평가논집, 한국부동산연구원, 2000, 제10집, 

p.39.

19) 이 희․송 , “자산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주택가격분석”.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7, 제29권 제1호, p.125.

20) 회사채 장외 3년 AA-를 기 으로 하여 월평균 연 수익률 자료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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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  각 지역별 임 료  주택가격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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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r2)과 반 으로 유사한 추이를 보일뿐만 

아니라 [부록1]에서 제시한 것처럼 각 지역별로

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기 해 세가격 지수를 변형하여 산출

한 임 료 지수  매매가격 지수의  비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나은 안으로 

단된다.

2. Rolling ADF test와 버블지표

자산가격에 한 거품 련 연구들은 체 

분석기간 반에 걸쳐 버블 여부를 진단하고  있

어 시 별 버블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Taipalus(2006)21)는 Rolling 기

법으로 ADF(Augmented Dickey Fuller)를 

분석하여 미국의 주요도시  EU 주요 국가를 

상으로 각 시 별 버블 지표를 제시하는 연구

를 시도하 다. 이와 같이 각 시 별로 버블수

21) Taipalus, K., “A global house price bubble?: Evaluation based on a new rent-price approach”, Bank of Finland 

Research Discussion Paper 29, 2006, pp.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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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회사채 수익률(시장이자율) 단 근 분석 결과



1987.1~2013.12 1987.01~1997.12 2000.1~2013.12

no trend trend no trend trend no trend trend

lag lag lag

ADF 

-0.977 -3.397 * -1.310 -0.852 -2.331 -2.491

11 2 3

주: ADF 검정은 변수가 단 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검정. AIC를 이용하여 시차를 설정하 으며 *는 유의수  10%, **는 유의수  

5%, ***는 유의수  1%를 의미함.

을 제시해  경우 해당시기의 주택시장 황  

정책 등을 매칭하여 추후 주택시장 상황을 모색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Taipalus(2006)는 아래 제시된 식(12)

의 일반 인 단 근 검정식을 사용하여 로그 주

택 임 /매매 비율(= )에 한 단 근 검정 

t-value 결과를 신22)하여 계수추정치를 제시

하 으나 본 연구는 일반 인 ADF t-value를 

제시하여 버블 수 을 단하고자 한다.  

     (12)

Rolling ADF의 결과 산출 방식을 이해하

기 해서는 일반 인 회귀분석의 측 과정과 

Rolling 방식의 측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반 인 회귀분석 측은 일정

기간 동안의 표본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추정치

를 도출하고 고정된 추정치 값에 각 시 별 데

이터를 입하여 각 시 별 측 치를 도출하

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Rolling 기법

은 각 시 별로 표본기간을 달리하면서 각 시

별로 추정치를 도출하고 각 시기별로 상이한 

추정치 값과 각 시 별 데이터를 입하여 각 

시 별 측 치를 구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따

라서 Rolling ADF는 각 시 마다 표본단 를 

변경(moving sam -pler)하면서 각 찰시기

(Windows)의 ADF 검정 결과를 연속으로 이

어서 제시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분석기간은 1987년 1월~2013년12월

이며, 보다 충분한 Sub Sample을 구성하기 

해 Window를 5년(60개월) 단 의 규모로 설

정하여 분석하 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단 근 검정결과 

식(12)의  변수에 한 단 근 검정을 

통한 거품식별의 제조건은 식(8)의 우변에 있

는 와  변수가 안정시계열이라는 조건이 

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표 2>은 할인율의 

용변수로 사용된 회사채수익률의 단 근 검정 

결과를 제시하 다. 분석결과, 체 표본기간의 

추세가 있는 경우는 단 근이 없는 것으로 제시

되었으나 외환 기 후의 표본으로 구분하 을 

경우는 추세 포함 여부와 계없이 단 근이 있

다는 (ADF 검정의)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3>는 체 표본

기간에 한 각 변수별 단 근 검정결과를 보여

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울산 지역을 제외하

22) Taipalus(2006, p20)는 3년간 분기자료로 소표본을 구성할 경우 12개의 표본으로 t-value 제시하게 되면 기각역(critical t-value) 

설정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안으로 계수추정치1)를 제시하여 버블지표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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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지역별 매매가격  임 료 지수의 단 근 분석 결과(1986.1~2013.12) 

lsale lrent lpr d.lsale d.lrent

no trend trend no trend trend no trend trend no trend trend no trend trend

lag lag lag lag lag

국
-1.71 -2.98 -3.41 *** -3.63 ** -0.51 -2.80 -3.92 *** -4.02 *** -5.88 *** -5.98 ***

9 11 11 9 10

서울
-1.51 -2.09 -3.28 ** -3.50 ** -0.44 -2.59 -4.26 *** -4.34 *** -5.81 *** -5.91 ***

10 11 11 9 10

부산
-1.95 -2.75 -2.79 * -3.75 ** -0.53 -2.71 -3.83 *** -3.89 ** -5.85 *** -5.91 ***

12 11 11 12 10

구
-1.88 -2.74 -2.38 -3.85 ** -0.61 -2.90 -5.96 *** -5.97 *** -5.96 *** -6.00 ***

4 11 11 3 10

인천
-1.70 -2.61 -3.66 * -3.67 ** -0.52 -2.90 -3.93 *** -4.05 *** -6.00 *** -6.16 ***

12 11 11 11 10

주
-2.33 -2.97 -1.88 -3.52 ** -0.65 -3.17 * -2.97 ** -3.50 ** -5.84 *** -5.91 ***

11 11 11 10 10

-0.30 -2.20 -4.09 *** -3.97 *** -0.86 -3.12 -4.43 *** -4.4 *** -6.13 *** -6.23 ***

3 11 11 12 10

울산
-2.17 -3.37 *** -2.61 * -3.58 ** -0.49 -2.83 -3.41 *** -3.41 ** -5.75 *** -5.80 ***

8 9 11 12

주: 1) ADF 검정은 변수가 단 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검정. ADF 검정의 경우 AIC를 이용하여 시차를 설정하 음. *는 유의수

 10%, **는 유의수  5%, ***는 유의수  1%를 의미함.

    2) lsale은 ln(매매가격지수), lrent는 ln(재환산 임 료지수), lpr은 ln(sale/rent)이며 d는 차분변수를 의미함.

    3) 시차는 AIC 기 으로 산정함.

고 추세가 없는 경우와 추세가 있는 경우 모두 

단 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 료의 

경우 부분23) 단 근이 없는 안정시계열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 구에서 단 근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한동근(2010)24)과 유사한 것으

로 보인다25). 

본 분석에 사용된 매매  임 료 지수는 

Mikhed & Zemcik(2009)26)에서 제시된 

Case3에 해당하는 시계열 자료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매가격이 임 료에 기 한 주택가

격()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 희․송 (2007)27)의 변수 특

성 결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버블이 존재한다

23) 부산, 구, 주 등 일부자료의 추세없는 ADF 검정에서만 단 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을 뿐 추세 고려 시  지역에서 

단 근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4) 한동근, “임 료-주택가격 비율 결정요인이 주택가격과 임 료 변화에 미치는 향: 서울, , 구의 사례”,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2010, 제67호, p.61.

25) 반면 이 희․송 (2007)1)에서는 매매가격과 임 료 모두 단 근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 것과 다른 결과를다만 이와 련하여 자료

의 분석 시기를 1987년 1월부터 2006년 9월로 조정하여 분석한 결과 단 근(Mackinnon p-value: 14.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분석기간에 따라 주택가격과 임 료간의 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시 별로 주택시장의 버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6) Mikhed, V. and P. Zemcik, loc.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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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  각 지역별 버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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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해석된다28). 한 임

료에 기 한 펀드멘털 가격이 주택매매가격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재의 주택가격에

는 재가치모형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다른 요인

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Rolling ADF test 결과 

<그림2>는 서울을 비롯한 7개 역도시  

국단  지수를 이용하여 각 시기별 버블수

을 보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

27) 이 희․송 , op.cit, p.126.

28) 한편 이용만(2000)은 Campbell & Shiller(1987), Wang(2000), 이 희․송 (2007)과 동일한 근을 시도하여 로그수 변수

에 해 주택매매가격  임 료는 단 근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두 변수간의 공 분 계가 있어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을 

제시하 는데, 분석기간을 IMF 이 기간으로 제한할 경우 유사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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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을 제공해 다. 우선, 각 시기별로 버블수

이 다르다는 이다. 이는 앞서 언 한 것처럼 

각 시기별로 버블수 을 악해야만 이에 맞는 

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기존 선행 연

구들이 지 까지의 주택시장 황에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시 에서의 

버블 수 을 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그림2>에서 제시된 우리나라의 국

평균지표의 경우 주택시장의 버블은 1990년에 

가장 높았던 시기로 나타났으며 1995년, 2000

년, 2006~7년은 비교  안정 인 시기인 것으

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각 지

역별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그림2> 

 [부록1]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각 지표의 변

동이 각 지역별로 유사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지

역 동조화 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 호(2013)29)에서 부동산시장 동조화지수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주택시장의 움직임이 비동조화

(uncoupling) 경향이 있다면 차별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지역별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한계

주택시장의 과열화 내지는 거품에 가능성

에 한 최근 연구들이 체 기간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래에 한 측   시 에서

의 응 방안에 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안  근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특히 앞서 분석된 것처럼 각 시기별

로 버블의 존재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주택

시장에 한 각 연구자들이 버블 여부에 한 

검정결과가 상이한 것은 분석기간의 범  차이

라는 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시 별 

부동산시장의 과열화 내지는 거품을 비교  쉽

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에 해서도 심을 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각 지역별로 주택시장이 다를 수 있음

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버블 여부를 측정하

으나 지역별로 차별 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동조화 되어가고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단된다. 사실 

지역별로 상이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지역차

별 논란  재정차익 등 험한 요소가 있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지역 특성에 해서도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

고 단된다. 

그러나 본 분석결과는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임 료가격지수를 이용한 단 근 근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거품가능성을 진단하기 한 최선의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용만․김선웅

(2006)30)에서는 버블검정 시 재가치를 이용

한 단 근 근법에 오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기별로 버블수 을 제

시할 수 있다는 에서 장 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다음으로 자료 가공의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분석방법론은 Campbell & 

Shiller(1987)31)의 주가  배당 간의 버블

을 진단하는 것을 응용한 것인데, 주가와 배당

과 다르게 주택시장은 규제의 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한 우리나라는 세

라는 독특한 임차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임

료가격지수가 최근에 제시되고 있어 해외 연구

와 다르게 임 료지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분석

하 다. 임 료 지수 환산 시 이자율을 이용하

29) 한 호,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동조화와 부동산담도비율(LTV)규제, 환기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상) 조만 편, 한국개발연구

원, 2013, pp.115~127.

30) 이용만․김선웅,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에 거품이 존재하는가”, 주택연구, 한국주택학회, 2006, 제14권 1호. p.29.

31) Campbell, Y. J. and R. J. Shiller, “Cointegration and Test of Present Value Model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95(5), pp.1062~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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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엄 한 의미에서는 월세 환원율을 고려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자료가 

최근에 공표되고 있어 이를 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엄 한 분석을 한 자료 축

이 필요한 것이다. 한  회사채 수익률을 리변

수로 사용하 으나 해당 변수가 안정 시계열 이

어야 하는 제조건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32)가 

있다. 이는 임 료지수가 단 근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가격지수와 이자

율이라는 두 불안정시계열에 의해 생성된 자료

라는 비 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임

료와 매매가격의 시계열 안정성이 Case3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 좀 더 

심도 높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2) 추세가 없는 경우는 ADF 검정을 기각하지 못하여 단 근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세가 있을 경우는 ADF 검정의 귀무가설

(   )을 기각하여 단 근이 없다고도 단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추세 여부에 해서는 자의 책임이라고 단된다. 그러나 

직 으로 추세가 있는 경우 추세가 없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한다면 단 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반 으로 시장

이자율은 안정시계열로 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심사자가 제기한 것처럼 2000년  이후의 시장이자율은 불안정시계열 특성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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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1] 국  각 지역별 임 료  주택가격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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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국  각 지역별 버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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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식(6, 7, 8)의 도출

t+1기의 주택가격(  )을 식(6)의 첫 번째 항에 입하면 식(6)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다.  

  


 

 


 

 
      식

한                을 변환하여 식(13)을 재정리하면 식(6)이 도출된다. 

     
          

 
≃  

 







      식(14)

이때     로 놓고 우변의 첫 번째 항에 해서 1차 선형 테일러 근사식을 용한 식(14)와 

같이 정리하면 식(15)로 정리된다. 

   ≃  
 







            식(15)

한,   


  이므로  





   의 성질을 갖는 를 이용하여 식(15)를 재정리

하면 식(16)과 같이 표 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리하면 식(7)이 도출된다. 

   ≃         
       

   식(16)

식(7)은 주택가격에 한 선형차분방정식으로, 다음의 합리  거품이 없는 제약식과 방  기

(forward looking)을 반 하여 식(17)과 같이 정리한다. 

  

 
 

∞

             식(17)

끝으로, 에 에 한 식(17)을 차감하여 입하고 이를   로 정리하면 식(8)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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