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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housing price and Chonsei price 

o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from September 2008 to September 2016 using 

the panel simultaneous equations. 

(2) RESEARCH METHOD

The endogenous variables were housing sales price and Chonsei price, and 

exogenous variables were set as mortgage loans, unsold housing,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unemployment rate and CD interest rate.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housing price model, the housing price increased 

by 1.309% when the Chonsei price increased by 1%, while the housing price decreased 

by 0.014%, 0.007% when the unsold housing and CD interest rate were respectively 

increased by 1%. According to the Chonsei price model, when housing pric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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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 Chonsei price increased by 0.345%, and when unemployment rate by 1%, 

housing price decreased by 0.001%.

2. RESULTS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it was found that predicted and actual value of 

housing price and Chonsei price approximately coincided with each other, 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y region.

3. KEY WORDS

∙Housing price, Chonsei price, CD interest rate, Panel simultaneous equations, 

Prediction

국문 록

본 연구는 2008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서울, 인천, 경기도의 자료를 이용해 패  연립방정식으로 주택 

매매, 세가격 간의 향에 한 실증분석을 하 다. 내생변수는 주택매매가격과 주택 세가격으로 하 으며 외생변수

는 주택담보 출 , 미분양주택수, 경제활동인구수, 실업률과 CD 리로 설정하 다. 주택매매가격 모형에 한 고정효

과 분석결과, 주택 세가격이 1% 상승할 때 주택매매가격은 1.309% 상승한 반면 미분양주택이 1% 상승할 때 주택매

매가격은 0.0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D 리가 1% 상승할 때 주택매매가격은 0.0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

다. 주택 세가격 모형 분석결과, 주택매매가격이 1% 상승하면 주택 세가격이 0.34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이 1%상승할 때 주택 세가격은 0.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 이션을 한 결과,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보 으나 주택매매가격과 주택 세가격 모두 측값과 실제값의 추이가 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주택매매가격, 세가격, 리, 패  연립방정식, 측력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2008년 로벌 융 기(global financial 

crisis) 이후 지역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주택 매

매가격은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는 반면 세가격

은 상승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

의 가장 큰 특징은 임 인의 입장에서는 주택구

입시 자기자본의 비 을 낮추고 버리지 기능

을 하는 장 이 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미래 

주택구입을 한 비 으로 기능을 하고 임

인에게 세 을 지불함으로서 주거서비스를 제

공 받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세가격

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상황은 임차인의 부분

을 차지하는 서민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세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집행 하 으나 

시장에서 향력은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감정원 2012년 1월부터 2017년 4월

까지 지역별 주택매매가격과 세가격 평균자료

를 살펴보면, 2012년 1월 비 매매가격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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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7%, 수도권과 서울은 약 4% 상승한 반면 

지방은 약 17%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격은 국이 약 36%, 수도권과 서울은 약 

43% 상승한 반면 지방은 약 28%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서울에 비해 지방의 집값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행정수도 이 과 각

종 공기업의 지방이 으로 인한 호재가 많이 작

용한 것으로 단된다. 세가격의 경우는 수도

권과 서울이 상승폭이 지방에 비해 약 15%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심도 있

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는 주택 세 문제이다. 

세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임 인의 경

우는 주택 매매가격이 안정하향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매매가격상승을 통한 자본이득이 어

려운 바 세보다는 월세로 환해서 안정 인 

수익을 얻으려하고 임차인은 주택가격의 하락을 

우려하여 매매보다는 세를 선호하여 세물량

의 수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재와 

같이 세가격의 상승은 추후 경기상황에 어떻

게 되는냐에 따라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으로 이

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주택 세, 매매시

장 간의 실증 으로 향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 매매가격에 세가격

이 향을 미치는지? 반 로 주택 세가격에 매

매가격이 향을 미치는지? 주택담보 출 , 미

분양주택수, 경제활동인구수와 같은 거시경제변

수가 주택매매, 세가격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 를 정량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 와 방법

본 연구는 주택 매매, 세가격 간에 미치는 

향력을 패 연립방정식을 이용해 실증분석하

다. 본 연구의 공간  범 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로 설정하 으며, 시간  범 는 

2008년 9월부터 2016년 9월로 하 다. 내생변

수는 주택매매가격과 세가격으로 설정하고 외

생변수는 주택담보 출 , 미분양주택수, 경제

활동인구수, 실업률과 CD 리로 설정하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주택

매매, 세시장에 한 선행연구와 주택가격결

정이론을 고찰한다. 3장은 분석모형으로 패 연

립방정식모형을 살펴본다. 4장은 실증분석으로 

자료설명, 단 근 검정, 패 연립방정식과 시뮬

이션 분석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5

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

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주택 매매, 세시장에 한 연구는 벡터자

기회귀모형(vector auto regressive model:VAR)

을 이용해 많은 국내학자(임승직, 19951); 조주

·임정호, 20042); 임재만, 20043); 김세완·

박기정, 20064); 임규채·기석도, 20065); 이

수, 20086); 문규 , 20107))들이 연구를 진행

하여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패 연립방정식을 

용한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1) 임승직, “주택건설과 주택매매가격  여타 주택 계 변수들의 인과 계분석”, 국토계획, 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5, 30(4), 

pp.23-37.

 2) 조주 ·임정호, “ 세과 매매가격  월세가격간의 계 연구”,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4, 10(2), pp.17-29.

 3) 임재만, “서울지역 아 트 매매시장과 세시장의 계에 한 연구”, 감정평가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04, 14(2), pp.164-177.

 4) 김세완·박기정, “VAR 모형을 이용한 부동산가격결정요인의 상  효과에 한 연구”, 한국경제학보, 한국경제학회, 2006, 13(2), 

pp.171-198.

 5) 임규채·기석도, “주택시장의 세가격과 매매가격간의 상호 계 연구”, 산업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6, 19(3), 

pp.1203-1223.

 6) 이 수, “한국의 주택가격과 거시경제: SVAR분석”.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8, 14(3), pp.129-147.

 7) 문규 ,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발견:매매가격/ 세가격을 심으로”, 산업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23(2), pp.79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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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2015)는 주택매매시장과 세시장 

간의 동학  계를 패  VAR모형을 이용해 공

간  범 는 16개 역시·도로 시간  범 는 

2006년 1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로 설정

해 로벌 융 기 ·후로 나 어 실증분석하

다. 분석결과, 주택매매가격에 체 으로 경

제활동인구는 정(+), 토지거래량은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융 기 ·후의 차

이 을 살펴보면 이 기간에는 주택매매가격에 

세가격과 CD 리는 부(-)의 향을 미친 반

면 이후기간에는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8). 

권 진 외(2013)는 수도권 토지가격과 주

택가격간의 향 분석을 패  연립방정식을 이

용해 실증분석하 다. 분석결과, 수도권 주택가

격과 토지가격은 상호 의존 이며 강한 내생  

계가 존재하 고 주택가격에 한 토지가격의 

향이 크다고 하 다9).  

조태진(2016)은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해 

주택시장을 실증분석하 다. 분석결과, 세가

격지수와 미분양아 트수의 계수값과 유의성이 

높게 나와 분석기간 동안 주택가격은 경제논리

보다는 세가격의 상승에 따른 임차인들의 매

매시장 참여와 로벌 융 기 이후 신축주택 

감에 따른 미분양 물량의 감소가 주택시장을 

견인하 다고 주장하 다10).

김문성·배형(2013)은 2003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주택정책이 

서울시 매매, 세가격에 미친 향을 패  VAR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 다. 분석결과, 규제강화

기에는 매매가격은 기 부(-)의 반응에서 후기 

정(+)의 반응으로, 세가격은 정(+)의 반응

에서 후기 부(-)의 반응으로 환되었고 규제완

화기에는 매매  세가격은 기 정(+)의 반

응에서 후기 부(-)의 반응으로 환되었다. 정부

의 정책이 가격안정을 한 목 으로 시행된다

면 규제강화정책보다는 규제완화정책이 효과

이라고 하 다11).

박헌수·유은 (2014)은 16개 시도지역에 

해 2006년 1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의 

주택가격변화의 동학  특성을 공간패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주택거래량, 건

설비용, 세매매비율, 실질소득, 경제활동 총인

구의 증가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으며, 이자율, 실업율, 고령화 비율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보 다12). 

진찬우(2016)은 주택매매가격과 세가격 

간의 시공간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하기 해 

수도권 65개 시군구를 상으로 공간  벡터자

기회귀모형(saptial vector auto regressive 

model:SpVAR)을 이용하 다. 분석결과, 주

택가격 변화량은 공간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강남구 아 트 매매가격과 세

가격간에는 체효과가 없다고 하 다. 그러나 

강남구 아 트 세가는 상 재화로서 서울 외

곽지역이나 근교의 연립다세  혹은 단독다가구 

주택이 세가격에 향을 다고 하 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결정이론과 선

행연구14)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변수설정을 

하 다. 임 료는 주택 세가격, 이자율과 유동

성은 CD 리와 주택담보 출 , 주택공 은 미

분양주택 황, 수요와 경제상황은 경제활동인구

 8) 해정, “패  VAR모형을 이용한 한국 주택 매매, 세시장에 한 연구”,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 2015, 13(2), pp.15-26.

 9) 권 진,·김병량·유정석, “패  연립방정식 모형에 의한 수도권 토지가격과 주택가격간 향 분석”. 부동산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3, 23(3), pp.207-233.

10) 조태진, “연립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한 주택담보 출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주택연구, 한국주택학회, 2016, 24, 

pp.49-65.

11) 김문성·배형, “주택정책에 한 서울 아 트 시장의 반응 분석에 한 연구”, 부동산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3, 23(1),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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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진찬우, “SpVAR-Lasso 모델링을 통한 주택 매매- 세가격의 시공간  상호작용 패턴 분석”,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016, 

pp.1-95.

14) Lastrapes(2002), 정규일(2006), 김세완·박기정(2006), 해정(2015), 조태진(201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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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실업률로 설정하 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서울, 인천, 경기도 자

료를 통합(pooling)해 내생변수에 한 외생변

수의 동시 인 향, 내생변수간의 상호 향 등 

주택시장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복합 인 계

를 고려할 수 있는 패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주택 매매, 세시장 간의 향력을 실증분석함

에 있다. 주택매매, 세가격 외에 주택시장에 

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를 4분면모형을 이

용해 설정하고 시뮬 이션을 통해 패 연립방정

식을 통해 측된 값과 실제값을 비교분석해 상

기모형이 주택시장을 측할 수 있는 도구로 사

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에 차별성이 있다.

Ⅲ. 분석모형

실제 주택시장 등 경제 상에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의해 일방 으로 향을 받는 계

가 아니고 경제변수들 사이에 서로 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즉 하나의 종속변수

가 다른 종속변수의 설명변수가 되는 등 여러 변

수간의 복잡한 계가 상호 향을 미치고 있을 

경우 단일 방정식 모형으로는 이러한 변수들 간

의 유기 인 계나 연결고리를 설명하기 어려

워진다(이무송·유정석, 2014). 

∆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주택담보대출금 ∆미분양주택수
∆경제활동인구수 ∆금리 



∆ 주택전세가격   ∆주택매매가격
∆실업률  

주택매매가격과 주택 세가격이 서로 미치

는 향을 악하기 해 앞에서 설정된 (식1), 

(식2)를 추정하면 되지만 주택매매가격과 주택

세가격은 각 식에서 종속변수이자, 서로에게 

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쓰인다. 이 경우 최소자

승법(OLS)으로 모수를 추정하게 되면 불일치

추정량을 추정하게 되므로 변수들 간에 존재하

는 동시  향 계와 유기 인 움직임을 악

하기 해 설명변수와 오차항의 상 계를 고

려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을 용할 수 있다. 하

지만 두 모형의 종속변수가 동시에 결정되기 때

문에 두 방정식의 오차항 역시 서로 상 계를 

가질 수 있다. 즉, cov(ei1,ei2)≠0인 경우 두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는 3단계최소자승법이 

개별 방정식 별도로 추정하는 것에 비해 더 효율

인 추정량을 얻는다. 이 연구에서는 과 식별

(over-identification)되는 식(5), (식6)15)

을 분석하기 해,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고 공분

산을 여 연립방정식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주

어 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는 3단계 최소자승

법으로 추정하기로 한다16).

3단계 최소자승추정법은 2단계 최소자승법

과 일반화최소자승법(GLS)을 결합한 추정방법

으로 2단계 최소자승법에 의해 모든 구조방정식

들을 개별 으로 추정한 다음 이로부터 산출된 

잔차항의 분산ㆍ공분산 행렬을 작성하되 2단계

에서 작성된 오차항의 상 계에 근거하여 

GLS 를 용하는 것이다17).

G = 방정식의 총수(내생변수의 총수)

K = 모형 내에 포함된 변수들의 총수

    (내생변수  선결변수의 총수)

M = 어느 한 특정 방정식에 포함된 내생  

외생변수들의 총수

     (K-M) ≥ (G-1)

15) 주택 세가격이 주택매매가격과 실업률에 의해서만 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리, 주택공  등 다양한 변수의 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

나 종속변수의 내생성을 분석하기 해 조태진(2016)을 참조하여 편의상 주택 세가격이 주택매매가격과 실업률에만 향을 받는 것으

로 가정하 다.

16) 김 지·이 성,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상호작용”, 지역연구, 한국지역학회, 2010, 26(4), p.26.

17) 이무송·유정석,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서울 오피스시장의 균형메커니즘 연구”,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4, 20(1),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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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설명

구분 변수 내용 비고 출처

내생

변수

주택

매매가격

아 트실거래

가격지수(패 )

2006.1

=100

한국

감정원

주택

세가격

아 트

세가격지수(패 )

2015.6

=100

한국

감정원

외생

변수

주택담보

출

주택담보

출 (패 )
십억원

한국

은행

미분양

주택 황

미분양

주택수(패 )
건

국토

교통부

경제활동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수(패 )
천명 통계청

실업률 실업률(패 ) % 통계청

CD 리
CD 리

(시계열)
%

한국

은행

〈표 2〉 기 통계량

구분 Mean Std. Min Max

서
울

주택매매
가격

134.64 7.78 116.60 156.00 

주택 세
가격

83.92 13.51 62.30 107.50 

주택담보
출

131191.40 12753.32 111203.10 166180.40 

미분양주
택 황

1990.81 957.12 241.00 4331.00 

경제활동
인구수

5259.73 113.80 4988.00 5410.00 

실업률 4.35 0.53 3.40 6.00 

인
천

주택매매
가격

149.71 9.56 134.20 171.10 

주택 세
가격

84.23 11.61 68.90 106.00 

주택담보
출

28045.25 3691.27 19405.00 34503.90 

미분양주
택 황

3770.44 1323.29 921.00 7443.00 

경제활동
인구수

1473.41 88.27 1288.00 1632.00 

실업률 4.70 0.73 3.50 6.50 

경
기

주택매매
가격

135.72 6.42 125.80 150.70 

주택 세
가격

82.23 13.98 61.10 106.40 

주택담보
출

108962.50 12503.48 83488.90 139679.40 

미분양주
택 황

20467.84 4160.19 10285.00 28399.00 

경제활동
인구수

6195.14 342.13 5583.00 6878.00 

실업률 3.60 0.62 2.30 5.60 

CD 리 2.72 0.86 1.34 6.03 

연립방정식 모형의 식별여부는 와 같은 

단계를 거쳐 과다, 과소 정여부를 단하는데, 

(식 1)의 경우 G=2, K=7, M=6로서, (7-6)

≥(2-1)로 과다식별에 해당되어 2SLS나 

3SLS와 같은 System 추정방법이 한 것으

로 단된다18).

IV. 분석결과

본 연구는 패  연립방정식을 이용해 주택 

매매, 세가격 간의 향에 한 실증분석을 하

다. 공간  범 는 서울, 인천, 경기도로 설정

하 으며, 시간  범 는 자료구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8년 9월부터 2016년 9월로 하

다. <표 1>과 같이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인 주택매매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아 트실거래가격지수, 주택 세가격

은 아 트 세가격지수를 사용하 으며 외생변

수(exogenous variable)는 주택수요·공 이

론과 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주택담보 출

, 미분양주택수, 경제활동인구수, 실업률과 

CD 리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에 한 기술통

계량은 <표 2>와 같다. 아 트실거래가격지수는 

인천이 149.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135.72, 서울 134.64순으로 나타났으며 아

트 세가격지수는 인천이 84.23, 서울 83.92, 

경기 82.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 출

은 서울이 131191.40(십억원)으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108962.50(십억원), 

인천 28045.25(십억원)로 나타났으며 미분양

주택수는 경기도가 20467.84건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인천이 3770.44건, 서울이 

1990.81건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수는 

경기도가 6195.14(천명)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 장재민, “동시특성모형을 이용한 자가용 이용수요 추정모형 개발”,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010,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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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택매매가격(左)과 세가격(右)

이 5259.73(천명), 인천 1473.41(천명)순으

로 나타났다. 실업률의 경우 인천이 평균 4.70%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4.35%, 경기도 

3.6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시경제변수인 

CD 리는 평균 2.72%로 나타났다. 내생변수

인 주택매매가격과 주택 세가격의 지역별 시계

열  추이는 <그림 2>와 같다. 

거시경제변수는 부분 불안정하다는 특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근 검정법을 이용하

여 각 변수들의 시계열 안정성을 검정한다. 패

연립방정식 추정을 해 우선 분석자료 들의 단

근 존재 여부를 검정한다. 패  단 근검정은 

수 변수와 1차 차분 변수에 해 각각 LLC검

정법(Levin-Lin-Chu Test), IPS검정법(Im, 

Pesaran &  Shin Test), ADF(Augmented 

Dickey–Fuller Test)검정법, PP(Phillips–

Perron Test)검정법을 이용하여 검정하 다.

<표 3>의 단 근 검정결과를 종합 으로 평

가하면 수 변수의 경우 CD 리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단 근을 가지는 불안정  시계열로 

나타났다. 반면, 1차 차분변수들에 한 단 근 

검정결과 모든 변수들이 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안정  시계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의 안정

성을 제고하기 해 주택매매가격, 주택 세가

격, 주택담보 출 , 미분양주택수와 경제활동

인구수는 원자료를 로그 차분하 고 CD 리와 

실업률은 1차 차분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앞서 고정효과모형이나 확률효과모형에서 

주택매매가격과 주택 세가격 모형에 내생변수

로 추정되는 독립변수가 포함되어 있어 오차항

과 변수가 독립 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명

변수의 내성성 검토를 해 표4와 같이 

Hausman 검정을 실시한 결과 1% 유의수 에

서 두 모형 모두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나 연립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연립성  오차

의 이분산성을 고려하 다.

주택매매가격 모형에 한 패 연립방정식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인 표5를 살펴보면, 주택

세가격은 주택매매가격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

분양주택 황과 CD 리는 주택매매가격에 유

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성·배형(2013), 김 재·이민환(2011)은 

주택 세가격은 주택매매가격에 정(+)의 향

을 미친다하 고 김상기 외(2010), 장세웅

(2011)은 미분양주택은 주택가격에 부(-)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주택 세가격이 1% 상

승할 때 주택매매가격은 1.309% 상승한 반면 

미분양주택이 1% 상승할 때 주택매매가격은 

0.01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

변수의 향을 보면 CD 리가 1% 상승할 때 

주택매매가격은 0.00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 규·정동 (2012), 박헌수·유은

(2014)도 주택매매가격에 리는 부(-)의 향

을 미친다고 하 다.

주택 세가격 모형의 패 연립방정식 고정

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주택매매가격이 주택

세가격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실업률은 주택 세가격에 유의

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택매매가격이 1% 상승하면 주택 세가격이 

0.34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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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택매매가격 주택 세가격 주택담보 출 미분양주택수 경제활동인구수 CD 리 실업률

LLC
검정법

C
2.187

(0.986)
2.286

(0.989)
1.462

(0.928)
-0.361
(0.359)

0.894
(0.814)

-7.806***
(0.000)

0.975
(0.835)

C+T
3.704

(1.000)
-1.597
(0.055)

0.818
(0.793)

0.011
(0.505)

9.404
(1.000)

-9.127***
(0.000)

2.095
(0.982)

N
1.065

(0.857)
5.542

(1.000)
4.090

(1.000)
-1.315
(0.094)

6.096
(1.000)

-4.394***
(0.000)

0.022
(0.509)

IPS
검정법

C
0.953

(0.830)
4.068

(1.000)
3.137

(0.999)
-1.165
(0.122)

1.516
(0.935)

-7.930***
(0.000)

-2.197*
(0.014)

C+T
3.347

(1.000)
-1.680*
(0.047)

2.432
(0.993)

-0.131
(0.448)

2.082
(0.981)

-9.485***
(0.000)

-1.247
(0.106)

ADF
검정법

C
1.963

(0.923)
0.102

(1.000)
1.303

(0.972)
9.612

(0.142)
2.604

(0.857)
69.191***
(0.000)

23.499***
(0.001)

C+T
0.176

(1.000)
11.600
(0.072)

1.252
(0.974)

5.611
(0.468)

0.458
(0.998)

79.549***
(0.000)

18.204**
(0.006)

N
1.087

(0.982)
0.003

(1.000)
0.111

(1.000)
5.905

(0.434)
0.025

(1.000)
26.560***
(0.000)

2.304
(0.890)

PP
검정법

C
3.831

(0.700)
0.033

(1.000)
1.872

(0.931)
8.630

(0.196)
2.542

(0.864)
24.636***
(0.000)

43.589***
(0.000)

C+T
1.511

(0.959)
9.474

(0.149)
0.781

(0.993)
4.390

(0.624)
20.968***
(0.002)

18.790**
(0.005)

34.088***
(0.000)

N
2.112

(0.909)
0.000

(1.000)
0.000

(1.000)
5.303

(0.506)
0.274

(1.000)
24.125***
(0.001)

2.553
(0.863)

1차 차분

구분 주택매매가격 주택 세가격 주택담보 출 미분양주택수 경제활동인구수 CD 리 실업률

LLC
검정법

C
-6.118***
(0.000)

-3.173***
(0.001)

-6.940***
(0.000)

-10.478***
(0.000)

16.323
(1.000)

-6.734***
(0.000)

4.360
(1.000)

C+T
-7.111***
(0.000)

-2.766**
(0.003)

-8.086***
(0.000)

-11.558***
(0.000)

20.946
(1.000)

-7.237***
(0.000)

7.111
(1.000)

N
-8.002***
(0.000)

-2.517**
(0.006)

-4.434***
(0.000)

-11.562***
(0.000)

-3.294***
(0.001)

-7.120***
(0.000)

-12.741***
(0.000)

IPS
검정법

C
-5.430***
(0.000)

-4.580***
(0.000)

-5.603***
(0.000)

-11.288***
(0.000)

-3.674***
(0.000)

-5.427***
(0.000)

-10.848***
(0.000)

C+T
-5.941***
(0.000)

-3.631***
(0.000)

-5.225***
(0.000)

-11.443***
(0.000)

-3.414***
(0.000)

-4.679***
(0.000)

-10.550***
(0.000)

ADF
검정법

C
54.179***
(0.000)

37.401***
(0.000)

51.861***
(0.000)

100.156***
(0.000)

26.550***
(0.000)

41.228***
(0.000)

97.144***
(0.000)

C+T
48.768***
(0.000)

27.604***
(0.000)

44.973***
(0.000)

100.827***
(0.000)

23.329***
(0.001)

31.435***
(0.000)

94.860***
(0.000)

N
79.726***
(0.000)

11.664
(0.070)

32.271***
(0.000)

197.487***
(0.000)

18.173**
(0.006)

57.561***
(0.000)

201.158***
(0.000)

PP
검정법

C
42.657***
(0.000)

39.575***
(0.000)

74.658***
(0.000)

100.778***
(0.000)

79.756***
(0.000)

35.511***
(0.000)

76.422***
(0.000)

C+T
38.653***
(0.000)

30.997***
(0.000)

66.282***
(0.000)

118.345***
(0.000)

153.078***
(0.000)

28.382***
(0.000)

181.568***
(0.000)

N
63.558***
(0.000)

42.978***
(0.000)

62.646***
(0.000)

311.563***
(0.000)

425.954***
(0.000)

51.047***
(0.000)

790.172***
(0.000)

주 : 1.†<.01, *<0.05, **<0.01, ***<0.001

    2. C: 상수항,  C+T: 상수항+추세항,  N: 모두 없음

    3. ()안은 p값을 나타냄

〈표 3〉패  단 근 검정결과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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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모형의 연립성 검정

연립성검정
고정효과 확률효과

t-Statistic Prob.  t-Statistic Prob.  

주택매매가격

모형에서의 주택

세가격 내생성

-47.690*** 0.000 -47.890*** 0.000 

주택 세가격

모형에서의 주택

매매가격 내생성

-21.220*** 0.000 -21.320*** 0.000 

주 : †<.01, *<0.05, **<0.01, ***<0.001

〈그림 3〉 주택매매가격(左), 세가격(右) 실제값과 측값

1% 상승하면 주택 세가격은 0.00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규채·기석도(2006), 해정

(2015)는 주택매매가격이 세가격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박성균·이 석

(2012), 김세완·박기정(2006)도 실업률은 주택

세가격에 부(-)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앞서 분석한 모형결과를 활용하여 설명변

수가 주택매매가격  주택 세가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측해보고자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2008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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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뮬 이션 RMSE

주택매매가격

서울 0.01467

인천 0.01102

경기 0.01262

주택 세가격

서울 0.00766

인천 0.00557

경기 0.00802

<표 5> 패 연립방정식 고정효과 추정결과

-3단계 최소자승법

주택매매가격

구분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상수항) -0.007 0.001 -6.680*** 0.000 

주택 세가격 1.309 0.116 11.302*** 0.000 

주택담보 출 0.114 0.080 1.423 0.155 

미분양주택 황 -0.014 0.004 -3.448*** 0.001 

경제활동인구수 0.036 0.068 0.539 0.590 

CD 리 -0.007 0.004 -1.811† 0.071 

R2=0.149, RMSE=0.013

주택 세가격

구분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상수항) 0.005 0.000 13.369*** 0.000 

주택매매가격 0.345 0.027 12.842*** 0.000 

실업률 -0.001 0.001 -1.660† 0.098 

R2=0.113, RMSE=0.007

주 : †<.01, *<0.05, **<0.01, ***<0.001

지의 시뮬 이션 결과와 실제 주택매매가격과 

주택 세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3>은 각 지역의 주택매매가격과 

주택 세가격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보여

다. 그림을 살펴보면 주택매매가격과 주택

세가격 모두 측값과 실제값이 비슷한 추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이 어

느 정도 주택시장을 측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표 6>의 시뮬 이션 RMSE값을 보면 

반 으로 주택 세가격모형의 측력이 주

택매매가격모형 보다 정확하 으며 지역별로

는 주택매매가격모형과 주택 세가격 모두 인

천의 RMSE값이 가장 낮아 측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08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

지의 서울, 인천, 경기도의 자료를 이용해 패  

연립방정식으로 주택 매매, 세가격 간의 향

에 한 실증분석을 하 다.

주택매매가격 모형에 한 패  연립방정식 

고정효과 분석결과, 주택 세가격이 1% 상승할 

때 주택매매가격은 1.309% 상승한 반면 미분양

주택이 1% 상승할 때 주택매매가격은 0.0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D 리가 1% 상승

할 때 주택매매가격은 0.0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세가격 모형 고정효과 분석결과, 주

택매매가격이 1% 상승하면 주택 세가격이 

0.34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이 

1% 상승할 때 주택 세가격은 0.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모형결과를 활용하여 설명변수가 주택

매매가격과 주택 세가격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측해보고자 시뮬 이션을 한 결과, 지역

별로 일부 차이는 보 으나 주택매매가격과 주

택 세가격 모두 측값과 실제값의 추이가 

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MSE값을 

보면 주택매매가격모형과 주택 세매매가격 모

두 인천의 RMSE값이 가장 낮아 측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는 정책  시사 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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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집행해야 한다.

둘째, 미분양주택수와 리는 주택매매가

격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해서는 주택공 량과 리정책을 

시장상황을 반 해 가면서 지속 으로 리해 

나가야 한다. 

셋째, 실업률이 높아지면 주택 세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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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과 세가격의 시뮬 이션 결과, 주택

매매가격과 세가격의 측값과 실제값의 추이

가 체로 일치하는 바, 정부는 본 연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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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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