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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전세 거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서울특별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남궁 수빈1) ․ 김 경완2)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산가격변수와 거시경제변수가 서울 강남 지역의 전세 거래 비율에 미치는 영향
을 구조적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전세 시장을 전세 거래 비율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 함의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5월
까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변수 선정은 Sa-ngasoongsong, Bukkapatnam(2012)의 제안에
따라 군집분석과 교차상관계수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강남의 전세 거래 비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강남과 강북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실질이자율, 가계대출로 나타났다.
구조적 오차 수정 (Structural Vector Error Correction; SVEC) 모형의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강남의 전세 거래 비율은 강남, 강북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 지수, 실질이자율, 가
계대출과 장기 균형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강남의 전세 거래 비율은 실질이자율과 강남, 강북 지
역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의 충격에 단기적으로 크게 반응하였다. 셋째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전세 거래 비율에 대한 예측 오차의 변동은 강남 주택 매매 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차가 길어질수록 그 영향이 차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용어 : 전세 거래 비율, 교차상관계수, 공적분, 구조적 오차수정모형(SVECM)

1. 서론
과거 국내 주택시장의 임대계약 형태에서 전세는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인구들이 대거 대도시로 몰려 주택수요가
급증했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비자금융을 통제하면서 개인들은 돈을 빌릴 방법이
없었다. 경제개발계획과 같은 산업화 정책에 따라 모든 자본이 산업, 수출 부문에 집
중되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들은 월세보다
는 목돈이 들어오는 전세를 선호 하였고, 전세보증금이 이자를 내지 않는 은행 대출
역할을 한 것이다(박원갑, 2013). 그러나 과거 통계청의 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 2000
년도에 임차가구 중 순수전세가구의 비중은 63.85%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에는
56.38%, 2010년에는 50.33%로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다. 반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2000년도에 25.89%, 이후 37.96%, 2010년에는
42.05%로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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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남궁수빈 ‧ 김경완

계로 볼 수 있으며 다수의 경제 주체들은 향후 전세시장의 감소와 더불어 월세시장의
증대를 점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제도 자체가 불안정해지며 전세난과 같은
서민들의 주거불안 요소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세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이슈라 할 것이다. 이에 전세 시장의 상대적인 활성화 정도를 비롯해 시장의 상대적
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전세 거래량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정책적 타겟팅에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세에 대한 정책이 장기적이
고 정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세 시장의 안정화가 우선시 되어야한다. 본 연구
에서는 전세 거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1 주택가격에 대한 선행연구
국내 주택시장에 대한 연구로서 노상윤(2010)은 서울 지역의 매매가가 서울 지역
의 전세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서울 주택 가격의 정체와 하락
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가격 상승 기대가 불확실한 가운데 주택투자수요는 5대광역시
로 이동되고 광역시 매매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최희갑
(2013)은 1999년 1분기~2013년 1분기의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이자율에 대해 음(-)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과 국내 이자율의 상승 충격은 주택 가격
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홍성화, 박창수(2013)는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주택 시장의 내생변수들이 아파트 전세 가격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홍성화(2013)는 서울시 아파트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만이 전세가비율의
유의미한 변수이며,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매매가격의 상승이 곧바로 전세가 비율의 하락으로 나타나며 주택 매매가격
의 상승은 전세가 비율을 낮추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1.2 주택시장의 동태성에 관한 선행연구
주택시장에서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Lastraps(2002)는 미시경제학적인
입장에서 VAR모형과 동태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주택 가격과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동
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김우석, 임인섭, 오현탁(2013)은 VAR모형을 통해 거시경제
변수인 소비자 물가지수,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대출 금리등과 주택 매매 가격 지
수, 주택 전세 가격 지수간의 동태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정주희, 김호철(2011)은 수
도권시장을 세분화하여 주택 가격과 거래량의 인과성 및 동태적 관계를 규명하였으
며, 서울 강남 지역은 주택 거래량이 가격보다 선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전해정
(2012a)은 VAR모형을 통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실 거래량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매매 가격의 변동과 거래량 변동은 상호연관이 있으며 연속적 정보가설
이 적용됨을 밝혔다. 또한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경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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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임재만(2011)은
GARCH모형과 PVAR모형을 이용하여 주택 시장의 변동성과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
다. 주 변수로는 주택 가격과 거래량, 물가, 대출 시장, 채권 및 주식 시장을 이용하였
으며 이를 중심으로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거래량의 증가는 항상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은 거래량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는 대출, 채권, 주식 시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서울시 강남 지역에 관한 선행연구
전해정(2012b)에 따르면 강남 지역이 강북 지역보다 경기변동 및 부동산금융의 변
동을 많이 받고 있으며, 문규현, 이동희(2011)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타 지역의 매매 가격을 선도한다. 또한 정주희, 유정석(2011)은 강
남3구가 강북 및 수도권의 주택 가격을 1개월의 시차로 선도하는 것을 밝혔다. 이에
수도권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강남 주택 시장과 그 자신의 시장에서의 거래활
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강남3구지역과 경기 일부지역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것과 강남의 주택 거래량이 수도권 하위시장의 거래량에 파급 효과
를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경훈, 장호면(2016)은 VAR모형을 이용하여 서울 지역의
강남과 강북, 그리고 주변 수도권의 주택 시장의 동태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강남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강남 전세 시장의 실질 수요자들이 강북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전세 시장 수요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였다. 정주희, 김호철(2011)은 서울
을 포함한 수도권의 모든 하위시장에서 주택 가격과 거래량간의 양 방향의 상호의존
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1.4 모형의 타당성에 관한 선행연구
문권순(1997)에 따르면 다변량 시계열 모형에서 주로 쓰이는 벡터 자기회귀모형과
벡터 오차수정모형은 모형 내 모든 변수들에 대한 시차변수들을 동시에 이용하여 분
석하고, 특정한 경제이론을 기초로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관찰되는 정보를 최대한 이
용하여 현실경제를 분석한다. 그러나 SVEC 모형은 공적분 관계가 있는 내생변수 간
상호 관계에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제약을 부과할 수 있는 모형이다(KPSW , 1991).
박준용(1997)은 SVEC 모형을 베이지안 모델, 벡터 오차수정모형 및 벡터 자기회귀
모형 등 3가지 모형과 비교한 결과, SVEC 모형의 추정 결과가 이론적 결과에 부합하
고 예측력 또한 여타 다른 시계열모형에 비하여 크게 뒤처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홍균, 박승준(2012)은 SVEC 모형은 장기 균형 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오차
항의 식별을 통하여 고려하고자 하는 가정들을 통한 제약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장
점으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로 입증된 부동산 시장의 요충지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활발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세 거래 비율을 목표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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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다. 전세 거래 비율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강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그 함의를 고찰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주택 거래량과 주택
가격,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동태적인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전세
거래 비율과 자산가격변수, 거시경제변수와의 동태적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에 사용된 모형은 내생변수들 간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순수한 충격반응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조적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였다. 구조적 오차수정모형은 여타 다변량 시계열
모형과 마찬가지로 충격반응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통해 변수들의 예측변동요인을 분해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SVEC 모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설
명하고, 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을 나타내었다.

2. 구조적 벡터 오차 수정 모형
일반적으로 다변량 시계열 모형으로 벡터 자기회귀모형 (Vector Autoregressive;
VAR), 벡터 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VEC) 등으로 변수들 간 상호 영
향을 분석할 수 있다. 비정상(Non-stationary) 시계열 변수를 포함한 VAR의 경우 차
분(Difference)으로 단위근(Unit Root)을 제거하여 모형 적합을 시도한다. 김홍균과 박
승준(2012)가 언급한 것과 같이 불안정한 시계열 변수로 VAR모형을 적합할 때 차분
을 통한 모형 적합을 하지만, 변수들 간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가 존재할 경우 차
분으로 인해 장기 균형 정보의 손실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VAR 모형의 한계
를 보완한 VEC 모형은 공적분 관계를 모형 내에 고려함으로써 변수들의 장기 균형관
계와 단기 움직임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Engle, R. F. &
Granger, C. W. J. 1987). 그러나 축약형 VAR모형 또는 VEC 모형에서 고려하는 축
약형 교란항을 그대로 식별할 경우 순수한 충격반응을 얻어 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King, Plosser, Stock and Watson (KPSW , 1991)는 축약형 VEC모
형에서의 교란항을 이용하는 대신 내생변수들의 관계에 제약을 부과하여 구조적인 교
란항을 식별하는 과정을 통해 변수들 간 순수한 충격반응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조적
오차수정모형(Structural Vector Error Correction; SVEC)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생변수 간 상호 관계에 제약을 부과하여 구조적 교란항을 식별할 수 있
는 구조적 벡터오차수정(SVEC) 모형을 고려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K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벡터          ⋯      에 대한 p차

구조적 오차수정 B-모형(p-th SVEC B-Model)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Lütkepohl,
2005).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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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에 나타난 SVEC 모형과 기존의 VEC 모형과의 차이는 오차항에 있다. 식
(2.1)에서   는 구조적 충격(Structural Impulse)를 의미하고, 독립적으로 K차원 다변
량 정규분포인     를 따른다. 와 는 각각 지연 벡터(Loading Vector)와 공적
분 벡터(Cointegration Vector)를 의미하고, 행렬  는   의 원소들 간의 관계, 즉  
의 오차들 간의 동시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이다. 그러므로 SVEC 모형에서 고려
하는 제약 조건은  행렬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다.   가 VEC모형의 오차 즉, 축약
형 오차라고 하면       ,   ∼   ,     ′ 이고 VEC의 오차항   에 동시
적인 영향에 제약을 주게 되어 나타난 구조적 오차항  으로 표현되는 관계를 나타낸
다. 따라서   는 구조적 충격을 나타낸다. 이때 SVEC 모형을 식별하기 위한 제약의
수는    개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에 행렬  를 이용하여 구조적 모
형을 식별해야 한다. 이때  는  ×  의 행렬이므로   의 원소를 갖는다. 이때   의
분산이 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의 원소가 알려져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의 제약을 하게 되면 유일한   개의 원소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Lütkepohl, 2005; Pfaff, 2008).
식 (2.1)의 SVEC 모형은 Granger’s Representation Theorem에 의해 벡터 이동 평
균(Vector Moving Average : VMA) 과정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Johansen, 1995).


   

∞

    

 



 




여기서   는 초기값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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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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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추세(Common Trend)를 의미하며,   는 구조적 충격의 장기적인 영향을 나타낸
∞

다.

  






   에서

lim  이므로 시차가 길어질수록   은 0에 수렴한다. 또

→∞

한 식 (2.2)의 행렬  는 식 (2.1)에 나타난 SVEC 모형의  와 같은 행렬이므로  행
렬이 구조적 충격의 단기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SVEC 모형은 축약형 모형과 대응관
계를 가지므로 추정과정은 축약형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계수와 오차항의 공분산행렬
을 이용하여 구조 모형의 계수와 분산을 복원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구
조 모형의 계수와 분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제약조건이 필요하게 되며 제약은 가정
을 통해 모수의 추정 값을 사전에 결정짓는 것이다. SVEC에서 구조적인 제약은 장기
적 영향을 나타내는  행렬과 단기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행렬에 제약을 부과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부분은 계수(Rank)이다. 변수들 간의 개의 공적분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의 계수는   이고  에 들어갈 제약의 수는   개다. 따라서 모형식
별을 위해 필요했던 제약의 수가     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제약의 수는        개 이다(King et al, 1991; Gonzalo &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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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가격변수와 거시경제변수 등으로 이루어진 내생변수들의 구조적 오차수정모형
식별을 위해서는       로 나타나는 구조적 오차항에 가정을 통한 제약이 필요하며
 에는 r개의 열에 제약을 부과하여야 한다.
경제 이론에 관한 실증 연구에서는 SVEC 모형을 통해 제약을 부과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노동, 고용 등 시장에서의 인과 관계에 관한 이론적 가정을 이용하여 이뤄
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의 주제는 전세 거래 비율을 목적 변수로 하고 있으
며 타 변수들 간의 제약 부과 과정에서 경제 이론에 따른 가정 설정에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 <표 2.1>과 같은 제약
을 부과하였다.
<표 2.1> Restriction of Short & Long run Term
Restriction
1
2
3

전세 거래 비율과 가계대출은 강남 주택 매매 가격, 강북 주택 매매 가격, 실질이자율
에 영향을 받지만 주지는 못한다(김우석, 임인섭, 오현탁, 2013; 송상윤, 2016).
강남 매매 가격은 강북 매매 가격을 선도한다. 즉 강북 매매 가격은 강남 매매 가격
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문규현, 이동희. 2011; 정주희, 유정석, 2011).
당월 이자율은 당월 전세 거래 비율과 당월 강남 및 강북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받지는 못한다(전해정, 2012b).

전세 거래 비율의 경우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제약조건을 설정하려했으나 전세
거래 비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 기존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주택 거래량에 관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전세거래량이 많다고 하여 전세거래 비율이
높다고 말할 수 없듯이 주택 거래량과 전세 거래 비율에 관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
지 못하여 전세 거래 비율에 대한 제약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 부분이다.
이후 실증 분석에서는 위 <표 2.1>의 장기와 단기의 제약조건을 이용하여 구조적 오
차수정모형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거시경제변수 및 자산가격변수가 전세 거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실증분석
3.1 분석 데이터 및 사전 처리
실증분석에 앞서, 분석데이터와 데이터의 사전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 <표 3.1>은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변수와 자료 출처를 나타낸다. 데이터의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65개의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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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Description of Variables
Variable Label

Variable

Data Source

Reference

NAM

강남 전세 거래 비율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계절 조정

NSP

강남 주택 매매 가격 지수

KB 주택가격동향

계절 조정

BSP

강북 주택 매매 가격 지수

KB 주택가격동향

계절 조정

NJP

강남 주택 전세 가격 지수

KB 주택가격동향

계절 조정

BJP

강북 주택 전세 가격 지수

KB 주택가격동향

계절 조정

NJDS

강남 전세 수급 동향 지수

KB 주택가격동향

계절 조정

BJDS

강북 전세 수급 동향 지수

KB 주택가격동향

계절 조정

INDUS

산업 경기 지수

한국 은행

계절 조정

SIM

소비자 심리 지수

한국 은행

계절 조정

RATE

실질 금리

한국 은행

.

LOAN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한국 은행

계절 조정

<표 3.1>에 정의된 변수 중에서 전세 거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전세
매매  준전세  준월세  월세  전세
이때 전세는 보증금 이외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순수한 전세의 형태를 의미한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시스템의 2011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거래자료를 통해 구성하였으며 대부분의 주거형태(아파트, 단독, 다
세대, 다가구, 연립)를 포함하고 있다. 위 <표 3.1>의 변수들은 Lastraps(2002), 김우
석, 임인섭, 오현탁(2013), 정주희, 김호철(2011), 임재만(2011) 등의 연구를 종합하여
주택 시장에서의 동태적인 영향이 있는 거시경제변수와 자산가격변수로 설정하였다.
자산가격변수로는 강남과 강북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와 주택 전세 가격 지수를
사용하였다. 강남 지역의 김경훈, 장호면(2016)의 연구 결과로 전세 거래와 매매 가격
간의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임재만(2011)과 정홍일, 이현석, 이
상선(2012)의 연구에서 주택 시장에서의 동조화현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강남 매매
가격 지수와 강남 전세 가격 지수를 선택하였다. 강북 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이 거래
량에 영향을 준다는 정주희, 김호철(2011)의 연구 결과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간의
관계가 있다는 노상윤(2010)의 연구와 더불어 강남, 강북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동태적
인 관계와 강북 매매 가격과 강남 전세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김경훈, 장호면
(2016)의 연구를 참조한 결과, 강북 시장의 매매 수요자들이 주택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강남 전세 시장 수요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강북의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를 강남 전세 거래 비율의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또
한 전세 수급은 전세 거래량에 주요한 영향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전세 수급 동향 지
수를 포함하였다. 이외 거시지표들은 경제성장률의 대리변수로 주로 이용되는 산업경
기지수(INDUS)를 포함하였으며 소비자심리지수와 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및 실질이자율을 포함하였다. 이때 실질이자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명목
이자율(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AA-),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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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실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명목이자율  물가상승률
실질이자율    
  물가상승률
<표 3.1>에 있는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아래 <표 3.2>에 제시하였다.
<표 3.2> Statistic of Variables
Variable
Label

Mean

Standard
Deviation

J-B
Min

Max

Skewness

Kurtosis

NAM

0.4995

0.0718

0.3721

0.6196

-0.2944

-1.0806

NSP

97.1896

2.0619

94.5670

100.5470

0.1477

-1.6521

BSP

97.6721

1.6833

95.4580

100.6030

0.0885

-1.5598

NJP

87.4204

7.7428

73.5580

101.0400

0.2171

-1.1410

BJP

88.2062

7.2163

75.1930

101.4680

0.2837

-1.0441

NJDS

174.6470

15.8109

138.5230

195.9840

-0.7112

-0.5157

BJDS

175.0738

16.5677

131.2420

195.0880

-0.8917

-0.1466

INDUS

106.7092

2.8404

99.4000

112.8000

0.0383

-0.6336

SIM

96.9538

5.7130

88.0000

111.0000

0.7330

-0.2016

RATE

3.1799

0.8640

1.9087

4.6811

0.0419

-1.2350

LOAN

693.4912

67.3078

593.5059

843.3483

0.5854

-0.7931

Statistic
(Prob.)
3.8019
(0.1494)
7.2648
(0.0265)
6.3003
(0.0429)
3.7084
(0.1566)
3.528
(0.1714)
6.2588
(0.0437)
9.0333
(0.0109)
0.863
(0.6495)
6.1328
(0.0466)
3.7872
(0.1505)
5.3068
(0.0704)

위 <표 3.2>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강남 전세 거래 비율에 대한
평균이 약 0.5이므로 강남 지역의 전체 거래량 중에 전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
할인 것을 감안할 때, 다른 주거형태의 거래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이뤄짐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강남, 강북 매매 가격과 강남, 강북의 전세 가격들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평균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전반적으로 왜도가 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대칭적인
산포를 갖고 있으며 첨도가 음수이므로 정규분포보다 완만한 형태의 분포를 갖는다.
그리고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Jarque Bera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정규분포를 따른다.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은 월별 데이터로 구성되어 실질 이자율을 제외하고 모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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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적 요인이 변동에 내재되어 있다. 계절 성분은 변수들의 실질적인 움직임과는 무관
하게 매년 일정한 패턴에 따라 반복되어 장기적인 추세나 경기 순환의 움직임을 식별
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분석에 앞서 계절성분을 제거해야 한다. 계절조정 방법에는
통상적으로 미국 상무부에서 개발한 X-12 ARIMA와 스페인 중앙은행의 TRAMOSEATS 기법이 그 성능을 인정받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Stuart Scott, 2007). 본 연구
는 이중에서 X-12 ARIMA의 방법으로 계절 조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강남 지역의 전세 거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자산가격변수와 거시경제변수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Sa-ngasoongsong,
Bukkapatnam(2012)는 다변량 시계열의 모형 추정에서 모든 변수를 모형의 시스템 내
에 추가할 경우 모수의 과추정(Over-Parameterization) 문제가 발생하여 추정의 효율
성이 떨어진다는 Trade off 문제를 지적하고 다변량 시계열 모형에서 변수 선택의 방
법론을 제시하여 많은 모수로 발생하는 추정의 비효율성과 예측오차를 줄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Sa-ngasoongsong, Bukkapatnam(2012)의 제안에 따라 군집분석과
시계열의 사전백색화(Pre-whitening)를 통한 교차상관계수를 기준으로 변수를 선택하
였다. 또한 약외생성 검정(Weak Exogeneity Test)과 그레인져 인과분석(Granger’s Causality
Test)을 통해 유의한 변수들의 내생성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변수 선정의 과정과 결
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적합한 시차 1에서 강남 지역의 전세 거래 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수준 변수는 각각 강남 주택 매매 가격(NSP), 강북 주택 매매 가격(BSP), 실질
이자율(RATE), 가계대출(LOAN)로 나타났다. 강남의 전세 거래 비율에 대해 전세 가
격 지수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변수 선정 결과 전세 가격 지수 대신에 강남
과 강북지역의 매매 가격 지수가 선정되었다. 이는 김경훈, 장호면(2016)의 연구에서
강남과 강북의 매매 가격이 강남, 강북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에 비추어볼
때 강남과 강북의 매매 가격의 효과가 전세가격의 효과를 커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실증분석에서는 위 4개의 변수를 고려하여 전세 거래 비율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 3.1>은 전세 거래 비율과 유의한 자산가격변수, 거시경제 변수의 시계
열 추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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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Graph of Variables

<그림 3.1>을 보면 강남지역의 전세 거래 비율이 2012년 9월까지 상승하는 모습
을 보이며 2014년 12월까지 큰 변동 폭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초부터
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질 이자율의 경우 2011년 1월
에 4.7% 수준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남지역과 강
북지역의 매매 가격은 2012년을 전후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4년도를
전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계대출의 경우는 이자율과 반대로 2011년 1월부터 590조 수준에서 현시점 840조까
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2 정상성 및 공적분 검정
실질적인 모형 적합에 앞서 벡터 시계열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시계열의
정상성(Stationarity)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안정적이지 못한 시계열로
인과모형을 적합할 경우에 관계가 없지만 표면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
이는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박준용 외, 2002). 변수
선택 후 모형의 적정 시차를 결정하기에 앞서 변수들의 단위근 검정(Augmented DickeyFuller Test)을 실시하여 변수들의 정상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분석에 고려한 모든 변
수들이 확률적 추세를 갖는 I(1) 계열로 나타났다(Walter Enders, 2010).
강남지역의 벡터 시계열    

 

                을 이용

한 모형의 적정 시차를 결정하기 위해       에 대한 VAR(p)모형을 적합한 후 정보
기준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적정 시차가 1이었다. 이때       의 원소들이 각각 I(1)
과정이고 모든 변수들이 I(1) 과정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론적으로 변수들 간에 장기적
균형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변수들 간에 정확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단순히 I(1) 과정을 따른다는 조건 뿐 아니라 공적분 검정을 통해 변수들 간에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지, 즉 장기적 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적분 관계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VAR 모형을 적합할 경우에 장기균형의 정보를
손실할 수 있다. 아래 <표 3.3>에서는 강남 벡터 시계열의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
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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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Cointegration Test of NAM
Null Hypothesis

Trace Statistics

    
   ≤ 
   ≤ 

Critical Value
10%

5%

1%

102.82

83.20

87.31

96.58

66.75

59.14

62.99

70.05

35.52

39.06

42.44

48.45

   ≤ 

19.42

22.76

25.32

30.45

   ≤ 

8.26

10.49

12.25

16.26

<표 3.3>에 나타난 요한슨(Johansen) 검정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공적분 벡터가
2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적분 관계가 2개 존재하는 구조적 오차수정
모형 (SVEC)을 적합하고 강남과 강북의 전세거래비율에 미치는 요인들과 그 상호연
관성을 분석하였다.
3.3 모형 추정
SVEC 모형의 추정에 앞서, 각 변수들의 장기적 균형 관계를 살펴봤다. 다음 <표
3.4>은 강남지역의 벡터시계열    

 

                의 공

적분 추정 결과이다.
<표 3.4> Estimated coefficients of Cointegration vector and Loading vector of NAM
Equation

NAM

NSP

BSP

RATE

LOAN

Trend




1

-1.6568

1.5126

0.8337

0.0405

-0.1219

(-12.5314)

(-18.9508)

(-18.5254)

(-15.2080)

(-11.3179)

-0.0047

0.0432

-0.0892

-0.0790

-3.9792

(-2.6850)

(0.9818)

(-16.0452)

(-1.3992)

(-1.2033)




<표 3.4>에는 공적분 벡터(Cointegration Vector)와 지연 벡터(Loading Vector)의
추정 결과와 t통계량 값을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추정 결과에 있는 모든 t통계량 값은
1000회의 붓스트랩핑을 통해 얻은 95%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추정 결과
강남 매매 가격과 강북 매매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강남의 전세 거래 비율과 장기
균형 관계가 있으며 균형의 부호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세가 존재하여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세 거래 비율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다시 장기 균형을 회복하는 정도를 나
타내는 지연 벡터를 보면 가계 대출의 균형이탈이 발생했을 때 다른 변수들보다 더
강하게 균형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SVEC 모형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자. 구조적 오차항의 순수한 충격을 식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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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앞서 식 (2.2)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구조적 오차수정모형은


   

∞

    

 










  로 표현 할 수 있다(Johansen, 1995). 공적분

검정 결과 2개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의 계수(Rank)는 3
이고  에 들어갈 제약의 수는 최소 6개다. 따라서 모형식별을 위해 필요했던 제약
의 수가 10개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제약의 수는 4개 이다. 추
가제약을 포함한 장기 행렬  , 단기 행렬  는 강남 지역일 때의 구조적 오차항
                  에 대해 <표 2.1>과 같이 3가지의 제약을 부
과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행렬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가지 제약을 통한 구조적 모형 식별 결과, 유의수준 5%에서 <표 2.1>의 제약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3.5> 및 <표 3.6>는 위의 3가지 가정에 따른 장,
단기 행렬에 제약을 부여한 강남지역의 구조적 오차수정모형에서 장, 단기 행렬의 추
정결과이다. t통계량 값은 괄호 안에 제시되었다.
<표 3.5> Estimated Coefficients of Long-run Impact Matrix of NAM
Equation











NAM

0

-0.0050

-0.0052

-0.0013

0

(-1.2970)

(-2.6243)

(-0.6886)

NSP

0

0.9300

0

-0.2719

(1.7291)
BSP

0

RATE

0

LOAN

0

0

(-1.1225)

0.7696

0.0560

-0.2692

(1.6812)

(3.0069)

(-1.2759)

0.0774

-0.0102

0.1180

(0.9138)

(-0.3608)

(2.7260)

7.8374

-1.7540

-3.4712

(1.6749)

(-2.5188)

(-1.534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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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Estimated Coefficients of Contemporaneous Impact Matrix of NAM
Equation
NAM
NSP
BSP
RATE
LOAN











0.0033
(0.9346)
0.0435
(1.1274)
0.0057
(0.3137)
0

-0.0227
(-5.0428)
0.0672
(5.1897)
0.0396
(4.9478)
0

-0.0023
(-0.0370)
0

-1.0473
(-1.0240)

0.6318
(1.5976)

-1.8532
(-2.4500)

-0.0045
(-1.2825)
-0.0261
(-1.7445)
-0.0326
(-3.3667)
0.0856
(6.2010)
-0.1526
(-0.4276)

0.0048
(0.6421)
0.0291
(0.6411)
0.0344
(0.8631)
0.0255
(0.6850)
0.2482
(0.6237)

0.0254
(2.9866)
0

<표 3.5> 및 <표 3.6>의 결과를 보면 강남의 전세 거래 비율은 단기적으로 강남,
강북의 매매 가격, 실질이자율의 변동에 음(-)의 영향을 받고 전세 거래 비율과 가계
대출의 변동에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 매매 가격에 가장 큰 영
향을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강남 매매 가격, 강북 매매 가격, 실질이자율의 변동에 음
의 영향을 받고, 가계대출과 자체 충격은 <표 2.1>의 제약으로 인해 0의 값을 갖는
다. 이는 후술되는 충격반응함수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충격반응함수
충격반응함수는 시계열 변수들 간의 오차항에 대한 충격 효과를 나타낸다. 시차에
따라 단기적인 충격과 장기적인 충격을 식별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3.2>는 변수들의 충격이 강남 지역의 전세 거래 비율에 미치는 반응
을 보여주는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낸다. 이때 1000회의 붓스트랩핑을 통해 얻은 95%
신뢰구간을 붉은 점선으로 포함하였다.

<그림 3.2> Impulse Response of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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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3.2>를 살펴보면, 강남 전세 거래 비율의 자체적인 한 단위 충격에 대
하여 바로 양(+)의 반응을 보이다가 4개월 이내에 다소 약한 정도의 음(-)의 반응으로
전환되고 그 후 다시 양의 반응을 보이면서 점차 그 반응이 0으로 수렴한다. 강남 매
매 가격의 한 단위 충격이 발생할 때는 강남 전세 거래 비율이 즉각적으로 감소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로 인한 충격은 약 20개월까지 반응이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일
정한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의 매매 가격에 한 단위 충격이 발생
했을 때 강남은 즉각적으로 감소하는 영향을 받는다. 약 4개월 이후엔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반응을 보인다. 또한 강남과 강북의 매매 가격 충격은 전세 거래 비율에 음(-)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질이자율에 한 단위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전세 거래 비율
이 즉각적으로 감소하는 반응을 나타났고 시차를 두고 전세 거래 비율이 약 1년 동안
증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1년 후에는 아주 약한 음(-)의 반응이 지속된다. 가계대출의
한 단위 충격의 경우에는 강남지역의 전세 거래 비율은 즉각적으로 양(+)의 반응을
보였다.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충격에 대한 반응이 지속되다가 점차 0으로 수렴한다.
3.5 예측오차분산분해
예측오차 분산분해는 내생 변수들 간 예측 오차의 분산에서 각 변수의 변동 요인
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특정 변수의 변동이 자기 자신과 다른 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즉, 예측오차의 분산을 모형 내 내생
변수들의 충격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분해함으로써 각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할
수 있다(김홍균, 박승준, 2012). 목표변수인 강남의 전세 거래 비율에 대한 5기까지의
예측오차 분산분해의 결과를 <표 3.7>에 제시하였다.
<표 3.7>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of NAM
Step
1
2
3
4
5

NAM
0.0194
0.0181
0.0140
0.0111
0.0095

NSP
0.9050
0.8939
0.8845
0.8857
0.8861

BSP
0.0001
0.0257
0.0488
0.0586
0.0648

RATE
0.0349
0.0310
0.0293
0.0257
0.0235

LOAN
0.0406
0.0313
0.0235
0.0189
0.0161

1기에서부터 5기까지 강남 전세 거래 비율에 대한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전세 거래 비율에 대한 자체적인 예측오차의 변동은 예측 시차가 멀어질
수록 그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의 매매 가격은 전세 거래 비율의 예
측 오차의 변동에 8할 이상으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
중이 차츰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강북 매매 거
래는 시차가 점차 늘어날수록 그 비중이 차츰 증가하였다. 실질이자율과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면서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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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산변수와 경제변수가 서울시 강남 지역의 전세 거래 비율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변
량 시계열 모형에서의 변수 선택 방법을 적용하여 전세 거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한 결과, 실질이자율, 가계대출, 강남과 강북의 매매 가격 지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했으며 이 변수들을 통해 강남의 전세 거래 비율을 구조적 오차수정모형
(SVEC)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적 오차수정모형의 식별 및 추정을 위해 장단기
제약을 주어 모형을 식별하였고 내생변수 간 2개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충격반응함수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남, 강북의 매매 가격
지수의 충격에 대해 서울시 강남 지역의 전세 거래 비율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
다. 임재만(2011)과 허윤경, 장경석, 김성진, 김형민(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주택 가
격이 증가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동조화현상을 고려해보면, 강남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강남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로 인
해 상대적으로 전세 거래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강북의 매매 가격
의 상승은 강남의 매매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므로, 이에 강남의 전세 거래 비율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부분에서 강북의 매매 가격 상승으로 강북 주택 매매
수요자들이 강남 전세 수요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강북의 매매 수요자
들 중 일부가 강남 전세 수요자로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강남의 매매 거래량이 증
가할 때보다 전세 거래 비율에 대한 영향이 더 작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정홍일, 이현석, 이상선(2012)는 주택 시장에서의 동조화현상이 거시경제변수의 외
부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거시경제변수를 같이 고
려하였으며 전세 거래 비율에 대한 반응으로 주택 시장에서의 동조화현상을 간접적으
로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실질이자율의 충격에 대해 단기적으로 전세 거래 비율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실질이자율의 증가 충격에 대해 전세 거래 비율
이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서 실질이자율의 증가로
임대인이 월세수익률과 무차별한 전세거래를 함으로써 전세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장효선, 김재우 2016). 이는 투자 수익률 혹은 실질이자율의 감
소로 인한 전세 거래 비율의 하락 현상을 역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해주는 결과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의 실증 분석 기간인 2011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실질이자
율이 감소한다. 따라서 장효선, 김재우(2016)가 언급한 실질 이자율 감소 충격으로 인
하여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과 임차인의 전세 선호 현상이 맞물려서 전세 거래 비
율이 감소하는 반응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전해정(2012b)의 연구에서 회사채수
익률의 충격이 단기적으로 주택 매매 가격의 양(+)의 영향을 주다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의 동조화현상과 연관 지어 고려하면 실질이자율이
전세 거래 비율에 음(-)의 영향을 주다가 양(+)의 영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가계대출의 충격에 대해 단기적으로 양(+)의 반응을 보
이다가 그 영향이 빠르게 사라졌다. 강남 지역 매매 가격의 감소 충격에 대해 가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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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증가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전수민, 이기성(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계대출의
증가로 전세 거래 비율이 증가하는 반응을 보이는 원인은 앞서 언급한 강남 매매 가
격의 충격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위 충격 반응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 기간 중, 강남 지역
의 전세 거래 비율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강남의 매매 가격의 상승 충격과 동조화현상
으로 인해 강남의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실질이자율이 갈수록 감소하는 저금리 기
조로 인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과 맞물려 강남 전세 거래 비율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강남의 전세 거래 비율의 예측오차는 강남의 매매 가격
지수의 영향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예측 변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예측 시차가 길어질수록 그 비중이 차츰 감소하였다. 반면에 강북의 매매 가격 지
수의 영향은 점차 증가하였는데, 이는 강북의 매매 가격이 강남의 매매 가격에 영향
을 받는다는 문규현, 이동희(2011)과 김경훈, 장호면(2016)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예측 변동에 있어서 강남의 매매 가격에 대한 영향이 강북의 매매 가격으로 그 영향
력이 어느 정도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
위 실증 분석의 결과는 강남의 매매 가격과 실질이자율의 변동이 자산동조화 현상
과 더불어 동 지역의 전세 거래 비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강
남 지역의 전세 거래 비율은 강남의 매매 가격이 증가하고, 실질 이자율의 감소 추세
가 이어진다면 전세 거래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통계청
의 인구총조사(2010)에서 임대차 계약의 절반 이상이 전세인 것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의 비중은 적은 편이 아니다. 게다가 강남 지역의 전세 거래 비율은 평
균적으로 전체 거래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강남 주택 시장에서 전세 거래의 비
중은 작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전세 거래 비율은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시장
의 상대적인 활성화정도로 볼 수 있고, 강남 지역의 경우는 주택 가격과 주택 거래량
의 측면에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남지역의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는 주택 시장의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에서도 역시 필요하다.
실증 분석 결과로 강남, 강북의 매매 가격과 실질이자율의 변동이 전세 거래 비율
을 변동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각 변수들이 강남 전세 거래 비율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향후 강남 지역에 대한 전세 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전세난 해소와 같은 주거안정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전세 거래
비율을 고려한다면 효과적인 정책적 타겟팅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택 정책의 장기적이고 명확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택 거래 시장의 크기의 변동을
줄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남의 주택 전세 시장 안
정화의 일환으로 정책당국이 정책을 수립할 때, 강남과 강북 지역의 매매 가격과 실
질이자율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언한다.
끝으로, 기존에 다양한 연구들 중에서 거시경제변수와 자산가격변수가 상호적으로
전세 거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던 바, 본고에
서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서울시 강남지역의 전세 거래 비율에 미치는 영향들을
구조적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계점 또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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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했다. 먼저, 데이터기간이 2011년 1월부터 2016년 5월로 시계열 분석을 하는데 있어
65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 수를 토대로 분석한 점이다. 둘째, 강남 지역에
대한 공간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강남 지역과 연관이 있는 지역은 강북
지역 외에도 주변 수도권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 셋째, 구조적 모형의 장, 단기 제약
에서 전세 거래 비율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인 이론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행
연구의 결과를 비롯한 연구자의 자의적인 가정으로 부과 되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시계열 자료의 확보와 주택시장에
서의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포괄적인 공간적인 논의, 그리고 주택 거래량으로부터 파
생되는 주택 거래 비율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2017년 1월 17일 접수, 2017년 2월 27일 수정, 2017년 4월 4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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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변수 선택 과정

<부록 그림 1> Map of Variable Selection

1. 강남 전세 거래 비율과 관련된 변수 수집
기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강남 전세 거래 비율을 제외한 10개의 거시경제변
수와 자산가격변수를 고려하였다.
2. 모든 변수를 고려한 다변량 시계열 모형에서 적정시차 결정
총 11개의 변수를 고려하여 VAR모형을 적합한 후, 시차 4까지 고려한 결과를
<부표 1>에 제시하였다. 11개의 모든 변수를 고려한 VAR모형의 적정시차는 Schwarz
criterion 기준으로 1이다.

Lag
SIC

<부표 1>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of 11 Variables
1
2
3
-22.1315
-17.4733
-15.4282

4
-17.4981

3.A 강남 전세 거래 비율과 관련 변수들과의 유의한 시차 내의 교차상관계수
강남 전세 거래 비율과 관련변수들의 사전백색화 후, 2에서 결정된 적정 시차 내
에서 교차상관계수가 유의한 변수들을 선정한 결과를 <부표 2>에 제시하였다. 강남
매매 가격, 강북 매매 가격, 실질이자율, 가계대출 총 4가지 변수가 강남 전세 거래
비율과 교차상관계수가 유의하였다. VAR나 VEC모형과 같은 다변량 시계열 모형은
모형 내 변수들 간의 정(+)의 시차와 부(–)의 시차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방향의 유의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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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Significant Lags of Cross Correlation
Variable

NSP

BSP

NJP

BJP

NJDS

BJDS

INDUS

SIM

RATE

LOAN

Lag

0

+1

.

.

.

.

.

.

-1

-1

3.B 관련된 변수들로 군집화
임의로 3가지의 군집을 가정하고 군집분석의 결과를 <부표 3>에 제시하였다. 3개
의 군집으로 데이터의 총 분산의 92%이상을 설명 할 수 있으며 해당 군집 내에서
    값이 작은 변수들, 즉 설명력이 좋은 변수를 위주로 변수를 선택한다. 강남 매
매 가격 지수(NSP)와 강북 매매 가격 지수(BSP)값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값이
작다. 나머지 변수들 중 소비자 심리지수(SIM)을 제외한 변수들이 비슷한 값을 갖는
다.
<부표 3> Result of Clustering
Cluster

Cluster1

Cluster2

Cluster3

Variable

NJP

BJP

INDUS

RATE

LOAN

SIM

NSP

BSP

NJDS

BJDS



0.041

0.038

0.091

0.082

0.056

0.476

0.005

0.005

0.062

0.058

4. 유의한 변수를 선정
앞의 군집분석과 교차상관계수를 통해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인 강남 매매 가
격(NSP), 강북 매매 가격(BSP), 실질이자율(RATE), 가계대출(LOAN)을 유의한 변수
로 선정하였다.
5. 강남 전세 거래 비율과 선정된 변수들로 다변량 시계열 모형의 적정시차 확인
4에서 선정된 4개의 관련변수와 강남 지역의 전세 거래 비율까지 해서 총 5개의
변수를 고려하여 VAR모형을 시차 4까지 적합한 결과를 <부표 4>에 제시하였다. 앞
의 11개의 변수를 고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Schwarz criterion 기준으로 적정시차는
1이다.
<부표 4>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of 5 Variables
Lag

1

2

3

4

SIC

-20.1877

-19.1226

-18.1164

-16.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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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 외생성 검정, 그레인져 인과검정
VAR와 VEC과 같은 다변량 시계열 모형에서 변수가 많아질 경우, 추정할 모수가
크게 증가하여 추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변수들 중에서
외생성을 갖는 변수가 있다면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모형적합을 하는 것이 모수가 증
가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부표 5>는 앞서 고
려한 5개의 변수를 이용한 약외생성 검정 결과를 나타낸다.
<부표 5> Testing Weak Exogeneity of Each Variable
Variable
DF
Chi-Square
P-value

NAM
2
8.03
0.0180

NSP
2
129.86
0.0001

BSP
2
105.87
0.0001

RATE
2
10.02
0.0067

LOAN
2
25.65
0.0001

5개의 변수에 대한 약외생성 검정 결과, 5가지 변수 모두 약외생적이지 않게 나왔
다. 즉 어떤 하나의 변수가 나머지 변수들의 계수의 통계적인 추정에 있어서 외생적
이지 않았다.
그레인져 인과관계는 변수들 간의 예측에 있어서 인과성을 검정한다. 아래 <부표
6>과 <부표 7>은 다섯 가지의 그레인져 인과관계 검정을 나타낸다. 각 검정은 하나
의 변수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 4개의 변수를 다른 그룹으로 하여 인
과성을 검정하였다.
<부표 6> Granger-Causality Wald Test
Test
DF
Chi-Square
P-value

1
4
21.71
0.0002

2
4
454.30
0.0001

3
4
319.03
0.0001

4
4
18.28
0.0011

5
4
9.50
0.0496

<부표 7> Granger-Causality Test Group
Test1 : Group
Group
Test2 : Group
Group
Test3 : Group
Group
Test4 : Group
Group
Test5 : Group
Group

1
2
1
2
1
2
1
2
1
2

Variables
Variables
Variables
Variables
Variables
Variables
Variables
Variables
Variables
Variables

NAM
NSP, BSP, RATE, LOAN
BSP
NAM, NSP, RATE, LOAN
NSP
NAM, BSP, RATE, LOAN
RATE
NAM, NSP, BSP, LOAN
LOAN
NAM, NSP, BSP, RATE

위의 <부표 6>과 <부표 7>을 참조하면 5개의 모든 변수에 대해, 어떤 변수를 제
외한 나머지 변수군은 그 변수에 그레인져 인과한다. 따라서 약외생성 검정과 그레인
져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5가지의 변수는 서로 내생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적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전세 거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49

참고문헌
김경훈, 장호면 (2016). 주택시장 변동의 지역간 인과성 비교분석, <2016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3 ,
518-527
김명직, 장국현 (2003). <금융시계열 분석>, 경문사
김순용 (2016). 임대 – 매매가격비율의 동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
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동산 전공 박사학위 논문>
김우석, 임인섭, 오현탁 (2013), 거시경제변수와 가계부채의 동태적 관계분석, <한국산
업경제저널>, 제 5권 제2호, 65-82
김홍균, 박승준 (2012). SVEC 모형을 이용한 재정정책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
5권 제1호(통권 제72호), 1-35
노상윤 (2010).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의 장기균형관계와 단기조정과정에 관한
실증연구, <Jou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2,No.5(B),
2771-2783
문권순 (1997).벡터자기회귀(VAR)모형의 이해 (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
<통계분석연구>, 제2권 제1호(97년 봄)
문규현, 이동희 (2011). 강남 아파트 시장은 전국 아파트 시장을 선도하는가?, <산업
경제연구>, 제 24권 제 1호, 115-136
박원갑 (2013). 전세시장 불안요인 분석과 해소 방안 연구, <주택금융월보>, 2013년 8
월, 40-49
박준용 (1997). 구조적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경제예측, <한국경제연구원>
박준용, 장유순, 한상범 (2002). <경제시계열분석>, 경문사
성병찬, 정효상 (2013). 구조적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한국노동시장 자료 분석,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26(6), 1043-1051
송상윤 (2016), BVAR-SSVS와 TVP-BVAR 모형을 이용한 가계부채, 주택가격 및
대출금리의 동학에 관한 연구, <통계연구>, 제 21권 제3호, 67-98
신용도, 김희국 (2011). 구조적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한 수출신용보험이 수
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 3호, 23-40
심종원 정의철 (2010). 시계열분석기법을 활용한 아파트 전세와 보증부월세 계약 비율
변화요인 분석, <주택 연구> 제 18권 4호, 05-30
어운선 (2011). Seasonal Adjustment of Monthly Economic Time Series in Korea: A
Comparison of X-12-ARIMA and TRAMO-SEATS, <제 9차 한국경제
워크샵>
이용화 (2015). 최근 전세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현대 경제 연구원 이슈리포트>,
15-32호, 1-16
임재만 (2011). 주택거래량은 주택가격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 <국토연구>, 제 69
권, 3-18
장효선, 김재우 (2016). 부동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부동산금융의 부상, <삼성증권

150

남궁수빈 ‧ 김경완

부동산금융>
전수민, 이기성 (2016). 구조적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자산가격과 가계대출간 관
계 분석, <금융공학연구>, 제15권 제1호, 93-123
전해정 (2012a). 주택가격과 거래량간의 동학적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 22권 제 4호, 127-152
전해정 (2012b). 주택가격과 거시경제변수간의 동태적 관계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부동산전공 박사학위논문>
정주희, 김호철 (2011), 수도권의 주택가격과 거래량 간 인과성 및 동태적 관계에 관
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46권 제 6호, 131-148
정주희, 유정석 (2011).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지역 간 인과관계 및 시공간적 파급효과
분석 : 수도권 아파트시장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제 19권 제 4호
,177-203
정홍일, 이현석, 이상선 (2012). 주택거래량과 가격동화화 및 손실회피현상 – 거시경
제변수들의 유무에 따른 동조화효과여부, <주택연구>, 제 20권 제 2호,
77-101
최성호 (2008). 서울시 주택 시장의 구조적 해석 – 매매, 전세, 월세시장의 관계를 중
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최희갑 (2013). 주택가격과 거시경제: 구조적 VEC모형, <국토연구>, 제 79권, 91-109
허윤경, 장경석, 김성진, 김형민 (2008). 주택 거래량과 가격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분
석. <주택연구>, 제 16권 제4호 2008.12/16(4), 49-70
홍성화, 박창수 (2013). 주택시장의 내생변수가 아파트 전세가격비율에 미치는 영향분
석, <한국 주거 환경 학회지>, 제 11권 1호(통권 제 20호), 259-272
홍성화 (2013). 아파트 전세가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특별시와 지방광역시
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대학원 부동산 학과 박사학위논문>
Akkarapol Sa-ngasoongsong. and Satish, T.S. Bukkapatnam. (2012). Variable
Selection for Multivariate Cointegrated Time Series Prediction with
PROC VARCLUS in SAS® Enterprise Miner™ 7.1, SAS Global Forum.
Bernahard Pfaff (2008). VAR, SVAR and SVEC Models : Implementation Within R
Packge vars.
Engle, R. F. & Granger, C. W. J. (1987).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Econometrica 55: 251-276.
Engsted, T. and S. Johansen. (1997). Grager’s Representation Theorm and
Multicointegration, EUI Working Paper ECO, NO. 97/15.
Gonzalo, J. and S. Ng. (2001). A Systematic Framework for Analyzing the
Dynamic Effects of Permanent and Transitory Shock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25, 1527-1546.
Johansen, S. (1995). Likelihood-based Inference in Cointegrated Vector Autoregressive
Model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King, R., C. Plosser, H. Stock. and M. W. Watson. (1991). Stochastic Trends and

구조적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전세 거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51

Economic Fluctu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81(4), 819-840.
Lastrapes, W. D. (2002). The real price of housing and money supply shocks: time
series evidence and theoretical simulations,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Vol.11, 2002, 40-74.
Lütkepohl, H. (2005).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Analysis for Cointegrated
Variables,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Working Paper ECO ,
No.2005/2, 1-15.
Ngai Hang Chan. (2010). Time Series : Applications to Finance with R and
S-Plus , 2nd edition , WILEY
Ruey S. Tsay. (2005). Analysis of Finance Time Series , 2nd edition , WILEY
Stuart, Scott. and Richard, Tiller. (2007). Empirical Evaluation of X-11 and
Model-based Seasonal Adjustment Methods,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Walter

Enders

(2009).

WILEY

APPIED ECONOMETRIC TIME SERIES(3rd edition),

남궁수빈 ‧ 김경완

152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Rates of Lease
Transaction Using Structura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Focused on district south of the Han River in
Seoul
Su Bin NamGung1) · Kyung Wan Kim2)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how do asset price variables and macroeconomic variables effect rates
of lease trading on house, centrically district south of the Han River using structura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housing market in
terms of the ratio of lease transactions and to examine its implications. In this study, data
were used from January 2011 to May 2016, and the selection of analytical variables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clusters and the cross correla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proposal of Sa-ngasoongsong, Bukkapatnam(2012). As a result, the variables affecting the
rates of lease transaction are the sale price index of two districts, real interest rate, and
household loan.
The estimation results of SVECM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cointegrated vector estimation for the variables, two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s exist.
Second, in south district, the rates of lease transaction greatly affected the real interest rate
and the fluctuation of the house sale price index of the two regions in the short term. Third,
result of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shows that the fluctuation of the forecast error
of the region occupies a large portion of the sale price of south region, and the effect is
gradually decreased as the time difference becomes longer.

Key words : Rates of Lease Transaction, Cross Correlation Function, Cointegration,
Structura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SVECM)

1) (Corresponding Author)Undergraduate course, Dept. of Statistics, University Of Seoul,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rng1212@naver.
com
2) (Co-author)Undergraduate course, Dept. of Statistics, University Of Seoul,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kyungwan1031@gmail.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