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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한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사회문제로 거

론되고 있다. 따라서 장래 시장 상황의 예측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진단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제주 부동산 시장에 시계열 거시경

제변수가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

떠한 변수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부동산 시장 가격 형성 모형을 토대로 변수를 선정하고 변수 간 상관

관계를 시계열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 메커

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DiPasquale and Wheaton의 4사분면 모형과, 인

구·자산 수익률·금융 유동성 등 시계열 경제변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선행연구도 확인하였다. 검토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구 수 증가, 전세가율,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택담보대

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설명변수로 지정하였으며, 주택가격의 지표로는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의 기초통계와 시계열 차트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수들에 대해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여 변수들이 모두 1차 단위근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각 변수쌍에 대해 공적분 검정을 

수행하여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쌍을 구하였다. 해당 

변수쌍들에 대해 VECM의 오차수정장치(ECT) 유의성 분석을 통하여 인

과관계를 검정하였다.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변수 간의 인과성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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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입변수 가운데 방정식을 세워 VECM 분석을 

수행하여 장기탄력성을 뜻하는 공적분 회귀식을 구하고 충격반응분석 및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분 회

귀식을 통해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과 비례하고 

주택담보대출금리 및 가구 수 증가와는 반비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충격반응분석 결과 각 변수에 단기적으로 발생한 충격에 대해서 장기 상

관관계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요구불예금에 발생

한 충격에 대해서는 장기 상관관계와 동일한 방향으로 반응하였으나, 가

구 수 증가와 저축성예금에 발생한 충격은 장기 상관관계와 반대 방향으

로 반응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수행하여 주택가격 변

동에 있어서 각 변수들의 설명력은 주택가격 스스로가 제일 컸으며 가구 

수 증가와 금리에 비해 통화량 변수의 설명력은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주요어 : 주택가격, 4사분면 모형, VECM

학  번 : 2017-2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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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급격한 주택가

격 상승을 경험한 지역이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

면, 제주도는 2014년 12월 기준 181.7에서 2015년 12월 기준 244.1로 1

년간 34%에 달하는 가격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주

택가격지수 상승률인 6.65%는 물론, 모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

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자 

건설시장에서는 한정된 도시지역 바깥의 읍면지역 각지에서 대규모 난개

발이 발생하였고, 가격 상승추세가 꺾인 이후 2017년부터는 제주 전역

에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였다. 또한 비싼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문

제가 지방선거에서의 주요 이슈로 거론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제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장래 지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 예측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가격 상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주 시민사회와 언론에서는 제주로의 인구 유입, 부동산 투

자이민제도로 인한 외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 및 제주지역 방문 관

광객 급증 등을 부동산 시장의 주요 가격 상승요인으로 지적해온 바 있

다. 그러나 제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편

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고정 시점에서의 가격형성요인을 헤도닉 가

격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이후 시계열 거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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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가운데 일부만이 연구된 상황이

다.

가격 상승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의 작동 메

커니즘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DiPasquale and Wheaton은 부동산 시

장의 수요를 크게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수요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한 자산수요로 나누어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변수들이 주고받는 영향 관계 흐름을 4사분

면 모형으로 정립하였다. 모형에 의하면 주택의 매매가격은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주택이 갖는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통해 결정된다. 여기서 수익은 주택

을 임대하여 얻는 임대수익과 주택 매입과 매각시의 가격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으로 나눌 수 있다. 만약 사람들이 현재의 지역 주택

가격이 저평가 되어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가격이 상승될 것을 예측하

거나, 주택에 대한 좋은 투자 여건이 마련된 경우 자본이득을 취하기 위

해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공간시장에서

의 거주수요 변동과 더불어 자산시장에서의 경제변수가 가격 상승의 원

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DiPasquale and Wheaton의 4사분면 모형을 기반으로 공간시장과 자산

시장에서의 시계열 거시경제변수들을 선정하고, 해당 변수들이 주택가격

의 변동에 영향을 주었는지, 영향을 주었다면 그 상관관계의 부호와 설

명력은 어떠한지를 시계열 계량경제모형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확

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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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시간적 범위는 제주도 주

택시장의 가격 상승이 있었던 2015년을 포함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

지의 7년으로 하였다. 시계열의 단위는 월별이며, 2011년 2월부터 2017

년 12월까지 총 83개월의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이는 연구의 주요 변수

로 지정한 가구 수 등의 월별 행정통계가 2011년 1월부터 제공되고 있

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

시한다. 제2장에서는 주택시장의 가격 형성에 있어서 공간시장과 자산시

장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와 이를 통한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DiPasquale and Wheaton의 4사분면 모형을 검토하고, 부동산 시

장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 그리고 제주도 부동산 시장

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의 분석 방법론으로서 

시계열 변수의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VAR 모형과 이를 변형한 

VEC 모형에 대해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선정한 

변수들을 소개하고 각 변수의 기초통계를 확인한다. 제5장에서는 해당 

변수의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및 VECM 분석결과를 토대로 변수 간

의 공적분 관계 및 인과관계 방향을 정리하고, 변수들의 장기 상관관계

를 보여주는 공적분 회귀식을 도출한다. 또한 VECM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을 수행하여 변수 간 충격에 

대한 반응 및 상대적 설명력을 확인한다. 제6장에서는 연구 내용 및 분

석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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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부동산 시장의 가격 형성 모형

부동산 시장에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공급은 고

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의 상승은 민간 건설시장에서의 신규 건축을 이끈다. 신규 주택이 준공

되면 부동산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수요가 충족되면 가격은 

다시 하락하게 될 것이다. DiPasquale and Wheaton(1992)의 4사분면 

모형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수 간 관계와 작동 흐름을 하나의 

모형으로 정리한 것이다. 전체 부동산 시장을 서로 연관된 공간시장

(Property Market)과 자산시장(Asset Market)이라는 두 하위시장으로 

나누고, 각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대료와 자산가격, 신규 건설과 재고라

는 4개의 변수 간 관계를 통해 전체 부동산 시장의 동적인 조정 메커니

즘을 밝혔다.

부동산 공간시장에서는 소득수준, 가구 수와 같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

는 공간 거주수요와 공급 간의 관계를 통해 임대료의 수준이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임대료 수준은 자산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바

탕이 된다. 자산시장에서는 임대료와 요구수익률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부동산 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의 신규 건설량이 결정

된다. 그리고 다시 신규 건설량은 멸실량과 함께 공간시장에서의 부동산 

공급에 해당하는 재고를 결정한다. 즉 4사분면 모형에서 공간시장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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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장은 임대료 수준과 건설이라는 두 교차점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것

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4사분면 모형(DiPasquale et al., 1992)

[그림 1]에서 우측의 제 1사분면과 4사분면은 부동산 공간시장을 나타

내며, 좌측의 제 2사분면과 3사분면은 부동산 자산시장을 나타낸다. 모

형 내부의 변수들 간 영향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제 1사분면은 재고와 임대료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균형 지점

에서 공간에 대한 수요(D)와 공간에 대한 공급, 즉 재고(S)는 동일하다. 

수요와 재고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임대료(R)가 결정된다. 제 2사분면은 

임대료와 가격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2사분면의 직선은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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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하고, 그 기울기는 임대료와 가격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

은 자본환원율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투자자가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DiPasquale and Wheaton은 일반적

으로 장기 이자율, 임대료의 기대 상승률, 임대 소득과 관련된 위험 요

소,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라는 네 가지 요소가 수익률을 

결정한다고 언급하였다. 만일 자본환원율이 증가하면 직선은 시계방향으

로 회전하는데, 이는 동일한 임대료 수준에서 결정되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함을 뜻한다. 2사분면에서는 1사분면에서 결정된 임대료 수준(R)과 

자본환원율(i)을 통해 부동산의 가격(P)을 결정한다. 제 3사분면에서는 2

사분면에서 결정된 부동산 가격을 기반으로 신규 건설량이 결정되고, 제 

4사분면에서는 3사분면에서 결정된 신규 건설량이 부동산의 재고로 전

환된다. 

4사분면 모형에서 부동산 재고의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할 경우 전체 

부동산 시장은 균형 상태가 된다. 하지만 마지막 재고수준과 처음 재고

수준이 서로 다를 경우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 다른 사분면의 변수값도 

변화하게 된다. 또한 경제 상황이 변화할 경우 직선이 이동하거나 기울

기가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 2사분면 직선의 변화 메커니즘은 

부동산 자산소유 수요와 관련되어 있다. 만약 2사분면의 직선이 회전하

면, 1사분면에서 결정된 임대료는 동일하더라도 2사분면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바뀐다. 이는 다른 사분면에도 영향을 주고, 전체 모형에서 새로

운 균형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거시경제변수들은 부동산 시장의 하

위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 내의 특정 변수에 변

화가 일어나면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장기균형에 이르게 된

다.



- 7 -

2. 시계열 경제변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부동산 시장에 시계열 경제변수가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 주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은 4사분면 모형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기반으로, 금리나 통화량, 외국 자

본의 투자,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상황이나 주거수요의 변화, 건설 등 부

동산 시장 내외의 변수들이 가격, 임대료, 준공실적 등 내생변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거나 지역 간의 비교를 수행

하였다. 분석 방법론으로는 시계열 계량경제모형인 벡터자기회귀모형이

나 이를 확장한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변수 간의 장기, 단기적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가 많았다.

Abelson et al.(2005)은 호주의 실질 주택가격 변화 요인에 대해 연구

하였다. 실질 주택가격 결정의 장기 모델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로 

수익률, 주가지수, 실질 가구소득, 환율,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주택 

재고를 투입하였고,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모든 시계열 변

수들이 단위근을 보유하고 있고 서로 공적분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장기 가격 방정식을 추정하기 위해 변수들에 로그변환을 취하

여 Stock and Watson(1993)의 Dynamic OLS를 통해 계수를 계산하고,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단기 계수를 계산하였다. 분석을 통해 실질 주

택가격이 가처분 소득, 실업률, 실질 이자율, 인플레이션, 그리고 주택 

공급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Gerlach et al.(2005)은 홍콩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과 은행 대출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 방법론으로는 벡터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실질 은행대출과 

실질 주택가격이 비례하는 관계임을 밝히고 공적분 벡터를 계산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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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탄력성 값을 도출하였다. 또한 은행 대출이 주택가격에 적응하지만 그 

역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변수 간의 인과성을 확인하였다.

Greiber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통화를 연결하는 통

로를 크게 통화 수요 채널(Money demand channel), 자산가격 상승 채

널(Asset inflation channel), 그리고 신용대출 채널(Credit channel)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각 채널에서의 작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통화 

수요 채널은 통화량과 주식 가격의 관계를 논한 Friedman(1988)의 이론

을 바탕으로 하는 경로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통화량의 증가를 

이끈다. 둘째로 자산가격 상승 채널에서는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시장의 

유동성 상승이 자산의 재조정을 유발하고 자산의 소유 및 임대 수요를 

증가시키는 금융적 환경을 조성하여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특히 주택

은 공급의 탄력성이 일반 소비재에 비해 낮기 때문에 그 상승 속도가 급

격하다. 셋째로 신용대출 채널에서는 주택가격이 사람들의 대출 담보물

로서의 가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계의 대출액과 그에 따른 통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실증하기 위해 유럽과 미

국을 분석의 대상 지역으로 하여 1981년부터 2006년까지의 분기별 통화

량, 인플레이션율, 소득, 이자율, 주택가격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을 수

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주택가격의 상승이 통화 수요를 이끌고, 역으로 

통화정책 또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Goodhart et al.(2008)은 미국, 일본 등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1970년

부터 2006년까지 분기별로 소득, 이자율, 인플레이션, 주택가격, 통화량, 

은행 대출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그랜저 인과관계 검

정을 수행하고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세워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통화량과 주택가격, 그리고 대출은 상호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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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 속도가 빠른 시기에 통화량

과 은행 대출 변수에서의 충격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했음

을 확인하였다.

Carlos Vargas-Silva(2008)는 통화정책과 주택시장 간의 관계, 특히 

통화정책에서의 충격이 주택 착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확대 벡터자기회귀모형(FAVAR)을 사용하여 얻은 충격

반응함수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화정책을 가리키는 변수는 미국

의 연방자금금리(FFR)이며, 주택시장에 해당하는 종속변수는 주택 착공, 

건설허가 및 이동식 주택의 공급량이다. 분석 결과 축소 통화정책은 건

설 자금 조달비용의 증가를 불러와 주택의 착공과 허가건수를 감소시킨 

다음 시간이 흐르면서 회복된다는 점, 그리고 이동식 주택의 공급은 주

택 착공을 단기적으로 증가시켰으나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장기적 관계에

서는 축소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밝

혔다.

Gupta et al.(2010)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통해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1980

년 1분기부터 2006년 4분기까지이며, 통화정책에 해당하는 지표로 단기 

금리의 변화를 사용하였다. 주택의 유형을 대형, 중형, 소형, 고급, 저렴

(affordable) 주택으로 나눈 다음 FAVAR 모형을 구축하여 충격반응함수

를 얻었다. 분석 결과 주택 유형에 따라 통화정책 충격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소형 및 저렴주택의 가격은 통화정책 충격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 하지만 중

대형 및 고급주택은 부정적 반응이 더 컸고 가격의 회복도 더 느렸다는 

점을 밝혔다.

Damen et al.(2016)은 주택 임차인의 지불 능력과 장기 주택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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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해 논하였다. 지불 능력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모기지 이율 변

화 및 모기지 특성이 반영된 이자율 추세를 선정하였고, 벨기에 등 8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ADF, PP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여 

주택가격과 지불능력 변수가 1차 차분 후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 1차 

단위근을 보유한 시계열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공적분 검정을 

수행하여 모기지 특성을 반영할 경우에 한해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한 민감

도 분석을 통해 장기 명목 이자율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됨을 

밝혔다.

Juan C. Cuestas(2017)는 스페인의 외국 자본 유입과 주택가격의 관

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데이터에 의하면 스페인의 주택가격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급등하였고 이후 2012년 급락하였는데, 주택가격 결

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소득, 이자율 등 기존에 밝혀진 변수를 

조사하였으나,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

다. 스페인의 경우 2006년 기준 약 13% 가량의 주택 구매가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미루어보아 외국인 변수를 무시할 수 없으며, 

외국 자본의 유입이 주택가격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01년 1분기부터 2008년 4분기까지의 실질 주택

가격, 이자율, 임금, 자본흐름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공적분 관계를 검정한 다음 공적분 벡터자기회귀모형(Cointegrated 

VAR)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충격반응함수를 얻었다. 분석 결과 외국 

자본의 유입은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반대로 이자율의 상승은 주택

가격을 하락시켰으며, 실질 소득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은 유의하지 않

았다는 점을 밝혔다.

Kim et al.(2018)은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의 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



- 11 -

해 아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초과 유동성(excess liquidity)이 오피스 시

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1분기부터 2015년 4분

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수익률, 장기 이자율, 실질 임대료 및 

통화량을 변수로 하는 패널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이자율의 

상승과 유동성의 증가가 부동산 자산가치를 상승시켜서 오피스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3.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선행연구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이 있었던 2015년 이전까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주택의 내재적 특성이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헤도닉 모형으로 구성하여 확인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시계열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거시경제변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룬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연구가 미

진한 상황이다. 

정수연 외(2016)의 연구는 제주도 주택가격의 상승에 어떠한 시계열 

거시경제변수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였다. 여러 경제변수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이 인구 증가의 영향인지 저금리로 인한 투자수요 증가의 

영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이자율, 인구이동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사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이동이 주택가격변동

에 미치는 영향보다 이자율의 영향이 더 컸고, 인구이동 중에서는 제주

도 밖에서 유입된 이주민보다 제주도 내부에서의 인구이동의 영향이 더 

컸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자율은 제주도라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율의 변화가 제주도 주택시장에만 특별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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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제주도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원인을 시계열 거시경제변수에서 찾기 시작한 시도로 의미가 있으나, 연

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다른 경제변수들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 있다.

김준석(2018)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을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으로 나누

고, 각 시장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계열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였다. 2011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시

계열 분석을 통해 소득과 물가, 그리고 관광객 수 변수가 주택가격지수

에 영향을 주었으며, 주택담보대출금과 산업생산지수가 토지가격지수에 

영향을 주었고, 토지시장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역은 해당하

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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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대상
지역

분석
방법

결과

Abelson 
et al. 2005 호주

Dynami
c OLS, 
VECM

실질 주택가격이 가처분 소득, 실업률, 실질 
이자율, 인플레이션, 주택 공급의 영향을 받음.

Gerlach 
et al. 2005 홍콩 VECM 실질 은행대출과 실질 주택가격이 비례하며, 

은행 대출이 단방향으로 주택가격에 적응함.

Greiber 
et al. 2007 유럽, 

미국
VECM

주택가격의 상승이 통화수요를 창출하고, 역으
로 통화정책 또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침.

Goodhar
t et al. 2008

미국 
등 

17개국

VAR 
모형

주택가격, 통화량, 대출은 상호 상관관계를 보
유하며, 주택가격이 급상승할 때 통화량과 은
행 대출의 영향력이 더욱 강했음.

Carlos 
Vargas-
Silva

2008 미국
FAVAR 
모형

축소 통화정책이 주택의 착공, 허가건에 영향
을 미치나 시간이 지나며 회복됨.
또한 이동식 주택의 공급은 주택 착공을 단기
적으로 증가시키나 이후 부정적 반응을 보임.

Gupta et 
al. 2010

남아프
리카 

공화국

FAVAR 
모형

주택의 유형에 따라 통화정책 충격에 미치는 
반응의 정도가 달랐음.
소형/저렴주택은 통화정책 충격에 미치는 영향
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나, 중대형/고급주택은 
부정적 반응이 크고 가격 회복속도도 느렸음.

Damen 
et al. 2016

벨기에 
등 

8개국
VECM 주택 임차인의 지불능력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

요 원인이 됨을 확인함.

Juan C. 
Cuestas 2017 스페인 CVAR

외국 자본의 유입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
고, 이자율의 상승은 주택가격을 하락시켰으며, 
소득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
음.

Kim et 
al. 2018 아시아 

6개국
패널 
모형

이자율의 상승과 유동성의 증가가 부동산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오피스 부동산 수익률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음.

정수연 
외

2016 제주
VAR 
모형

제주도 주택가격의 변동에 인구이동보다 이자
율의 영향이 더 컸음.

김준석 2018 제주 VECM
소득, 물가, 관광객수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
쳤으며, 주택담보대출과 산업생산지수는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쳤음.

[표 1] 선행연구 요약



- 14 -

제2절 소결

부동산 시장의 가격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DiPasquale and Wheaton

의 모형은 부동산 시장을 주거 수요를 결정하는 변수로 구성되는 공간시

장과 공간시장에서 형성된 주거 수요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를 결정하는 변수들로 구성되는 자산시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들

은 공간시장의 거주수요, 경제력 수준, 그리고 공급에 해당하는 주택 재

고, 투자 자산으로서의 수요와 관련이 있는 이자율, 현금 유동성, 수익률 

등의 변수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시계열 계량경제모형에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제주의 경우, 2015년 전후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이후 가격 상승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시계열 분석을 수행

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택담보대출, 전세가율, 금융 유동

성 지표 등의 지표들은 가격 변동 원인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에서 

주택가격 형성의 원인으로 주로 지적되어 온 시계열 변수들을 선정하여, 

각 경제변수가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인과관계를 시계열 계

량경제모형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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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계열 분석 방법론

제1절 단위근 검정

시계열 분석에서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안정 시계열이라고 가정한다. 

시계열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변수의 평균, 분산, 그리고 자기공분산이 

시계열 흐름에 따라 일정하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시계열 변수가 안정

적이지 않을 경우, 선험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알려진 변수 사이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분석되는 ‘허구적 회귀’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기 전 변수의 

안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안정성의 확인을 위해서는 단위근 검정

(unit root test)을 사용하는데, 검정을 통해 시계열에 단위근이 존재하

는 것으로 밝혀지면 시계열이 편향적인 추세를 가진 불안정 시계열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근 검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을 적용한다. ADF 검정은 Dickey-Fuller 단위근 검

정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추가한 것으로,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식 1)

이 회귀식에서 는 순수 백색잡음 오차항이며, 회귀식을 추정한 다음 

  인지의 여부를 해당 항에 대한 검정을 통해 판정하는 방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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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만일 검정을 통해 시계열이 불안정한 것으로 밝혀지면 로그를 

취하거나 1차 차분을 하는 등 변수를 변형하여 추세를 제거하여야 한다

(C. Alexander, 2001; Gujarati, 2008에서 재인용). 만일 1차 차분하여 

단위근이 사라지는 경우 해당 시계열은 1차 적분된 시계열 또는 ~ 
이라고 표현하며, 단위근이 없는 경우 ~ 이라고 표현한다.

제2절 공적분 검정

불안정한 시계열을 또 다른 불안정 시계열에 회귀시킬 경우 허구적 회

귀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나, 간혹 두 시계열이 공통 추세를 가지고 있

어서 선형결합 하였을 때 해당 선형결합 시계열은 확률적 추세가 제거되

어 안정적 시계열이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만일 두 시계열 변수 와 

가 1차 차분 시에 안정 시계열이 되는 불안정 시계열이며, 는 두 시

계열의 선형결합이라고 할 때 시계열 간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

음과 같다.

                      (식 2)

이때 에 대해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였더니 안정 시계열인 것으로 확

인될 경우, 원래의 두 시계열 와 는 공적분(cointegrated) 관계에 있

다고 한다. Granger는 시계열들이 공적분되어 있는 경우 시계열 간에는 

경제학적으로 장기 균형관계가 존재하기에 단기적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균형으로 회귀한다는 점, 그리고 공적분 시계열 사이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의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로 다른 변수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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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Granger, 1986). 

본 연구에서는 공적분의 검정 방법으로 Johansen(1991)의 최대우도추

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Johansen의 최

대우도추정법은 다른 공적분 검정법에 비하여 신뢰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공적분 관계의 갯수와 공적분 벡터의 계수를 추정하는 것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박기현 외, 2013). 이때 공적분 벡터의 계수를 방

정식으로 정리하면 공적분 회귀식이 되는데, 이는 변수 간 장기 상관관

계식을 뜻하며, 계수는 변수 간 장기탄력성 값을 의미한다.

제3절 벡터자기회귀모형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이하 VAR 모형)은 

일변량 자기회귀모형을 다변량으로 확장시킨 모형이다. 한 변수의 변화

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파악하는 충격반응분석, 변수의 

변동 중에서 이들 변수들이 전체 변동에 기여한 부분의 상대적 크기를 

파악하는 분산분해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인해 자주 활용된다(문권순, 

1997). 이변량 VAR 모형 방정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식 3)

   
  



  
  



             (식 4)

여기서 X와 Y는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종속변수를 결정하

는 방정식은 각 종속변수의 k개 시차만큼을 설명변수로 지니고 있다고 



- 18 -

가정한다. 최대시차길이 k는 너무 크면 다중공선성이 심해지고, 너무 작

으면 표기오차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을 구성할 때 적정 시차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적정 시차의 선정은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또는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SIC)과 같은 기준

치의 값이 작은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적정 시차를 

결정한 다음엔 위 방정식에 OLS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계수를 구하는 방

식이다. 

회귀식을 도출한 뒤에는 충격반응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만일 (식 3)

의 가 만큼 증가한 경우, 이는 미래의 Y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Y는 (식 4)의 독립변수로도 들어있기 때문에 미래의 X에도 영향

을 미친다. 충격반응함수는 두 식에서의 오차항에 가해지는 1 표준편차 

만큼의 충격에 대하여 시계열에 따른 종속변수의 반응을 시계열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Gujarati, 2008). 또한 모형 예측오차의 분산을 각 변수들

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예측오차의 비율로 분해하는 예측오차 분산분

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하여, 한 변수의 변

화에 대해 모형 내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이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시

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문권순, 1997). 

VAR 모형은 변수의 검토와 추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형이지만, 시

차 길이의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모형에 투입되는 모든 

변수들은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

서 변수가 불안정 시계열일 경우 로그를 취하거나 차분하여 안정 시계열

로 변형한 다음 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나, 변수를 차분할 경우 장기적인 

정보가 손실될 수 있다. 이 경우 VAR 모형을 벡터오차수정모형의 형태

로 변형하면 장기적 균형관계를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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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벡터오차수정모형

1. 벡터오차수정모형의 개요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이하 VECM)은 

VAR 모형을 변형한 것이다. 앞서 1차 단위근을 보유하고 있는 두 시계

열 변수 와 가 공적분 관계에 있는 경우, 두 변수의 선형결합은 안

정 시계열이 되고 두 변수간에는 장기적 균형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단기적인 오차로 인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 

(식 2)와 같은 두 변수의 선형결합이 곧 변수 간 단기적 오차가 되는데 

이를 균형오차(equilibrium error)라고 부른다. 이때 시계열 차분변수들

의 관계식은 VAR 모형을 변형한 아래의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식 5)

     
  



  
  



       (식 6)

여기서  는 전기(前期)의 균형오차, 는 균형오차의 계수이다. 만일 

균형오차항이 0이 아니라면 이는 모형이 균형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식 5)과 (식 6)은 두 시계열 차분변수 와 가 자기 및 상대의 시

차변수만이 아니라 균형오차항에도 의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를 종속

변수로 하는 (식 5)에서, 균형오차가 양수일 경우  가 균형값보다 위

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식 2)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경우 균형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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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위해 균형오차항의 계수가 음수가 되어 결과적으로  은 음

수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균형오차가 수정되어 시계열은 장

기균형으로 회복된다. 즉  은 시계열 변수들 간의 균형오차를 수정

하여 장기균형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오차수정항

(Error Correction Term, 이하 ECT)이라고 부르며, ECT의 계수인 를 

오차수정계수라고 부른다. 이때 오차수정계수의 값은 시계열에서의 한 

기간마다 종속변수가 조정되는 정도를 뜻하며, 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균형으로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또한 오차수정계수에 대한 검정 결

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ECT가 0임을 뜻하고, 따라서 이 경우 종속변수에 

대한 오차수정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모형은 변수가 공적분 관

계에 있다면 변수 간에는 오차수정관계가 존재하며, 따라서 그 관계는 

위와 같은 오차수정장치로 설명할 수 있다는 Granger representation 

theorem에 기반한 것이다(Engle and Granger, 1987). 

VECM은 장기균형으로부터 도출되는 오차수정장치를 통하여, 불안정 

시계열을 사용할 수 없기에 변수를 차분하면서 변수의 장기적 정보를 손

실하게 된다는 단점을 지닌 VAR 모형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VECM

을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변수들이 공적분 관계에 있어야 하며, 따라

서 이에 대한 검정을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 한편 VECM은 VAR 모형의 

변형이기 때문에, VAR 모형과 동일하게 충격반응함수의 도출과 예측오

차 분산분해를 수행할 수 있다.

2. 인과관계 검정

기본적으로 통계학에서 회귀분석은 변수 간의 상관성을 다루지만, 이

는 인과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통계학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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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져야 한다(Kendall et al., 1961; Gujarati et al., 2008에서 

재인용). 그러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 분석의 경우 일방향으로 진행된

다는 시간의 특성으로 인해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 이때 연구 모형에

서 변수 간 인과성은 시간적 선후관계에만 기반한다고 전제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ranger(1986)는 변수 간 공적분 관계가 존재

할 때 반드시 최소 한 방향 이상의 그랜저 인과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

혔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은 불안정 시계열 변수에 

적용할 수 없기에 변수를 차분하는 등 변형을 가해야 하나, VECM을 통

해 단기적, 장기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Abul Masih, et 

al., 1996). VECM을 통한 인과관계 검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앞서 서술

한 모형의 기본 전제에서 변수들이 공적분되어 있고, ECT가 유의할 때 

균형오차는 종속변수가 장기균형으로 가도록 피드백한다. 또한 ECT는 

장기 공적분 관계를 통해 도출된 항이기 때문에, (식 5)과 (식 6)에서 

ECT의 계수인 과 의 유의성 검정을 통해 장기적 인과관계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를 종속변수로 하는 (식 5)의 오차수정계수가 

유의하고 를 종속변수로 하는 (식 6)의 오차수정계수는 유의하지 않

다고 하면, 모형에서 는 시간에 따라 균형으로 수렴하지만 는 그렇

지 않으므로, 에서 발생한 단기적 오차에 가 순응하게 되고 이는 인

과관계의 방향이 X → Y임을 뜻한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종속변수와 

상대되는 독립변수의 계수인 와 의 유의성 검정을 수행하면 단기

적 인과관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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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
장기 인과관계 방향Eq. ECT 계수 Eq. ECT 계수

유의하지 않음 유의함 X → Y
유의함 유의하지 않음 Y → X
유의함 유의함 X ↔ Y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않음 상호 독립적 관계

[표 2]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한 장기 인과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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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데이터 및 기초통계

제1절 투입변수 개요

본 연구에서 투입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제주지역 주택가격의 지표로는 한국감정원에서 월별로 발표하

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사용하였다. 실거래가격지수는 국토교통부

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 데이터에서 아파트 단지와 동, 면적, 

층 그룹 변수를 통제한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을 반복매매모형에 투입하여 

산출한 것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격 의무 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부터 공개되고 있다. 

모형에 투입한 두 번째 변수는 공간시장에서의 주택 거주수요에 해당

하는 지표인 제주지역 가구 수의 월별 순증가이다. 가구 수는 행정안전

부에서 제공하는 월별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에서의 주민등록세대수 자

료를 사용하였다. 주민등록세대수와 실제 거주 가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대리변수로서 행정 데이터인 주민

등록통계를 사용하였다. 이때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실제 주민등

록세대수 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1차 차분을 가한 월별 순증가 변수도 

추세를 가진 1차 적분 시계열이었고, 따라서 원본 시계열인 주민등록세

대수는 2차 단위근을 보유한 시계열인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모형

에 투입하기 위하여 가구 수를 1차 차분한 월별 가구 수 증가 변수를 

사용하였다. 

주택 거주수요를 기반으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자산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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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모형의 세 번째 변수는 제주지역의 월별 아

파트 전세가율이다. 이는 전세를 통한 투자 여건을 나타내주는 지표이자 

부동산 수익률의 대리지표이다. 만일 매입과 매각시의 가격 차이로 인한 

수익을 노릴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동일할 때 전세가율이 높을수

록 같은 초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가

율은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월별 주택가격동향 통계에서의 제주지역 자

료를 사용하였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변수는 제주지역에 소재한 예금은

행 계정의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예금이다. 이는 지역 내의 현금 통화량

에 대한 대리지표로 채용한 것으로, 두 지표의 합인 제주지역 예금은행 

예금 총계는 전국 단위에서의 M2 통화량과 개념적 범위가 유사하지만, 

지역별 현금 보유랑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M2와 개념상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모형의 여섯 번째 변수는 제주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액이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예금은행 및 비예금은행취

급기관의 월별 대출통계를 통해 확인하였다. 일곱 번째 변수는 주택담보

대출금리이다. 금리는 시중 유동성에 밀접한 지표인데, 여러 금리지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주택시장과 가장 밀접하다고 판단하였다. 

단, 다른 변수들과 달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제주지역에만 한정된 변수

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표이다. 

변수들의 시계열 범위는 2011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세대수 통계가 2011년 1월부터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물가의 상승을 통제한 실질 지표로 

변환하였으며, 단위가 서로 다른 변수들의 관계를 비율로서 확인하기 위

해 변수들에 로그변환을 취하였다. 단, 전세가율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비율 단위 변수이기 때문에 로그변환을 취하지 않은 원 시계열을 사용하

였다. 모형에 투입한 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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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설명
로그
변환

원자료
단위

지역
시간적
범위

자료출처
(원출처)

LP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실질)
(Price) O 2006.01 

= 100 제주

2011.02 
~ 

2017.12

한국감정원

LHG 주민등록세대수 순증가
(Household Growth) O 세대 제주

통계청
(행정안전부)

DPR 아파트 전세가율
(Deposit-Price Ratio) X % 제주 국민은행

LDD 예금은행 요구불예금
(Demand Deposits) O 십억원 제주 한국은행

LSD 예금은행 저축성예금
(Saving Deposits) O 십억원 제주 한국은행

LML 주택담보대출액
(Mortgage Loan) O 십억원 제주 한국은행

INT 주택담보대출금리
(Mortgage Loan Interest) X % 전국 한국은행

[표 3] 투입변수 정리

제2절 기초통계량 및 시계열 차트

투입변수들의 기초통계와 시계열 차트는 다음과 같다. 본 기초통계와 

시계열 차트의 값은 로그를 취하지 않은 원본 시계열 변수를 토대로 한 

것이며, 이후의 분석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전세가율을 제외한 변수들

은 로그변환을 취한 다음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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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실질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주민등록세대수 
순증가

아파트 
전세가율

예금은행 
요구불예금

최소 132.99 143 61.81 545.55
최대 259.15 1189 70.6 2550.25

중위값 155.50 638 67.9 843.39
평균 184.82 642.07 66.8 1254.12

표준편차 44.89 277.67 2.7 680.61
표본수 83 83 83 83

항목 예금은행 저축성예금 주택담보대출액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소 4879.8 985.69 2.66
최대 7031.7 1777.72 5.06

중위값 5764.85 1377.64 3.53
평균 5956.03 1336.99 3.72

표준편차 545.36 220.87 0.74
표본수 83 83 83

[표 4] 투입변수 기초통계

[그림 2] 실질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시계열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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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민등록세대수 순증가 시계열 차트

[그림 4] 아파트 전세가율 시계열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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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예금은행 요구불예금 시계열 차트

[그림 6] 예금은행 저축성예금 시계열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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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택담보대출액 시계열 차트

[그림 8] 주택담보대출금리 시계열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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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석결과

제1절 단위근 검정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변수들의 단위근 보유 여부를 통해 시계열적

으로 안정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로그변환한 변수들의 단위근 

보유 여부를 ADF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ADF 검정의 귀무가설은 “시

계열 변수가 단위근을 보유하고 있다”이며, 검정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작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는 유의수준 

p=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단위근 검정에서의 시차의 수는 

AIC 값을 토대로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설정하였다. 각 변수의 원 시계열

과 차분 시계열에 대한 단위근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수명
원 시계열 차분 시계열

통계량
임계치

(p=0.05) 귀무가설 통계량
임계치

(p=0.05) 귀무가설

LP 3.3898

-1.95

채택 -5.9118

-1.95

기각

LHG 0.2635 채택 -8.7356 기각

DPR -1.286 채택 -5.4646 기각

LDD 1.6057 채택 -6.3363 기각

LSD 1.7918 채택 -5.6673 기각

LML 6.5224 채택 -2.1822 기각

INT -1.6226 채택 -5.071 기각

[표 5] ADF 검정 결과

검정결과 모형에 투입한 모든 변수는 차분 전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이

지 않았으나, 1차 차분한 결과 안정 시계열이 되었다. 즉 모든 변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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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단위근을 보유한 시계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단위근 검정결과

를 바탕으로 다음 검정을 수행하였다.

제2절 공적분 검정

단위근 검정 결과 모든 시계열은 불안정 시계열이었으나, 1차 차분시 

안정 시계열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시계열 차분을 통해 안

정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변수를 차분할 경우 장기적인 정보가 손실된

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공적분 관계를 

확인한 다음, 공적분 관계가 있을 경우 오차수정모형을 바탕으로 변수 

간 장기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공적분 검정법은 Johansen의 최대우도추정법이

며, 사용한 검정 통계량은 “trace”이다. 검정의 귀무가설은 “변수 간 공

적분 관계가 0개이다”이며, 검정 통계량이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귀무가

설을 기각한다.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는 유의수준 p=0.05를 기준으로 판

단하였다. 변수 간 공적분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수1 변수2 검정 
통계량

임계치
(p=0.05)

귀무가설 
기각여부

LHG LDD 19.1 19.96 채택
LHG LSD 23.01 19.96 기각
LHG LML 51.34 19.96 기각
LHG INT 28.71 19.96 기각
LHG LP 29.76 19.96 기각
LHG DPR 10.66 19.96 채택
LDD LSD 27.66 19.96 기각
LDD LML 39.18 19.96 기각
LDD INT 12.11 19.96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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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결과 21개의 변수쌍 가운데 공적분 관계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던 변수쌍은 14개이며, 7개의 변수쌍은 귀무가설을 기각

할 수 없어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

택가격 변수는 다른 모든 설명변수와 공적분 관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

서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한 변수쌍들을 가지고 다음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절 VECM 분석

1. 인과관계 검정

앞서 실시한 공적분 검정에서 장기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쌍들 가운데 주택가격 변수를 중심으로 한 변수쌍들에 대해 각각 이

변량 VECM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오차수정장치(ECT)의 계수

와 계수의 유의성을 얻었다. 이때 ECT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ECT의 

계수가 0이고 이는 해당 모형에서 ECT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

LDD LP 23.98 19.96 기각
LDD DPR 13.09 19.96 채택
LSD LML 46.93 19.96 기각
LSD INT 14.18 19.96 채택
LSD LP 21.97 19.96 기각
LSD DPR 10.76 19.96 채택
LML INT 46.22 19.96 기각
LML LP 36.29 19.96 기각
LML DPR 39.45 19.96 기각
INT LP 22.25 19.96 기각
INT DPR 11.29 19.96 채택
LP DPR 28.64 19.96 기각

[표 6] 변수 간 공적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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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만일 ΔX의 ECT가 유의할 경우 Y는 시계열적으로 X에 적응하고 

반대로 ΔY의 ECT가 유의할 경우 X가 시계열적으로 Y에 적응하지만, 

ECT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 상대 변수에 적응하는 오차수정장치가 존재

하지 않음으로 타 변수에서 발생한 충격에 적응하지 않는다. 한편 ECT

의 계수가 음일때는 균형오차가 장기균형보다 클 때 시간이 지나면서 변

수값을 하락시키고, 장기균형보다 작을 때에는 상승시켜 변수 간의 오차

를 수정하지만 ECT의 계수가 양수일 경우 해당 메커니즘은 작동하지 않

는다. 따라서 ECT의 계수가 유의하더라도 양수인 경우에는 오차 수정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의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하였다.

모형의 적정시차는 각 모형별로 AIC를 계산하여 AIC 값이 최소가 되

게 하는 시차로 선택하였으며, 실제 확인결과 모든 변수쌍에서 적정시차

는 1이었다. 각 변수쌍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별표가 

1개 이상 있는 경우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하며, 이탤릭체는 유의하

지만 계수값이 양수인 경우에 해당한다.

X Y 적정
시차

 ECT(유의성)  ECT(유의성) 인과관계
방향

LP DPR 1  0.0857(0.0170)*** -1.0870(0.3936)** X to Y
LP LDD 1 -0.0844(0.0181)*** -0.0205(0.0761) Y to X
LP LHG 1 -0.0381(0.0086)***  0.2773(0.1061)* Y to X
INT LP 1  0.0156(0.0096) -0.0116(0.0029)*** X to Y
LML LP 1 -0.0092(0.0014)*** -0.0026(0.0031) Y to X
LSD LP 1 -0.0910(0.0302)** -0.0818(0.0303)** 상호

[표 7] VECM 인과관계 검정 결과

분석 결과, 가구 수 증가, 요구불예금, 주택담보대출금리 세 변수에 대

하여 주택가격의 ECT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 변수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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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에 대해 주택가격이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변수들이 장기적

으로 주택가격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축성예금의 경우 와 에 대한 ECT의 계수가 모두 유의하였는데 

양 변수에서 발생한 충격에 서로 적응함을 의미하므로 단방향 인과관계

가 아니라 상호 피드백을 보유한 양방향 인과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액과 전세가율은 반대로 주택가격 변동에 적응하는 변수로

서, 주택가격 변동의 원인이 아닌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라고 해석되었

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한 변수 간 장기 인과관계 흐름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변수 간 인과관계

따라서 투입변수 가운데 주택가격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는 

공간시장의 가구 수 증가, 그리고 자산시장의 이자율, 통화량 변수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제 주택가격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 네 변수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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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 VECM에 다시 투입하여 변수 간 장기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공적분 회귀식을 도출하고, 한 독립변수에서 1 표

준편차만큼 충격이 가해졌을 때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보여주는 충격반응분석, 그리고 한 변수로 다른 변수들이 미치는 시계열

적 영향력 추이를 보여주는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수행한다.

2. 공적분 회귀식

다음으로 주택가격 변동의 원인으로 확인된 각 변수들을 다변량 

VECM 모형에 투입하여 공적분 계수를 계산하였다. 공적분 계수는 변수

들 간 장기 공적분 관계에서의 회귀계수로, 각 변수의 장기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VECM 모형의 적정시차는 이변량 VECM과 마찬가지로 

시차별 AIC를 계산하여 최소가 되게 하는 시차로 선택하였으며, 확인 결

과 모형의 적정시차는 1이었다. 공적분 계수들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분 
벡터

LP LHG INT LDD LSD Constant

r1 1 0.45718 0.05066 -0.39743 -1.76541 9.98282

[표 8] 공적분 계수 계산결과

계산된 공적분 계수값을 정리하여 가격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의 

형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모든 계수들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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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Pr loglog  log

본 회귀식이 보여주는 장기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구 수 증가는 주택가격과 반비례하는 관계였으며, 계수

는 -0.46이었다. 이는 월별 가구 수 순증가가 1% 상승할 때, 주택가격

은 0.46% 하락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구 수와 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반비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는 투입한 변수가 가구 수가 

아닌 가구 수의 차분변수에 해당하는 가구 수 증가이기 때문이다. 가구 

수의 증가가 주택가격에 선행하되,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할 때에는 주

택가격이 안정적이다가, 가구 수가 포화에 이르러 신규 가구유입이 둔화

된 시기에 주택가격의 상승이 일어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

째로 주택담보대출금리 또한 주택가격과 반비례하는 관계였으며 계수는 

-0.05였다. 이는 금리가 1%p 상승할 때 주택가격은 0.05%만큼 하락함

을 의미한다. 셋째로 통화량 변수에 해당하는 예금은행 요구불예금과 저

축성예금은 모두 주택가격과 비례하는 관계였으며, 그 계수는 각각 0.4, 

1.76이었다. 이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1% 상승할 때 주택가격은 

각각에 대해 0.4%, 1.76% 상승함을 의미한다.

3. 충격반응분석

VECM 분석을 바탕으로 종속변수인 주택가격에 대한 각 변수들의 충

격반응함수를 도출하였다. 계산된 충격반응함수는 각 변수의 첫 번째 시

계열에서 1표준편차만큼의 충격이 순간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택가격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반응의 총 예측 기간은 12개월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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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가구 수 증가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그림 11] 주택담보대출금리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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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요구불예금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그림 13] 저축성예금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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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구 수 증가에서 1 표준편차만

큼 충격이 발생한 경우 1~2개월 가량의 단기간에는 반응이 작았으나 이

후 양의 방향으로 반응하였다. 이는 장기 균형의 부호와는 반대되는 결

과이다. 전체 기간에 있어서는 앞서 확인한 것처럼 신규 가구유입이 본

격적으로 일어날 때는 주택가격이 안정적이지만 가구 유입이 둔화되면서 

주택가격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나, 단기적으로는 가구 수가 

급증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둘째

로 주택담보대출금리에서 충격이 발생한 경우 주택가격은 음의 방향으로 

반응하였으며 이는 장기 균형의 부호와 일치한다. 셋째로 요구불예금에

서 충격이 발생한 경우 주택가격은 단기간동안 양의 방향으로 크게 반응

하고, 약 4개월 이후로는 다소 하락하여 양의 방향으로 수렴하였다. 이

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유동성 과다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로 저축성예금에서 충격이 발생한 경우 주

택가격은 1~2개월의 단기간에는 양의 방향으로 반응하였으나 3개월 이

후에는 부호가 바뀌어 음의 방향으로 반응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 공적

분 관계에서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모두 주택가격와 비례하였으나 

단기적으로 발생한 충격에 대해서는 반응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시계열 차트에서 저축성예금에서 순간적인 충격이 발생한 

경우는 본격적인 가격상승이 있기 직전에 요구불예금으로 빠져나간 시

기,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의 막바지에 거래가 마무리되며 풀렸던 현금이 

다시 저축성예금으로 돌아간 시기를 꼽을 수 있다. 충격반응함수는 저축

성예금에서의 이러한 충격이 1~2개월의 짧은 기간에는 주택가격 변동의 

방향과 동일하게 반응하나 이후 반응의 방향이 반전된다는 점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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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한 변수에서 발생한 충격에 대해 종속변수인 주

택가격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계열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

로 각 변수의 충격으로 인해 생긴 예측오차를 자신을 포함한 설명변수별

로 분해하여, 종속변수의 시계열 변동에 있어서 각 설명변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간은 12개

월까지로 하였으며, 연구의 대상인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계열 LP LHG INT LDD LSD
1 1.0000 0.0000 0.0000 0.0000 0.0000
2 0.9731 0.0000 0.0152 0.0087 0.0030
3 0.9477 0.0184 0.0248 0.0070 0.0020
4 0.9227 0.0364 0.0329 0.0062 0.0018
5 0.9043 0.0475 0.0406 0.0059 0.0017
6 0.8915 0.0545 0.0467 0.0057 0.0016
7 0.8823 0.0594 0.0513 0.0055 0.0015
8 0.8753 0.0632 0.0547 0.0053 0.0015
9 0.8699 0.0661 0.0573 0.0052 0.0014
10 0.8657 0.0684 0.0594 0.0051 0.0014
11 0.8622 0.0703 0.0611 0.0051 0.0014
12 0.8593 0.0718 0.0625 0.0050 0.0014

[표 9] 주택가격에 대한 예측오차 분산분해표

분산분해 결과 12개월 시점에서 주택가격은 자기 자신의 충격이 약 

85.9%를 설명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시점에서 설명변수

들의 경우 가구 수 증가가 7.2%,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은 각각 0.5%, 0.1%로 설명

력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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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주택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하

여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모형을 기반으로 시계열 변수를 선정한 

다음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밝혔다. 연구에서 채택한 

DiPasquale and Wheaton의 4사분면 모형은 부동산 시장을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으로 나누고, 부동산의 수요를 공간시장에서의 거주수요와 자산

시장에서의 자산수요로 나누어 해석한다. 모형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가구 수 증가,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전세

가율,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주택가격의 설명변수로 지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주택가격의 지표로 사용하였

다. 각 변수들에 대해 ADF 검정을 수행한 결과 모든 변수들은 1차 단위

근을 보유하고 있는 불안정 시계열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어서 모든 변수

쌍에 대해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수행하여 총 14개의 변수쌍에서 공

적분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변수

쌍 가운데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한 변수쌍들에 대해 각각 VECM 분석을 

수행하여 변수 간 인과관계의 방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의 원인이 되는 변수는 가구 수 증가, 주택담보대출금리, 요구

불예금, 저축성예금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을 종속변

수로 하고 주택가격 변동의 원인을 확인된 4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

는 방정식을 구축하여 다시 다변량 VECM에 투입하였다. 먼저 공적분 

회귀식을 도출하여 변수 간 장기 탄력성을 의미하는 공적분 계수 값과 

부호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가구 수 증가와 주택담보대출금

리는 주택가격과 반비례하고,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은 주택가격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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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한 변수에서 발생한 충격에 대해 다른 변수

가 보이는 반응을 확인하는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설명변수에서 발생한 

충격에 대해 종속변수인 주택가격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보이는 반응을 

확인하였고,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을 통해 각 설명변수에서 발생한 충

격이 주택가격의 변동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주요 거시경제변수 가운데 주택가격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 

변수는 가구 수 증가, 금리, 통화량이었다. 전세가율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변동의 원인이 아닌 결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가율의 경

우 주택 전세보증금을 가격으로 나누어 계산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전세

가와 매매가격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주택담보대출액 또한 주

택가격의 상승에 비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세가율의 

변동으로 인한 부동산 투자 여건 변화가 주택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

지는 않으며, 역으로 주택가격이 전세가율에 선행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공적분 계수를 통해 장기 상관관계를 보면 가

구 수 증가와 금리는 주택가격에 반비례하였으며, 통화량은 주택가격에 

비례하였다. 여기서 가구 수 증가는 전체 기간에서 양수였기 때문에 가

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가구의 유입이 빨라질 때에는 주택가격이 

안정적이나 이후 신규 가구유입이 둔화된 시기에 주택가격의 상승이 일

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충격반응분석 결과, 변수에 따라 충

격에 대해 주택가격이 보이는 방향은 장기 상관관계의 부호와는 달랐다. 

금리에서 발생한 충격에 대해서는 장기 상관관계와 동일하게 음의 방향

으로 반응하였으나, 가구 수 증가에서 발생한 충격에 대해서는 양의 방

향으로 반응하였다. 이는 전체 기간에서의 상관관계 방향과 별개로 단기

적인 가구 수 급증은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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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요구불예금에서 발생한 충격에 대해서는 장기 상관관계와 

동일하게 양의 방향으로 반응하였으나, 저축성예금에서 발생한 충격에 

대해서는 처음 1~2개월 이후 음의 방향으로 반응하였다. 전체 기간에 대

해서는 두 지표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통화량이기에 주택가격과 마찬가

지로 상승하나, 제주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2015년을 보면 2월경

부터 현금 유동성이 빠르게 상승하며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 후 주택가격

이 상승하였으며, 2015년 10월 이후 현금이 다시 저축성예금으로 유입

되면서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충격반응함수가 보여주는 두 통화

량 지표의 순간적인 충격에 대한 주택가격 반응 차이는 이를 반영한 것

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주택가격에 대한 통

화량 지표의 설명력은 가구 수 증가와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는

데, 전체 분석기간에서 변동하며 영향을 미친 가구유입과 금리에 비하여 

통화량은 2015년을 전후로 한 일부 시점에서의 충격으로만 영향을 미쳤

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변수들을 4사분면 모형에 기반한 자산시장 변수와 

공간시장 변수로 구분하고, 해당 변수들과 주택가격 변동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산시장 변수 가운데서도 금리와 통화량은 주택

가격 변동의 원인이 되고, 전세가율과 주택담보대출의 변동은 주택가격 

변동의 원인이 아닌 결과가 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은 통화량과 비례하고 금리 및 가구 수의 월별 증가량과는 반비례하

다는 점을 밝혔으며, 그리고 단기적 충격에 대해서는 양상이 달라서 통

화량 가운데 유동성이 높은 요구불예금에서 발생한 충격에는 양의 반응

을 보이나 저축성예금에서 발생한 충격에는 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밝혔다.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주 부

동산 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언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의 영향력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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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2010년 처음 도입된 외국인 투

자이민제 유치현황 자료와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을 2015년부터 분기별

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전 자료는 연 단위로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된 자

료의 시간적 범위가 짧아 시계열 분석에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

째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2011년부터 2017년까

지로 지정하였는데, 해당 기간 중 제주지역의 주택가격은 한 차례의 급

등만을 겪고 여러 차례 사이클을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주택가

격이 재하락하는 등의 변동을 반영하게 될 경우,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

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본 연구는 주택의 수요 측면에 집중

하여 주택의 공급 측면은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주택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난개발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급증한 미분양 주택 

문제는 제주 사회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이며 미래 주택가격 예측에 있어

서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따라서 4사분면 모형에서 주거수요와 함께 

임대료를 결정하는 공간 공급 측면의 변수도 향후의 연구에서는 설명변

수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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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factors on housing price

- Focusing on apartment trade market of 

Jeju island -

Jinseok Kim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eju is the region recently experienced the dramatic rise of real 

estate price, thus the heavy fluctuation of real estate market has 

became the critical issue of local society. Therefore it is needed 

to diagnose the cause of price increase in order to forecast the 

future market status and get the policy implication on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However, the analysis of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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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economic factor's effect on Jeju's real estate market has 

not been fully developed yet. This study has chosen the variables 

based on the real estate market pricing model and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with time series model to 

confirm which factor has influenced on fluctuation of real estate 

market. In order to identify the pricing mechanism of the real 

estate market, 4 Quadrant model of DiPasquale and Wheaton, 

precedent study of time series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economic factors such as population, yields, financial liquidity on 

the real estate market, and precedent study about real estate 

market of Jeju were examined. Based on the precedent study, net 

growth of household, deposit-price ratio of housing, demand 

deposits and saving deposits of local bank, the amount and 

interest of housing mortgage loan were designated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 indicator of house price was the index for 

Apartment Housing Index presented by Korea Appraisal Board. 

Analysis process is as below. First, basic statistics and time 

series chart were examined. Then each of variables were 

confirmed to have a unit root through the unit root test. Next, 

through the cointegration test, pairs of variables with long-term 

relationship were deducted, and the causality was tested with the 

error correction term significance analysis of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By the result of the causality test, flow 

of the causality among the variables was organized. Then VECM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organized data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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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cointegration coefficients which mean the long-run elasticity, 

then impulse response analysis an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was also conducted. Followings are the results. By 

the cointegrating equation, house price is in proportion to 

demand deposits and saving deposits, and is in inverse 

proportion to loan interest and household growth in the long 

term. However,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on each variables 

has shown different results when it’s compared to the long term 

relationship. The shock on the loan interest and the demand 

deposits reacted the same direction with the long term 

relationship, but on the household growth and saving deposits, 

the direction was inversed. Lastly,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was performed. From the result, in the house 

price fluctuation house price itself had a largest explanation 

power, and the volume of currency’s explanation power was quite 

small.

Keywords : House price, Four quadrant model, V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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