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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민이 가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수용과

지지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 특정 정책인 부동산 정책시행에 따른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부신뢰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정부신뢰, 부동산정책과 신뢰, 부동산 가격요인, 부동산 정책의 효

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독립변수로 정부신뢰를, 통제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요인(물가, 지역내총생산)과 국제경제적 요인(환율)을,

조절변수로 정책변수(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인 연구모형을 수립

하였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고자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ㆍ경제적 요인과 국

제경제적 요인, 지역, 정부신뢰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

산 가격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지지와 수용, 협력을

이끌어내며, 이러한 정책이 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차를 두

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각 정부별 정부신뢰의 차이가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정

정부가 모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없었다. 넷째, 사회

ㆍ경제적 요인(지역내총생산, 환율)과 정책적 요인(각 정부별 부동산 정

책), 정부신뢰를 통제하고 본 지역별 부동산 가격변화에서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크게 달랐다. 다섯째,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고 시차별, 정부별,

지역별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일관되게 부

(-)의 영향관계가 있었다. 종합하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중 가격활성

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정부신뢰에 따른 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정부신뢰 및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변

화는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실증적으로 정부 신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은 적었다. 하지만 정부신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정책수용자인 국민들이 정책에 순응·지

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는 정책이 가진 정책의 효과보다 정

부신뢰로 인한 해당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수용이 달라져 정책의 효

과·성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동산 정책 중

가격활성화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효과가 있었다. 다만 가격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책수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분석결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인데,

주거복지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주요어 : 정부신뢰, 부동산정책, 부동산가격

학 번 : 2018-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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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부동산 공화국'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가구당 자산 현황을 보면 이 단어의 유래

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

지조사」 결과에 보면 가구당 평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나 된다.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람들의 관심사는

부동산이 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의 주요한

대선공약 중 부동산관련 공약은 비중 있게 다루어 졌으며, 대통령후보가

당선되고 난 다음 공약은 정책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정책은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힘을 받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했다.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합리적인 정책대안 선택과 원활한 정책집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또한 정책집행에서 정책에 대한 순응과 지지를 이끌어내어 정

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Easton, 1965;

Newton, 2001).

하지만 정책집행의 전제조건이라는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중 정부신

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정부신뢰가 정책집행과정

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본 연

구는 정부신뢰가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 정책인 부동산정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활성화라는 정

책목표에 따라 시행된 부동산정책이 정부신뢰의 영향으로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신뢰

가 정책집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정책집행에서 정책에 대한 성공가능

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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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

하여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는 다르게 각종 매

체 등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 주목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

놓고 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

해서도 그 효과를 믿지 못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그

러면 과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는 불신은 정부가 내놓는 부동

산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가격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정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디다. 부동

산가격에는 정책적 요인은 물론 경제적,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요인과 함

께 복합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 의한 효과를 정

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요인들을 제외하고 나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부동

산정책을 시행 시에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아 정책적 요인에 의한 정책의 효과를 눈에 띄게 살펴볼 수 없었고 하

면, 이 부동산 정책은 의미 없는 것이고 정책 실패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에 의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치로 측

정이 곤란한 심리적 요인을 제외하더라고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인구사회적 요인을 배제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동산 정책

효과에 영향을 주어 그 정책의 결과인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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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시간 및 공간, 정책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

의 시간적 범위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마지

막 1년과 문재인 정부의 2년까지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현재 시

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자료 구득이 가

능한 범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17개시도

(단, 세종시는 2012년부터)이며, 정책내용의 범위는 2007년부터 2018까지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되어 시행된 부동산 관련정책 중 종합적이고 광범

위한 정책수단을 담고 있어 그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을

선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2008년 8․21 대책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2010년 8․29 대책(실수

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 2012년 5․21 대

책(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박근혜 대통령

의 경우에는 2013년 4․1대책(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

합대책)과 2014년 7․24대책(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16년 4․28대책(주

거안정대책),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7년 8․2일 대책(실수요 보

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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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정부신뢰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정부신뢰 개념

정부신뢰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태도의 일종’

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정부신뢰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

서는 역시 개인적 신뢰만큼이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이시원

1993, 박순애 2006 재인용). 정부신뢰를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

어야 하는가의 규범적 기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신념이라 하였으며

(Miller(1974)), 다시 말해 정부가 시민들의 예측과 일관되게 정부산출을

생산해내는 정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도라고 하기도 한다

(Hetherington, 2005). 특히 정책 환경과 정책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정

부신뢰는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열쇠이며, 역으로 정부신

뢰의 감소는 정책집행상의 지지 감소로 이어진다(Chanley, 2000).

연구자 개념정의

Easton(1965)
국민이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고,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
다고 인식하는 행위에 대한 믿음

Gamson(1968)
정치체제가 바람직한 산출물을 생산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가지는 확
률

Miller(1974)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의 규범적 기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신념

이종범(1986)
정부가 역할 기대의 내용에 따라서 행동할 확률에 대한 국민의 판단
으로 긍정적 의미의 평가적 태도

[표 1] 정부신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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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신뢰의 중요성

신뢰는 정보공유와 동의를 촉진함으로써 문제해결과 조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의 주요 예언자가 된다(Bosset al,

2006). Putnam은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신뢰

와 불신의 차이에 따라 남부와 북부의 지역발전이 차이난다고 보았으며,

연구자 개념정의

이시원(1993)
정치적 태도로서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 그리고 개개인의 가치
기준을 토대로 정부에 대한 판단이나 견해를 뜻하는 평가적 태도

이재혁(1998)
정보의 불확실성과 감시의 불안정성이 개제된 상황에서 상대의 행위
가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의 이해에 부응하도록 
상대가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는 선택적 행위

박통희(1999)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태도

오경민·박흥식
(2002)

정부를 감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국민이 정부로 
인해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
며 정부를 지지하는 심리적 태도

박순애(2006)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개념적 차원의 신뢰, 국가통치
체제로서 갖는 기관 차원의 신뢰, 그리고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공무
원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는 것

양건모(2007)
정부가 대다수 국민이익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는 일반적 역할 수행
에 대한 판단 및 특정집단이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에 부응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특정적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

현승숙·이승종
(2007)

주민이 공식적으로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자발적으로 정부기관 그 자체에 대한 신의를 가지며, 공직자에 대
해서도 도덕성과 역량이 있다고 믿는 것

이양수(2008)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김태형·Khaltar
Odkhuu·문명

재(2016)

정부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합치하도록 공익을 추구하며 정
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성과를 창출해낸다는 믿음

원혜연(2012) 인용 및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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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김인영 2008).

신뢰가 중요하듯이, 정부신뢰도 정부기관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정부신뢰는 사회적·정치적 합의에 이르도록 도

와주며, 정책에 대한 순응을 이끌어낸다(원숙연, 2001; OECD, 2017). 정

부신뢰는 정부기관과 시민을 서로 연결하고 협력을 촉진시키며, 시민 스

스로 정책순응을 확보함으로써 정책 입안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정책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예상가능한 정책성과를 유

도하는 역할을 한다(김병규 외, 2009).

정부신뢰의 중요성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

과, 정부와 시민 간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부의 대응성과 효과

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숙종 외,

2015). 그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는 정부가 존립하는 도덕적 기반이며, 정

부의 행정비용을 감축시켜 정부성과를 높인다(박희봉, 2012). 정부신뢰는

공공기관과 시민을 연결하는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부의 효과

성(efficacy)을 높인다(Evan, 1996). 또한 정부신뢰는 포용적이고 개방적

인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OECD, 2017). 이와 같이 정부신뢰는 정부의 민주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며, 즉 정부신뢰를 제고한다는 것은 협력을 강화시키고, 정책순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주적인 행정, 효과적인 행정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정부신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정부신뢰의 제고는 공적영역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특히 신뢰도가 높은 공공부문은 민간 부문의 경제적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써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Algan and Cahuc, 2010). 또한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내구재 소비,

고용, 투자 등과 경제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결정에서 개인과 기업이 직

면하는 리스크를 줄여줌으로써 원활한 경제활동에 기여한다(김우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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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부동산정책의 정의

부동산정책을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놓는 정책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부동산관련

문제를 개선 또는 해결하고자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료가 개발·집행하는

목적 지향의 행위과정을 말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 중 주택정책에는 주

택 가격안정, 주택 가격조사,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관리, 주거환경, 주

거복지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더하여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유ㆍ거

래ㆍ양도관련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조세정책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기관이 부동산 문제를 개선 또는 해결하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든 지침(guide lines) 또는 행동방안(course of

action)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민 전체의 공통되는 생활기반이 되는 땅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제반문제를 해결ㆍ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공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동산정책의 유형

부동산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가격안정(투기억제) 정

책과 경기활성화 정책이다. 가격안정(투기억제) 정책은 시장의 과열을

막고 가격상승을 억제하거나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이며, 경기활성화

정책은 침체된 시장을 회복시키고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각각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부 정책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격안정

(투기억제) 정책으로는 수요 측면에서는 거래규제와 조세강화, 주택금융

규제 정책이 사용되었으며, 거래규제는 대표적으로 주택거래신고제, 투기

지역 지정 등이 있으며, 조세강화는 거래ㆍ보유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금융규제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총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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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비율(DTI) 규제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이 있었던 바,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확대, 재건축 등 공급규제강화, 가격

통제 정책이 사용되었다. 공급확대에는 신규 분양 및 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가 대표적이며, 대규모 국가 개발사업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가격상

승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측면의 각종 규제 강화

및 가격통제수단인 분양가 상한제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사용된 세부

정책수단이다.

목표 수요/
공급 구분 세부 정책수단

가격
안정
(투기
억제)
정책

수요

거래규제 주택거래신고제, 투기지역 지정, 청약자격 제한 및 우선 
공급대상 지정, 분양권 전매 제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조세강화
(투자이익 

환수)

거래세(취등록/양도세), 보유세(종합부동산/재산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제, 채권입찰제

주택구입자금 출처 조사, 과표 현실화

주택금융규제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공급

공급 확대 주택 공급 규모 확대 (분양 및 임대)

재건축 등 
공급규제 

강화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 (심의 강화, 안전진단 평가기준 강화, 
용적률 축소 및 소형/임대 주택 의무건설비율 강화 등),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소형 주택 건설 의무화

가격통제 분양가 상한제 

경기
활성화
정책

수요

거래규제완화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청약자격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조세감면 거래세(취등록세, 양도세),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감면

금융지원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금리 인하, LTV 및 DTI 규제 완화

공급

공급확대 주택 공급 규모 확대를 통한 건설 경기 부양 도모 

공급규제완화 재건축,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주택 건설 규제 완화

가격통제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건설사 지원  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지원, 금리인하 등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9). 부동산 정책과 대응방안

[표 2] 부동산 정책유형에 따른 부동산정책 주요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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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활성화 정책으로는 수요 측면에서는 거래규제완화, 조세감

면, 금융지원,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확대, 공급규제 완화, 가격통제 완화,

건설사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 행해진 경기활성화

정책에는 투기억제 대책에서 시행된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가 대표적이

며, 그 외에도 자금 및 조세감면을 통한 수요 진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급측면에서 시행되는 공급확대는 각종 공급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면에서 가격안정정책에서의 공급확대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정책구분 외에도 서민주거 안정대책과 부동산 시장 선진화 대

책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서민주거 안정대책에서는 주로 전세자금 및

서민주택 구입자금 지원 등이 포함되며, 수요 진작을 꾀한다는 점에서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변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가격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면 가격안정(투기억제)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부동산시장 선진화 대책

에서는 부동산실명제, 실거래가 등기, 과표기준 현실화 등이 있는데 이는

투기거래 억제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가격안정(투기억제) 정책으로 구

분하였다.

3)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 개관

다음으로는 각 정부에 따는 부동산정책을 제도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가격 상승세는 정부의 규제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해 상승세가 한풀 꺾였으며, 부동

산시장 규제로 국토균형발전 3대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

도건설 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지방분권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주거복지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

공임대주택, 소형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지구를 개발한 정책이 주

로 이루었다. 그 정책 중 2008년 8․21 대책(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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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기 보완방안)과 2010년 8․29 대책(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 2012년 5․21 대책(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정책유형 및 정책수단 구

분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날
짜 대구분 중구

분 소구분 세부 정책

08-08-21

경기
활성화

수요

거래규제
완화 • 전매제한 기간 완화(수도권 신규분양주택)

금융지원 • 주택금융확대 : 30년 장기주택담보대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공급
공급규제

완화

• 2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아파트 층수제한 완화
• 재건축전체사업기간단축(3년->1년6개월)
• 재건축안전진단절차간소화(2회->1회)
• 재건축판정기준 합리화 및 실시시점 조기화
• 재건축 일반공급 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 폐지

공급확대 • 수도권 내 신도시 2곳 지정 : 오산세교 인천검단

- 공급 -
• 공공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후분양, 
• 필요시 선분양하는 현행 방식 유지
• 민간아파트에후분양선택시저리의주택기금지원

10-08-29
경기

활성화 수요

조세감면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기본세율 적용을 2012년까지 2년 연장)
• 취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2%->1%)
• 수도권임대사업자자격조건완화
• 개인비사업용토지양도세2012년까지 기본세율(6~35%)적용

금융지원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투기지역 제외, 9억원이하 
• 주택구입 시 금융회사 자율적 DTI적용
• 신규분양자와소유주택구입한자에대한주택융자조건완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신설

- 공급 -
• 3조원 규모 채권담보부증권 및 대출채권 담보부증권 순차발행
• 환매조건부매입대상 및 매입한도, 미분양리츠펀드 매입대상확대
• 보금자리주택사전예약물량축소(80->50%)

12-05-01

경기
활성화

수요

거래규제
완화

• 주택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 분양권전매제한기간완화 (수도권공공택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일부보금자리주택)

금융지원 • 무주택자 금융지원확대(대상주택(시가3->6억원이하) 
  및 지원한도(1->2억원), 금리인하)

조세감면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완화

공급 공급확대 •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 활성화

[표 3]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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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조세 감면 및 금융지원 확대, 거래규제 완화를

비롯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통하여 주택 대량공급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저금리로 인해 전세는 월세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전세가격의 폭

등과 전세의 월세 전환경향도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계층,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도입하고, 뉴스테이라는 기업

형 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임대주택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심화된 가계부채 증가와 주거양극화, 과잉공급 문제해결에는 역

부족이었다. [표 4]는 박근혜 때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광범위한 정책수

단이 있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2013년 4․1대책(서민 주거안정

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2014년 7․24대책(하반기 경제정

책방향), 2016년 4․28대책(주거안정대책)을 정책유형과 정책수단을 구분

하였다.

날
짜 대구분 중구

분 소구분 세부 정책

13-04-01

경기
활성화

수요 조세감면 • 미분양, 신축주택 외에 기존주택도 양도세 5년간 면제

공급 공급규제
완화 •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가격안정 공급 가격통제 •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14-07-24
경기 

활성화 수요
금융지원 •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LTV, DTI 전 금융권 70%일괄적용)
거래규제

완화 • 청약통장 일원화(주택청약종합저축)로 재형기능 강화
16-04-28

경기
활성화

공급 공급확대 •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3만호->30만호)
•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1천 가구 공급

수요 금융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완화 및 한도 증가

[표 4]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구분  

문재인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

산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반면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상승세인 지역과 하락세인 지역이 엇갈린다. [표 5]는 2017년

8․2일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책유형 과 정책수단을 구분한 표이다.

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과 세부내용은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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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대구분 중구

분 소구분 세부 정책

17-08-02

가격
안정

수요

거래규제 •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투기지역지정

조세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임대등록유도

주택금융규제 •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거래규제 • 청약제도 정비
  (청약제도 개편, 지방 전매제한 도입 등)

공급

가격규제 •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재건축 등 

공급규제강화 • 재건축 재개발 규제정비

공급확대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공공택지 확보,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등)

[표 5]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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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가격변동추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를 각 지

수별로 그래프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1]은 전국기준의 5개의 부동

산가격지수와 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시점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지가지

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주택매매와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와 아파트전세가격지

수는 추세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가격상승

폭이 컸던 것은 아파트전세가격지수이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전세가격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순이다.

[그림 1-1] (물가보정) 부동산 가격지수별 가격변동 추이(전국)

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시점별로 살펴보면,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

책 ① 2008.08.21.대책이후 부동산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② 2010.08.29. 대책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③ 2012.05.01.

대책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① 2013.04.01. 대책, ② 2014.07.24.

대책, ③ 2016.04.28. 대책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지나 가격변동의 크기는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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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동산 정책 ① 2017.08.02. 대책이후 한동안 가격변동이 커보이지는

않으나, 2018년부터 주택 및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낸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은 수도권기준의 5개의 부동산가격지수와 각 정부별 부동

산 정책시점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수도권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지가지

수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주택매매와 아

파트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와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추세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과 마찬가지로 가격상승추세가 젤

컸던 것은 아파트전세가격지수이며, 변동이 컸던 것은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인 것으로 보여진다. 수도권은 전국과 비슷한 가격변동 추이를 보이

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2] (물가보정) 부동산 가격지수별 가격변동 추이(수도권)

[그림 1-3]은 비수도권기준의 5개의 부동산가격지수와 각 정부별 부

동산 정책시점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앞에서 살펴본 전국과 수도권과 비

교하면 지수지수는 전국, 수도권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반면, 주택매매

가격지수와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전국과 수도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

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과 수도권의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가

다른 변동추이를 보이나, 비수도권지역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추

이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각 정부의 부동산 시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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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때 가격변동폭이 큰 것으로 보여지며, 박근혜

정부 때는 그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때는 2017년

8·27 대책 이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8년 중반이후부터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여진다. [부록 2-1, 2-2, 2-3]은 전국, 수도권, 비

수도권과 물가보정하기전 부동산 가격지수별 가격변동 추이이다.

[그림 1-3] (물가보정) 부동산 가격지수별 가격변동 추이(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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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부신뢰를 들면서 정부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정부신뢰의 하위 구성개념과 이에 대한 측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부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박희봉 외, 2003;

손호중･채원호, 2005; 박순애, 2006; 양건모, 2007).

손호중(2005)은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입지에 있어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을 분석한 연구이다.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 정책의 투명성, 공정성, 정책PR, 참여, 정부 능력을 선정하였

다.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으

로 정부능력, 투명성, 참여, 정부PR, 공정성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다른 연구로 박정훈·신정희(2010)이며,

이는 주거지역내 CCTV 설치정책 사례를 통하여 정부신뢰 및 정책 자체

의 효능성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이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에 대

한 국민의 행태적 특성을 조사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모

형 분석 및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예상과는 달리 정부에 대

한 신뢰가 정책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우회적

인 경로를 통하여 정부정책을 지지하는데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정부신뢰는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

책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신념인 정책우려를 낮춰주어

우회적으로 정책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문빛·박건희(2014)은 담뱃값 인상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갈등 관리에

있어 정부 신뢰와 불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공중의 갈등대응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2013년 초에 논란이 되었던 정부의 담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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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인상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어떠한 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였다. 또한 이 두 가지 변인들이 정부와의 갈

등대응 행동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정부신뢰와 정

부불신에 영향으로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의 능력과 투명성을 가정하여

분석해본 결과, 정부신뢰와 정부불신은 갈등관리 능력과 절차상 투명성

에 각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의 ‘수용’행동에 정부신뢰가

긍정적으로 정부불신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대중의 ‘협력’행동에

있어서는 정부신뢰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에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에 대한 ‘수용'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

다고 보았다.

또한 Nye(1997)는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정부 성과는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의 한 종류

로서의 신뢰가 정부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박순애

20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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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정책과 신뢰에 관한 연구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신뢰연구는 대부분 부동산정책의 신뢰도에 영향

요인을 연구하는 게 대부분이며, 정부신뢰와 부동산정책과의 연관성을

일부 항목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왕무⋅장우진(2004)은 부동산정책 신뢰성의 영향요인 분석이라는 연

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책

체계요인을 정책신뢰성의 영향요인으로 보았으며, 광주광역시 부동산중

개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을 하였다. 연구에

서는 정책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정책당국, 정책내용, 정책과정, 정책홍보

요인 등 정책체계 요인을 독립변수로,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을 통제변수로, 부동산정책신뢰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실증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독립변수 중 정책내용, 정책과정, 정책홍보 요인은 유

의하나, 정책당국 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정 영향

요인은 일관성과 이해당사자의 반응, 부동산정책의 자의성 등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내용 영향요인

은 요구대응성, 정책의 시급성, 형평성, 현실성 순으로 정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홍보 영향요인은 보도의 공정성

과 적시성이 모두 주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 정부신뢰

와 유사한 요소로 정책체계안의 정책당국이 선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보

이나, 표본선정에 있어 일반적인 표본이 아닌 광주지역에 한정된 표본으

로 표본선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공공정책에 있어

정책당국이 유의하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의 연구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된 연구 중 박영강(2006)이 진행한

부동산 정책현황과 시장의 신뢰도 분석이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요인으로 이왕무⋅장우진(2004)과 마찬가지

로 정책당국의 신뢰도, 정책내용의 합리성, 정책과정의 합리성,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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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정도, 환경요인 (경기침체, 지방선거, 정권교체 등)을 독립변수로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부산시내에 위치해 있는 중

개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당국 요인과 정책내용 요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 연구도 이왕무⋅장우진(2004)와 마찬가지로 표본선

정에 있어 지역이 부산으로 한정된 표본으로 표본선정에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보여진다.

앞의 연구와 같은 독립변수 항목으로 연구한 신항섭·최민섭(2009)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있다. 설문을

앞의 연구 건과 다르게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

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로 선정한 정책당국, 정책과정, 정책내용

정책홍보, 정책환경 등 5개의 요인이 정책신뢰에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정책신뢰는 정책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문영환·최민섭(2016)은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

책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종속변수에 해

당하는 정부신뢰에 미치는 독립변수 요인으로는 정책신뢰(정책전문성,

정책일관성, 기존 정책성과)와 정책내용(시장 대응성, 정책 실효성, 사회

적 형평성) 설정하여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도권 지역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측 및 오

류를 제외한 612명의 설문자료을 분석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신뢰에

서는 기존정책성과와 정책전문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고,

정책내용에서는 사회적 형평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 정

부신뢰와 부동산 정책신뢰, 기존 정책성과의 연관성을 본 연구로써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정부신뢰가 부동산 정책신뢰, 정책지지와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만,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정책의 성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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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가격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통화량, 금리,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요인과 부동산 가격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

분이다. 그 외에도 인구요인, 지역경제요인, 부동산 거래량과 관련한 연

구도 있다.

이희석(2007)은 거시경제변수가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주택매매지수 영향요인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소비

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원 달러(환율), 가계소비지출이 영향을 미치

며, 광역시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원 달러(환율)이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석원⋅정재호(2017)은 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을 이용한 거시경제요인

이 아파트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진행하였다. 거시경제변수를 자의

적으로 선택하던 기준을 데이터마이닝기법인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변수의 중요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거시경제변수를 선정하였다. CD

유통수익률(91일), 국고채(3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부대출금금리, 주택

담보대출금액, 화폐발행잔액(말잔), 본원통화(평잔), M1(협의통화, 평잔),

M2(광의통화, 평잔),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 산업생산지수(총지수_계절

조정), 경제심리지수 등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민(2018)은 서울아파트시장과 거시경제변수 요인들간 동학적 상관

관계분석이라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거시경제 핵심변수(고용률, 실업률,

소비자물가등락률, CD(91)수익률, 주택담보대출금리, 국공채수익률, 종합

주가지수, 정기예금금리, 통화량)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서

울아파트매매/전세가격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통화량이 서울아파트매매가격에, CD(91)수익률, 종합주가지수, 주

택담보대출금리가 서울아파트전세가격에 그랜져인과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거시경제정책이 서울아파트시장에

효과적이며 주택정책 시행시 통화량 등의 거시경제정책을 활용시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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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조대헌(2005)은 서울 강남구의 경제적 장벽과 인구이동 특성

이라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연구는 IMF 외환위기 전후 서울의 도

시내부 인구이동 특성을 강남구를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서울의 거주지

분리가 유지․강화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강남구의 주택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의 변화와

인구이동의 관계를 통계청의 인구이동통계조사와 아파트 가격 자료를 이

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IMF 외환위기 이후 강남구 주택의 대부분

인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강남구 주택의 경제적 접근성

이 낮아지면서 강남구의 자가거주 가구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강남구의

인구이동은 전반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지만 강남구 인구이동의 공간적 제

약은 강화되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택의 경제적 접근성이 인구이동의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의 이동과 규모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으로 인해 인구의 규모와 이

동이 결정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이 결과를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무

리가 있지만 강남구와 같이 급격한 주택가격상승과 같은 지역에서는 위

와 같은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동근(2008)은 광역시 주택가격 변화의 특징과 요인분석이라는 제목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5대 광역시에서의 주택가격변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변화양상을 회귀분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설명변수로

전국적 요인(경제성장률, 이자율)과 지역적 요인(지역총생산, 순인구유입

유출, 지역의 자금순환)사용하였으며, 광역시 주택가격의 변화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실질GDP와 실질이자율이다. 지역의 주

택가격 변동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실질 GRDP이며,

지역총생산이 국내총생산보다 영향력이 3배이상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

에 순인구유입은 (+)의 영향, 지역의 부도율은 (-)의 영향, 전세가격은

(+)의 영향을 미친다. 1980년대에는 전국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 1990년

대와 2000년대에는 지역적 요인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본 최은영⋅조대헌(2005)과 대비하여 인구의 이동이 주

택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연구의 범위가 5대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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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한되어 이 영향요인이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민근⋅박정인⋅이병호(2017)은 서울시 주택가격, 인구, 지역내총생산

의 인과분석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서

울시 25개 자치구별 부동산가격지수, 거주인구,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연구의 엄밀성을 위해 패널단위근 검정(LLC, HT test)과 패

널 공적분검정(Johansen-Fisher)을 실시하고,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Granger 인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가격지수에 지역내총생산

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인구는 유의미한 관측치를 얻지 못하였다.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주택가격지수는 유의미하였으나, 인

구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구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택가격지

수와 지역내총생산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인

구는 주택가격과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받지만 주택가격과 지역내총생

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했다. 앞서 살펴본 최은영⋅조대헌

(2005)과 마찬가지로 인구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

다. 두 연구가 서울시에 국한된 연구라는 점에서 주택가격에 있어 인구

의 영향을 배제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연구자 영향요인

이희석(2007) 서울 -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환율, 가계소비지출
광역시 -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환율

이석원,정재호
(2017)

CD유통수익률(91일), 국고채(3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부대출금금리, 
주택담보대출금액, 화폐발행잔액(말잔), 본원통화(평잔), M1(협의통화, 

평잔), M2(광의통화, 말잔),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 
산업생산지수(총지수_계절조정), 경제심리지수

김경민(2018) 주택매매 – M2(통화량증가율)
주택전세 – CSPI(종합주가지수), CD91, 주택담보대출금리

최은영,조대헌
(2005) 영향요인 X – 인구

한동근(2008) 전국적 요인 (실질GDP, 실질이자율)
지역적 요인 (실질 GRDP, 순인구유입유출, 지역의 부도율, 전세가격)

박민근,박정인, 
이병호(2017)

영향요인 - 지역내총생산
영향요인 X – 인구

[표 6] 부동산 가격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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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부동산가격은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 경제 환경 및 부동산관련 각

종 제도나 정책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부동산 제도나 정책은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를 초래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시점에서 부동산정책 자체를 변수로 사용하여 부동산 가격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정책의 효

과에 관한 설문 연구, 정책의 시행여부에 대한 더미변수화한 연구, 정책

의 규제수준을 평점화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최차순 2010).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의 경우 독립변수인 정책이 종속변수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경우 부동산가

격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지가 및 거래량을 보는 연구도 있었다.

김윤중․최혜경(2005)은 「주택정책의 지역주택시장 영향분석 연구」

에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발표된 주택정책을 비슷한 성격의 정책

별로 구분하여 ARIMAIntervention 모형을 활용해 지역별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택정책 중에서 주택가격 하향안

정화 정책을 선정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아홉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당시의 시장에 부합하는 질적인 정책이 주택시장안정

에 기여한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조세, 공급확대 등 시장여건 검토로 가격불안요인을 제

거하는 질적인 정책수립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수립시 정책목적과 목

적달성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오정석(2006)은 「부동산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외환

위기 이후의 부동산 정책의 추이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목표달성도 측면

에서 목표와 수단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목표와 수단의 목표달성도와 수

요와 공급측면에서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부동산 정책들을 평가하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부

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주의와 시장주의로 구분하고, 부동산 정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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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장안정, 투기억제, 경기활성화, 공급확대로 분류하고 정책수단을 세

제 및 금융,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분류하

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경기활성화라는 정책목표는

건설투자액변동률과 선행경기지수변동률의 증가로 정책목표를 달성한 것

으로 평가되었고 공급확대정책의 경우 매매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수복(2006)은 「가격예측모형에 의한 부동산 정책평가」에서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들이 주택시장에서의 주택가격 변동효과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 적절한 주택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수단을 부담금

제도, 금융정책, 거래규제제도, 주택건설제도 등과 같이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신규아파트 분양권전매 제한정책 및 분양가 규제정책, 그리고 주택

200만호 공급확대정책 등과 같이 주택가격 하락을 목표로 한 정부의 개

입은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

였다.

정재호(2007)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동산 시장반응」에서 분석시

기를 참여정부이전(1988.1～2002.12)과 참여정부(2003.1～2006.9)로 나누

고, 분석지역을 서울강남, 대전, 전국지역으로 구분하여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VAR 모형의

충격반응분석과 로짓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참여 정부 이전의

주택시장은 주택정책 시행시 2～3개월 이후 정책기조에 순응하여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참여정부에서는 주택정책 시행시 7개

월 이후 정책기조에 순응하고 정책의도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정

책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가격 안정

화의 주된 대상인 서울강남은 역행하는 반면, 대전은 순응하는 보습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짓회귀분석에서는 참여정부 이전시기에는

정부정책의 영향이 정책의도와 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참여정부시

기에는 서울강남과 전국의 부동산가격은 정책의도와 반대결과를 보였으

며, 대전지역은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황(2013)은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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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현황 및

정책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이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을 다중회귀분석과 간여시계열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명변수인

정책변수는 노무현정부의 2003.10.29.대책과 2005.08.31.대책, 이명박정부

의 2008.11.03대책과 2010.08.29.대책로 설정하고 이를 더미변수로 코딩하

고, 통제변수로는 거시경제변수(CD금리, 총통화평잔증가율(M2), 코스피

지수, 주거용지가변동율)를 두어 종속변수인 부동산가격(주택매매가격지

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정부의 집권

초기에 발표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에 나온 후속대책은 정책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정책효과는 서울과 수도권이 높았으며, 지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

로 낮았다.

연구자 정책효과의 변수화 방법 정책효과에 대한 판단

김윤중․최혜경
(2005) 정책개입을 더미변수로 수량화 주택규모에 따라 상이

오정석(2006) 정책개입을 더미변수로 수량화 지역에 따라 상이(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반작용)

서수복(2006)
규제정책은 +, 
완화정책에는 - 값을 부여하고, 
가중치는 정책유형별로 부과 

없음 (오히려 반작용)

정재호(2007)
매월 정책상황을 수치로 평가
(수요 억제을 -1, 확대을 +1로 부여)
VAR 모형에 의한 충격 반응 분석 이용

2003년이후 부동산정책의
효과 약화

최지황(2013) 정책개입을 더미변수로 수량화 노무현정부정책 효과있음
이명박정부정책 효과없음

[표 7] 부동산 정책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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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연구들은 정부신뢰가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지지는 정책의 수용과 협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지만, 이

정책의 최종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는 정부신뢰를 독립변수로 하여 정부신뢰가 부동산정책의 최종 결과인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절변수

□ 부동산정책변수
◦ 이명박 정부 정책
◦ 박근혜 정부 정책
◦ 문재인 정부 정책

↓

독립변수 종속변수

□ 정부신뢰

□ 부동산 가격 
- 지가지수
- 주택매매가격지수
- 아파트매매가격지수
- 주택전세가격지수
- 아파트전세가격지수

↑

통제변수

□ 경제적∙지역적 요인
◦ 환율          ◦ 지역총생산    

[그림 2] 연구모형

정부신뢰가 정책지지로 나타나는 현상은 합리적 행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 행위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특정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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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용인될 수 있을 범위일 때(주관적 규범), 그 행동 의도(동기)가 높

아지게 된다. 즉, 정부신뢰는 일종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자신

과 관계된 사람에게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일 때,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

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앞서 본 선행연구들에서도 보았듯이 부동산 가격은 정책적 요인 외에

도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 가격을 대상

으로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영향요인 중에서 부동산 가

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선택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요인들을 종합하여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요인들을 [그림 2]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가설설정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부신뢰는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밀접

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부신뢰 수준이 높으면 정

책에 대한 지지도 높으며, 이에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정

책에 순응할 것이라고 예측해본다. 본 연구는 앞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2]의 연구모형을 가지고 정부신뢰가 부동산 가격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

해보고자 한다. 부동산 정책이 가격활성화 정책이냐, 가격안정 정책이냐

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보는 것도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가설1>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부동산 정책 중 가격활성화 정책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시

킬 것이다.

<가설1-2> 부동산 정책 중 가격안정 정책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하

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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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신뢰가 부

동산 정책수단에 의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타임래그

가 있을 것이며, 시차의 정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

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가설2> 정부신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때, 시차가 존재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부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따라 정부신뢰수준은 다를 것이며, 이에 따른 차

이로 부동산 가격의 영향도 다를 것이라고 가정해본다.

<가설3> 각 정부별 정부신뢰 차이는 부동산 가격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지역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부

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 긍정적 태도 등이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응에도 차이가 존재할 것이

며, 그 차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변동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4> 지역별 정부신뢰 차이는 부동산 가격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연구대상을 전 기간에 걸쳐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시차로 인한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의 영향의 크기

를 비교해본뒤 각 정부별, 지역별로도 그 영향이 유의한지를 나누어 살

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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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의 종속변수는 매월 발표되는 토지 지가지수와 주택매매가

격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각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이고,

독립변수는 년단위로 조사된 정부신뢰도이다. 통제변수는 주택가격(매매

가격, 전세가격)을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

구와 종합하여 선정하였다. 거시경제 변수요인(금리, 통화, 물가, 환율

등)와 사회적 요인(지역총생산 등)을 배제하고자 선정하였다. 따라서, 통

제변수는 금리(CD(91일)수익률), 통화량(총통화(M2 말잔)), 환율, 소비자

물가지수, 지역총생산 이다. 사회적 요인 중 인구요인은 선행연구에서도

영향이 미친다고 본 연구와 영향이 없다는 연구로 나뉘며, 2012년 충청

남도의 일부가 세종시로 구분됨에 따라 인구의 영향을 따져보기에는 무

리가 있어 통제변수에서는 제외하였다.

종속변수인 부동산 가격은 지가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아파트매매가

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이며, 한국감정원에서 제

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가지수의 기준시점은 2016년 11월로 해당

시점을 100으로 본 가격지수이며, 주택매매가격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

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2017년 11월의 주택매매 및

아파트 매매가격, 주택전세 및 아파트 전세가격을 100으로 본 지역별 가

격지수이다. 독립변수는 서베이연구센터에서 측정한 정부신뢰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통제변수 중 금리, 통화, 환율, 물가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역내총생산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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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단위 기간 출처

독립
변수 정부신뢰 %, 

시도별
2007～ 2018 (년간)

(2012년, 2014년, 2016년 결측) 서베이연구센터

통제
변수

경제

CD(91일)수익률 연% 2007.01 ~ 2018.12 (월간) 한국은행

광의통화(M21)평잔) 십억원 2007.01 ~ 2018.12 (월간) 한국은행

환율 원/달러 2007.01 ~ 2018.12 (월간)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2007.01 ~ 2018.12 (월간) 한국은행

지역 지역내총생산2) 일조원, 
시도별 2007～ 2017 (년간) 통계청

조절
변수 정책

이명박 ①②③
박근혜 ①②③

문재인 ①
- 2007 ~ 2018년 보도자료

종속
변수

지가지수 2016.11=100
시도별 2007.01 ~ 2018.12 (월간)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 2017.11=100
시도별 2007.01 ~ 2018.12 (월간) 한국감정원

아파트매매가격지수 2017.11=100
시도별 2007.01 ~ 2018.12 (월간) 한국감정원

주택전세가격지수 2017.11=100
시도별 2007.01 ~ 2018.12 (월간) 한국감정원

아파트전세가격지수 2017.11=100
시도별 2007.01 ~ 2018.12 (월간) 한국감정원

[표 8] 변수 내용 

1) M2=M1+정기예·적금및부금+거주자외화예금+시장형금융상품+실적배당형금융

상품+금융채+발행어음+신탁사증권주택

M1=민간보유현금+요구불예금+저축예금+수시입출식예금(MMDA)+투신사 MMF
2) 2018년 지역내총생산은 통계공표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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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변수 선정

조절변수인 정책변수는 2007년부터 2018까지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ㆍ

시행된 부동산 정책 중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수단을 담고 있어 그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을 선정하였다. 정책변수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가장 정책효과

가 강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노무

현 정부는 마지막 1년밖에 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의한 효과를 분석하

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의 경우 임기

가 남아있고 최근의 정책은 아직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

지만, 자료구득이 가능한 한 분석을 진행해보려고 하며, 분석기간은

2007.01월 ～ 20018.12월까지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21 대책과 2010년

8․29 대책, 2012년 5․21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4․1대책과

2014년 7․24대책, 2016년 4․28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2일 대

책을 부동산 정책으로 선정하였으며, 위의 부동산 정책을 더미변수로 처

리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지가지수는 조사기준시점이 해당월의 다음달 1일이며, 조

사기간은 해당월의 24일부터 다음달 17일이며, 공표는 다음달 25일이다.

따라서 11월 값은 12.1일 기준의 가격지수이다. 주택 및 아파트 매매, 주

택 및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조사기준시점이 15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

일이며, 공표는 다음달 1일이다. 따라서 15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을

구분하여, 그 이전이면 해당월부터 변수값 = 1, 그 이후이면 다음달부터

변수값 = 1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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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대책명 정책 구분 값

정책
변수

이명박

① 08.08.21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경기활성화 이전 : 0

‘08.09월~ : 1

② 10.0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
경기활성화 이전 : 0

‘10.09월 ~ : 1

③ 12.05.01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경기활성화 이전 : 0

‘12.05월 ~ : 1

박근혜

① 13.04.0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경기활성화 이전 : 0

‘13.04월 ~ : 1

② 14.07.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기활성화 이전 : 0
‘14.08월 ~ : 1

③ 16.04.28 주거안정대책3) 경기활성화 이전 : 0
‘16.05월 ~ : 1

문재인 ① 17.08.0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격안정 이전 : 0

‘17.08월~ : 1

[표 9] 부동산 정책 구분 및 설정

3) 대책명이 주거안정대책이나, 앞서 부동산정책 유형에 따르면 금융지원은 경

기활성화 정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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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동산정책을 통해 부동산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 정부신뢰를, 통제변수로는 경제적요인과 사회적요

인을 두고 조절변수로 정책변수가 각각 어느 수준으로 종속변수인 부동

산 가격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기로 한

다.

1)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인 부동산 가격지수도 연속형 변수이고, 독립변수인 정부신뢰

도 연속형 변수로 디중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중회

귀분석은 독립변수가 높아질수록 종속변수는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검증하는 분석방법이다. 독립변수가 높아질수록 종속변수도 높아지면 정

(+)의 영향, 반면에 독립변수가 높아질수록 종속변수가 낮아진다면 부(-)

의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부동산가격지수
  정부신뢰
  지역
    각정부별부동산정책
  통제변수

2) 패널회귀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는 지역별로 월마다 데이터가 존재하는 시계열 데이

터이다. 동일한 집단을 여러 시점에 걸쳐 추적 조사한 데이터를 패널데

이터라고 하는데, 본 연구의 데이터도 각 시도를 동일한 집단으로 보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한 자료라는 면에서 패널데이터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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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 종속변수 분석

종속변수인 부동산가격지수 중 지가지수는 2016.11월 시점을 100으로

보았으며, 그 외의 지수는 2017.11월 시점을 100으로 본 지수이다. 전체

기간(2007년～2018년)의 물가보정 부동산 가격지수 평균은 지가 90.0029

(SD=11.8034), 주택매매 87.4076 (SD=14.2034), 아파트매매 85.4232

4) 물가보정 부동산가격지수 = 부동산가격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 100

구분
종속변수4) 비

고지가 주택매매가격 아파트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아파트전세가격

전
체
기
간

평균 90.0029 87.4076 85.4232 84.4010 80.7786
표준편차 11.8034 14.2034 16.8411 16.7969 19.9043

최대 120.5619 112.4079 115.0208 111.2106 122.8709
최소 62.9073 54.1171 43.4833 48.7782 43.6464

관측치 2,382 2,378 2,378 2,378 2,378

이
명
박

평균 81.9451 78.4775 74.7179 72.3394 65.9029
표준편차 5.2862 10.6481 13.1561 10.6028 12.0447

최대 92.2442 98.1994 101.1112 97.5758 100.5487
최소 66.4208 56.5206 45.9262 53.4674 46.1503

관측치 966 962 962 962 962

박
근
혜

평균 94.6426 95.5529 95.4586 95.6483 94.4118
표준편차 4.4023 4.5451 6.5304 5.7652 8.1929

최대 102.0576 103.3367 109.2079 110.8016 122.8709
최소 80.1550 79.3143 77.1411 79.0190 72.9964

관측치 816 816 816 816 816

문
재
인

평균 108.3707 103.4961 103.2010 103.1979 102.9250
표준편차 3.8258 2.1124 2.5730 1.5578 2.1302

최대 120.5619 112.4079 115.0208 111.2106 114.6471
최소 102.6861 96.9861 93.6639 94.8009 91.8605

관측치 408 408 408 408 408

[표 10] 종속변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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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6.8411), 주택전세 84.4010 (SD=16.7969), 아파트전세 80.7786

(SD=19.9043)이며, 지가, 주택매매, 주택전세, 아파트매매, 아파트전세 순

으로 표준편차가 크며, 가격변동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정부별로 부동산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2008

년～2012년)보다는 박근혜 정부(2013년～2016년), 박근혜 정부보다는 문

재인 정부(2017년～2018년)때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SD=5.2862～

13.1561)때 가장 가격변동폭이 컸으며, 박근혜 정부(SD=4.4023～8.1929),

문재인 정부(SD=1.5578～3.8258) 순으로 변동폭이 작은 걸로 보여진다.

이 수치와 정부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독립변수 분석

전체기간(2007년～2018년)의 정부신뢰 평균은 52.0852(SD=7.3464)점으

로 ‘보통이다(60점)’와 ‘신뢰하지 않는다(40점)’의 사이에 분포하나, 최대

(75.5172)는 ‘신뢰한다(80점)’과 ‘보통이다(60점)’에 위치하고 최소

(27.5438)는 ‘신뢰하지 않는다’와 ‘전혀신뢰하지않는다(20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는 편차가 크지는 않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각 정부별로 정부신뢰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평균은

55.4272점으로 가장 높고, 박근혜 정부의 평균은 48.6244점으로 가장 낮

구
분 변수명 통계치 전체기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비고

독
립
변
수

정부
신뢰

평균 52.0852 52.3738 48.6244 55.4272
표준편차 7.4364 3.7527 12.1954 5.9892

최대 75.5172 58.6441 75.5172 65.2333
최소 27.5438 37.7273 27.5438 45.4743

관측치 1,764 768 396 408

[표 11] 독립변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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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명박 정부의 평균은 52.3738점으로 중간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표준편차는 12.1954로 가장 크며, 문재인 정부(SD=5.9892), 이명박 정부

(SD=3.7527) 순으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분석

통제변수는 지역내총생산, 환율, 지역이며, 범주형 변수인 지역 변수를

제외한 연속형 변수인 지역내총생산과 환율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

고자 한다. 전체기간(2007년～2018년) 지역내총생산의 평균은 85.954일조

원(SD=88.131)이며, 전체기간 환율의 평균은 1,114.58원(SD=98.21)이다.

정부별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지역내총생산의 평균은 이명박

(M=77.877), 박근혜(M=95.671), 문재인정부(M=108.222) 순으로 점차 증

가해왔다. 표준편차를 보면 이명박(SD=77.671), 박근혜(SD=96.159), 문재

인 정부(SD=111.8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점차 지역별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환율 평균은 1,155.56원으로 가장 높았으

며, 문재인 정부(M=1,111.41), 박근혜 정부(M=1,110.99) 순이었으며, 표준

편차는 문재인(SD=26.25), 박근혜(SD=53.96) 이명박(SD=109.77)순이었다.

구
분 변수명 통계치 전체기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비

고

통
제 
변
수

지역내
총생산

평균 85.954 77.877 95.671 108.222
표준편차 88.131 77.671 96.159 111.815

최대 414.339 313.479 373.329 414.339
최소 9.049 9.342 13.198 18.023

관측치 2,112 960 768 192

환율

평균 1114.58 1155.56 1110.99 1111.41
표준편차 98.21 109.77 53.96 26.25

최대 1516.40 1516.40 1235.40 1157.80
최소 907.40 937.30 1013.60 1066.50

관측치 2,448 1,020 816 408

[표 12] 통제변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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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부동산가격지수, 정부신뢰, 지역내총생산, 환율,

금리, 통화량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표 10]은 그 분석결과

표이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7∼1.0이면 매우 강한 관련성이 있

고, 0.4∼0.7이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며, 0.2∼0.4이면 약한 관련성, 0.2

미만이면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인 부동산가격지수(r>0.89, p<.01)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가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지역내총생산(p<.01), 환율

(p<.01)과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정부신뢰는 지가지수와는 정(+)의 상관관계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주택매매가격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아

파트전세가격지수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아파트매매가격지

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통제변수인 지역내총생산, 환율, 통화

량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금리하고는 부(-)의 상관관계지만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금리와 통화량의 상관계수는 0.85이상이고, 종속변수인 부동산

가격지수 5개와 금리, 통화량간은 상관계수는 각각 0.7, 0.9이상으로 매우

높아 본 분석에서는 유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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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수 독립

변수 통제변수

지가
지수

주택
매매

아파트
매매

주택
전세

아파트
전세

정부
신뢰

지역내
총생산 환율 금리 통화량

지가지수
1.0000

주택매매
0.9170 1.0000

0.0000

아파트매매
0.8956 0.9897 1.0000

0.0000 0.0000

주택전세
0.8979 0.9242 0.9026 1.0000

0.0000 0.0000 0.0000

아파트전세
0.8987 0.9230 0.9162 0.9927 1.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정부신뢰
0.0092 -0.0201 -0.0392 -0.0090 -0.0238 1.0000

0.7000 0.3995 0.0996 0.7068 0.3175

지역내
총생산

0.1964 0.2304 0.2398 0.0503 0.0691 0.0255 1.0000

0.0000 0.0000 0.0000 0.0209 0.0015 0.3184

환율
0.0983 0.1121 0.0951 0.0782 0.0594 0.0336 0.0209

0.0000 0.0000 0.0000 0.0001 0.0037 0.1590 0.3369

금리
-0.7836 -0.7698 -0.7451 -0.7937 -0.7846 -0.0233 -0.1271 -0.3605 1.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3276 0.0000 0.0000

통화량
0.9696 0.9005 0.8700 0.9258 0.9197 0.0012 0.1492 0.1493 -0.8546 1.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9588 0.0000 0.0000 0.0000
변수별 상단열은 상관계수, 하단열은 유의수준 표시 / 유의수준 0.1에서 음영표시

[표 13]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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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1. 패널회귀분석 결과

정부신뢰와 부동산가격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각각의 패널로 보는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 [표 11]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부동산 가격지수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정부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인 지역내총생산과 환율은 지가지수만 제외

하고 나머지 4개의 부동산 가격지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분
종속변수

지가지수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주택전세 아파트전세

독립
변수

정부
신뢰

-0.030** -0.082*** -0.122*** -0.051** -0.055**
0.016 0.002 0.000 0.016 0.027

통제
변수

지역내
총생산

-0.001 -0.100*** -0.159*** 0.053*** 0.032***
0.692 0.000 0.000 0.000 0.000

환율 -0.001 -0.004** -0.006** -0.005*** -0.007***
0.109 0.024 0.016 0.000 0.000

정책
변수

이
명
박

08.08.21 5.620*** 9.721*** 10.566*** 8.185*** 8.289***
0.000 0.000 0.000 0.000 0.000

10.08.29 5.532*** 10.075*** 11.928*** 10.735*** 12.127***
0.000 0.000 0.000 0.000 0.000

12.05.01 5.606*** 9.409*** 11.957*** 10.454*** 12.885***
0.000 0.000 0.000 0.000 0.000

박
근
혜

13.04.01 0.643* 0.579 0.781 1.708*** 2.278***
0.061 0.434 0.393 0.004 0.001

14.07.24 4.744*** 4.853*** 6.245*** 5.890*** 8.392***
0.000 0.000 0.000 0.000 0.000

16.04.28 8.849*** 7.563*** 9.243*** 5.918*** 7.154***
0.000 0.000 0.000 0.000 0.000

문 17.08.02 2.662*** 1.141* 0.625 0.682 0.597
0.000 0.08 0.443 0.188 0.325

상수 76.644*** 80.256*** 82.752*** 62.942*** 59.066***
0.000 0.000 0.000 0.000 0.000

* p<.1, ** p<.05, *** p<.01

[표 14] 패널회귀분석결과



- 40 -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은 주택매매와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는 부(-)의

영향을, 주택전세와 아파트전세가격지수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며, 환

율은 4개의 부동산 가격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정책별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08.08.21대책, ‘10.08.29대책, ‘12.05.01대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근혜 정부의 ‘13.04.01대책

은 지가지수, 주택전세와 아파트전세가격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매매와 아파트매매가격지

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박근혜 정부의

‘14.07.24대책과 ‘16.04.28대책은 5개의 부동산가격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17.08.02

대책은 지가지수와 주택매매가격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나머지 3개의 부동산 가격지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3]은 각 부동산 정책별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크기를

표현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는 위 [표 11]의 패널회귀분석결과에 나타

난 추정계수를 이용한 것으로 정부신뢰, 지역총생산, 환율을 통제한 상태

에서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에 대한 추정값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3] 각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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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서 살펴보면 가장 변동성이 큰 것은 아파트전세가격지수이며,

지가지수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반적

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 대책은 이명박 정부의 ‘10.08.29로 5개의

부동산 가격지수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앞장에서 본 정책변수 선정에서 각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가격활성화,

가격안정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08.08.21, 10.08.29,

12.05.01 대책과 박근혜 정부의 13.04.01, 14.07.24, 16.04.28 대책은 모두

가격활성화 정책이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17.08.02 대책만이 가격안정 정

책이었다. 각각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모두 정

(+)의 영향이었으며, 가격활성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17.08.02 정책은 가격안

정 정책이었으나, 부동산 가격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때보다는 이명박 정부때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지속된 부동산 가격활성화 정책

으로 실시된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인해 실시가능한 부동산 정책의 수단

이 한정적이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17.08.02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며,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정책별로 정책효과는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

펴본 부동산 가격변동추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격변동추이는 다

른 형상을 띄고 있으므로 3. 지역별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 수도권과 비

수도권을 구분하여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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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차-패널회귀분석 결과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간의 전후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정부신뢰에 6개월,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 [표 15]는 6개월의 시차를 준 정부신뢰와 부동산가격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며, [표 16]은 12개월의 시차를 준 정부신뢰와 부동산가격

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표 15]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6개월전 정부신뢰가 통계적으로

구분
종속변수

지가지수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주택전세 아파트전세

독립
변수

(6개월전)
정부신뢰

0.035*** -0.052** -0.062* -0.045** -0.026
0.002 0.048 0.064 0.037 0.312

통제
변수

지역내
총생산

-0.000 -0.109*** -0.169*** 0.065*** 0.047***
0.957 0.000 0.000 0.000 0.000

환율
-0.004*** -0.008*** -0.009*** -0.008*** -0.010***

0.000 0.000 0.000 0.000 0.000

정책
변수

이
명
박

08.08.21
5.094*** 9.314*** 10.177*** 7.790*** 7.955***

0.000 0.000 0.000 0.000 0.000

10.08.29
5.804*** 11.381*** 13.705*** 11.889*** 13.591***

0.000 0.000 0.000 0.000 0.000

12.05.01
3.208*** 6.847*** 8.833*** 6.983*** 8.737***

0.000 0.000 0.000 0.000 0.000

박
근
혜

13.04.01
2.813*** 2.423*** 2.869** 4.872*** 6.108***

0.000 0.009 0.016 0.000 0.000

14.07.24
6.936*** 6.545*** 8.716*** 6.382*** 9.398***

0.000 0.000 0.000 0.000 0.000

16.04.28
3.647*** 2.656*** 2.907*** 2.077*** 2.324***

0.000 0.001 0.004 0.001 0.002

문 17.08.02
4.676*** 3.443*** 3.195*** 2.378*** 2.193**

0.000 0.000 0.007 0.002 0.015

상수
77.475*** 84.005*** 85.101*** 65.447*** 60.191***

0.000 0.000 0.000 0.000 0.000
* p<.1, ** p<.05, *** p<.01

[표 15] (6개월 시차) 패널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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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파트전세가격지수를 제

외한 나머지 4개의 부동산 가격지수이다. 통제변수인 지역내총생산은 지

가지수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부동산 가격지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은 종속변수인 5개의 부동산 가격지수에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2개월 시차의 패널회귀분석결과인 [표 16]을 살펴보겠다.

독립변수인 12개월전 정부신뢰는 종속변수인 부동산 가격지수에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시

구분
종속변수

지가지수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주택전세 아파트전세

독립
변수

(12개월전)
정부신뢰

-0.067*** -0.128*** -0.143*** -0.111*** -0.111519***
0.000 0.000 0.000 0.000 0.000

통제
변수

지역내
총생산

0.006 -0.133*** -0.198*** 0.080*** 0.066***
0.176 0.000 0.000 0.000 0.000

환율
-0.004*** -0.008*** -0.008** -0.007*** -0.007***

0.000 0.000 0.003 0.000 0.000

정책
변수

이
명
박

08.08.21
3.334*** 7.262*** 7.737*** 5.993*** 5.817***

0.000 0.000 0.000 0.000 0.000

10.08.29
5.864*** 11.764*** 14.341*** 12.001*** 13.905***

0.000 0.000 0.000 0.000 0.000

12.05.01
3.278*** 6.346*** 8.153*** 6.813*** 8.530***

0.000 0.000 0.000 0.000 0.000

박
근
혜

13.04.01
4.194*** 4.603*** 5.728*** 6.452*** 8.369***

0.000 0.000 0.000 0.000 0.000

14.07.24
2.895*** 2.908*** 3.949*** 2.601*** 3.821***

0.000 0.000 0.000 0.000 0.000

16.04.28
4.050*** 2.831*** 3.598*** 2.500*** 3.588***

0.000 0.000 0.000 0.000 0.000

문 17.08.02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상수
83.671*** 91.615*** 91.889*** 68.569*** 62.017***

0.000 0.000 0.000 0.000 0.000
* p<.1, ** p<.05, *** p<.01

[표 16] (12개월 시차) 패널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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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마찬가지로 통제변수인 지역내총생산은 지가지수만 제외하고 나머

지 4개의 부동산 가격지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환율은 종속변수인 5개의 부동산 가격지수에 유의미하게 부(-)의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은 [표 14], [표 15], [표 16]의 패널회귀분석결과에서 경제·사

회적 요인(지역총생산, 환율)과 정책적 요인(부동산 정책), 지역적 요인

(시도별)까지 통제한 뒤, 정부신뢰에 따른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추정계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동시기보다는 12개

월을 시차를 두었을 때 정부신뢰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간에는 전반적으로 부(-)

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시차에 따른 정부신뢰에 의한 부동산 가격변화

선행연구에서 검토해본 바, 정부신뢰는 정책의 지지와 수용, 협력을

이끌어 낸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신뢰는 정책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정책우려를 낮추어 정책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나아가서는

정책성과와도 상호적인 연관성이 있어 정부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민들의 정책수용과 지지에 있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정부신뢰가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시

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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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정부별 패널회귀분석 결과

경제·지역적 요인과 부동산 정책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정부별로 정

부신뢰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만을 비교하고자 패널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번 패널회귀분석결과도 12개월 시차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

재인 정부때는 결측치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표 17]와 [표 18]는 각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구분하여 실

시한 다중회귀분석결과표이다. [표 17]를 보면, 독립변수인 12개월전 정

부신뢰가 종속변수인 부동산 가격지수 중 주택전세가격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통제변수인 지역내총생산은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지가지수와 주택전세, 아파트전세에서는

정(+)의 영향관계이나 주택매매와 아파트매매에서는 부(-)의 영향이 있

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은 모든 부동산가격지수에 부(-)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08.08.21, 10.08.29,

12.05.01 대책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

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활성화 정책이었던 점

에서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구분
종속변수

지가지수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주택전세 아파트전세
독립
변수

(12개월전)
정부신뢰

-0.030* -0.090* -0.172*** -0.063 -0.116**
0.076 0.064 0.005 0.143 0.024 

통제
변수

지역내
총생산

0.067*** -0.082*** -0.174*** 0.098*** 0.066***
0.000 0.000 0.000 0.000 0.006 

환율 -0.006*** -0.011*** -0.013*** -0.010*** -0.012***
0.000 0.000 0.000 0.000 0.000 

정책
변수

이
명
박

08.08.21 3.587*** 7.813*** 9.063*** 6.549*** 7.040***
0.000 0.000 0.000 0.000 0.000 

10.08.29 4.955*** 10.816*** 13.421*** 11.410*** 13.267***
0.000 0.000 0.000 0.000 0.000 

12.05.01 3.176*** 6.283*** 8.025*** 6.871*** 8.533***
0.000 0.000 0.000 0.000 0.000 

상수 79.954*** 89.577*** 97.623*** 67.730*** 67.276***
0.000 0.000 0.000 0.000 0.000 

* p<.1, ** p<.05, *** p<.01

[표 17] (12개월 시차) 이명박 정부 패널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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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에 따르면, 독립변수인 12개월전 정부신뢰가 종속변수인 5개의

부동산가격지수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통제변수인 지역내총생산은 주택매매만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으며, 지가지수에서는 부(-)의 영향을 그 외에서는 정(+)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환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동시

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다고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13.04,01은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14.07.24와

16.04.28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정책들이 가격활성화 정책이었으므로 정책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

로 보여진다.

구분 종속변수
지가지수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주택전세 아파트전세

독립
변수

(12개월전)
정부신뢰

-0.062*** -0.083*** -0.056** -0.097*** -0.080***
0.000 0.000 0.026 0.000 0.000 

통제
변수

지역내
총생산

-0.030* 0.025 0.071*** 0.134*** 0.205***
0.092 0.178 0.009 0.000 0.000 

환율 0.017*** 0.013*** 0.019*** 0.009*** 0.015***
0.000 0.000 0.000 0.000 0.000 

정책
변수

박
근
혜

13.04.01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14.07.24 1.539*** 1.116*** 1.564*** 1.270*** 1.855***
0.000 0.000 0.000 0.000 0.000 

16.04.28 3.569*** 1.765*** 2.167*** 1.791*** 2.415***
0.000 0.000 0.000 0.000 0.000 

상수 81.409*** 83.112*** 69.784*** 76.747*** 60.637***
0.000 0.000 0.000 0.000 0.000 

* p<.1, ** p<.05, *** p<.01

[표 18] (12개월 시차) 박근혜 정부 패널회귀분석결과

그리고 [그림 5]는 [표 17]과 [표 18]의 패널회귀분석결과에서 정부신

뢰에 의한 부동산 가격변화를 나타내는 추정계수로 표현한 그래프이다.

이를 살펴보면, 정부신뢰에 의한 부동산 가격변화는 정부에 상관없이 일

관되게 부(-)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은 각 부동산 지수별로

상이하였다. 지가지수와 주택전세가격지수는 박근혜 때, 주택매매가격지

수와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이명박 때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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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각 정부별 정부신뢰에 의한 부동산 가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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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각 시도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분석한 패널회귀분석은 지역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지역별 부동산 가격변화, 지역에 따라 정부신뢰로

인한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없었다. 경제·지역적 요인

과 부동산 정책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별 정부신뢰가 부동산 가격에 미

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신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12개월의 시차가 소요되는바, 다음부터 살펴볼 결과들은 12개월

시차를 적용한 값들이다.

지역내총생산과 환율, 부동산 정책, 지역을 통제하고 실시한 다중회귀

결과는 [표 13] (12개월 시차) 패널회귀분석결과와 일치하며, 상세한 내

용은 [부록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한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 확인가

능한 것은 정부신뢰, 지역총생산, 환율, 부동산 정책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추정값이며, 이를 표현한 그래프가 [그림 6]

이다.

먼저 정부신뢰, 지역내총생산, 환율, 시계열적인 정부정책을 통제하고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지가지수는 부산, 대구, 제주를 제외하고는 약 1～

2%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가격변화를 보인 곳은 인천, 충남, 충북이었

다. 다음으로 주택매매와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을 기준으

로 보았을 때,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각각 약 30～50%, 40～60%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서울, 경기가

각각 약 30～50%, 40～60%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

택전세와 아파트전세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에 비해 타 지역

들이 약 20～30%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격으로 비교한

수치가 아닌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지수로 살펴보았다는 점과 여러 변수

들을 통제한 수치라는 점을 기억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가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지

만 주택과 아파트관련 가격지수들은 서울과 경기는 비슷한 영향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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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지역들은 서울, 경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었

다. 2장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가를 제외한 주택매매, 아파트

매매, 주택전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

도권이 다른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줬는데, 각각의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다른 양상을 띄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범례

지가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그림 6]  (12개월시차) 지역별 부동산 가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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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19], [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9]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는 독립변수인 12개월전 정부신뢰는 종속변수인 부동산 가격지수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

수인 지역내총생산은 종속변수인 5개의 부동산 가격지수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은 종속변수인 5개의 부

동산 가격지수에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종속변수
지가지수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주택전세 아파트전세

독립
변수

(12개월전)
정부신뢰

-0.113*** -0.159*** -0.212*** -0.190*** -0.267***
0.000 0.000 0.000 0.000 0.000

통제
변수

지역내
총생산

0.0219*** 0.024*** 0.014* 0.078*** 0.080***
0.001 0.004 0.075 0.000 0.000

환율 -0.009*** -0.006** -0.004** -0.009*** -0.010***
0.000 0.015 0.042 0.001 0.000

지
역

서울=ref.

인천 6.751*** 8.785*** 5.834*** 20.290*** 20.190***
0.000 0.000 0.003 0.000 0.000

경기 1.675*** 2.275*** 2.773*** 0.838** 1.416***
0.000 0.000 0.000 0.049 0.002

정책
변수

이
명
박

08.08.21 3.948*** 8.706*** 6.652*** 6.151*** 5.027***
0.000 0.000 0.000 0.000 0.000

10.08.29 5.624*** 4.062*** 3.247*** 10.027*** 10.359***
0.000 0.000 0.000 0.000 0.000

12.05.01 2.892*** -0.549 -1.596*** 3.986*** 4.016***
0.000 0.305 0.002 0.000 0.000

박
근
혜

13.04.01 3.729*** 0.829 1.990*** 8.808*** 11.523***
0.000 0.273 0.006 0.000 0.000

14.07.24 1.574*** 1.090 1.645** 2.587*** 3.475***
0.007 0.137 0.018 0.002 0.000

16.04.28 2.027*** 1.383* 1.920*** 2.305*** 3.035***
0.001 0.072 0.008 0.008 0.001

문 17.08.02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상수 85.817*** 84.669*** 89.774*** 53.683*** 52.670***
0.000 0.000 0.000 0.000 0.000

* p<.1, ** p<.05, *** p<.01

[표 19] (12개월 시차) 수도권 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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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수
지가지수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주택전세 아파트전세

독립
변수

(12개월전)
정부신뢰

-0.071*** -0.064*** -0.039 -0.083*** -0.052**
0.000 0.006 0.190 0.000 0.049 

통
제
변
수

지역내
총생산

0.081*** 0.203*** 0.282*** 0.298*** 0.371***
0.000 0.000 0.000 0.000 0.000 

환율 -0.003*** -0.005** -0.004 -0.006*** -0.005**
0.001 0.014 0.139 0.002 0.033 

지
역

부산=ref.
대구 1.296*** 1.716* 4.391*** 3.768*** 5.349***

0.003 0.077 0.000 0.000 0.000 
광주 6.038*** 8.877*** 12.202*** 11.234*** 14.234***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전 4.567*** 14.868*** 20.188*** 13.974*** 17.561***

0.000 0.000 0.000 0.000 0.000 
울산 2.755*** 4.588*** 6.461*** 5.288*** 7.004***

0.000 0.000 0.000 0.000 0.000 
강원 4.559*** 10.475*** 12.931*** 13.027*** 15.218***

0.000 0.000 0.000 0.000 0.000 
충북 5.925*** 9.734*** 13.233*** 7.980*** 9.379***

0.000 0.000 0.000 0.000 0.000 
충남 3.183*** 3.739*** 3.251** -2.313*** -5.009***

0.000 0.000 0.004 0.006 0.000 
전북 5.637*** 13.384*** 17.665*** 14.774*** 17.705***

0.000 0.000 0.000 0.000 0.000 
전남 2.899*** 8.755*** 10.359*** 8.904*** 8.898***

0.000 0.000 0.000 0.000 0.000 
경북 0.572* 2.546*** 2.109** 1.263* -1.617*

0.096 0.001 0.028 0.081 0.061 
경남 0.127 -0.363 1.531 -4.020*** -2.861***

0.763 0.696 0.193 0.000 0.007 
제주 -0.981 10.442*** 8.962*** 19.654*** 17.636***

0.205 0.000 0.000 0.000 0.000 

정책
변수

이
명
박

08.08.21 2.905*** 4.586*** 4.666*** 5.006*** 4.565***
0.000 0.000 0.000 0.000 0.000 

10.08.29 5.420*** 11.089*** 13.470*** 11.298*** 13.054***
0.000 0.000 0.000 0.000 0.000 

12.05.01 3.160*** 7.115*** 9.278*** 7.068*** 9.033***
0.000 0.000 0.000 0.000 0.000 

박
근
혜

13.04.01 4.117*** 3.404*** 3.665*** 5.248*** 6.589828***
0.000 0.000 0.000 0.000 0.000 

14.07.24 2.791*** 2.220*** 2.954*** 1.977*** 2.994***
0.000 0.000 0.000 0.001 0.000 

16.04.28 4.011*** 1.978*** 2.359*** 1.829*** 2.688***
0.000 0.001 0.002 0.001 0.000 

문 17.08.02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상수 76.385*** 58.026*** 43.899*** 52.065*** 37.543***
0.000 0.000 0.000 0.000 0.000 

* p<.1, ** p<.05, *** p<.01

[표 20] (12개월 시차) 비수도권 다중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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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의 다중회귀분석결과인 [표 20]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12개월전 정부신뢰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제외한 4개의 부동산 가격지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며, 통제변수인 지역내

총생산은 5개의 부동산 가격지수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은 아파트매매가격지수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의 부동산 가격지수에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7]는 전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구분하여 실시한 다중회

귀분석결과 중 정부신뢰에 의한 부동산 가격변화를 나타내는 추정계수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살펴보면, 정부신뢰에 의한 부동산 가격변화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부(-)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수

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모두 크게 나타났다. 지가지수는 수도권

과 비수도권지역의 영향의 차이가 작았으며, 주택매매/전세가격지수보다

는 아파트매매/전세가격지수에서 더 큰 영향을 받으며, 매매가격보다는

전세가격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12개월시차) 지역별 정부신뢰에 의한 부동산 가격변화

다음으로 [그림 8]은 12개월 시차에서의 각 부동산 정책별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크기를 표현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는 [부록 3]과 위 [표

19], [표 20]의 다중회귀분석결과에 나타난 추정계수를 이용한 것으로 12

개월 전 정부신뢰, 지역총생산, 환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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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부동산 가격에 대한 추정값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8]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08.08.21, 10.08.29, 12.05.01대책과

박근혜 정부의 13.04.01, 14.07.24, 16.04.28대책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대책들이 모두 가격활성화

대책이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장 1.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그림 3]과 [그림 8]을 비교하

면,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변화는 동일하게 아파트매매/전세가

격지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지가지수가 변동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월전 정부신뢰로 통제하였을 때,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

산 가격변화는 지가는 변동성이 낮은 걸로 보여지며, 아파트매매/전세는

변동성이 두드러지는 걸로 보인다. [그림 3]과 비교시, 정책별로는 이명

박 정부의 10.08.29대책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박근혜 정부

의 13.04.01대책은 상대적으로 크게, 14.07.24, 16.04.28대책은 상대적으로

작게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범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그림 8] (12개월시차) 전국/수도권/비수도권별 
각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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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전국단위로 살펴본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부

동산 정책과 부동산 가격간의 관계에서도 정(+)의 영향으로 가격활성화

정책인 부동산 정책들이 모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지역

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08.08.21, 10.08.29 대책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고 정(+)의 영향이었으나, 12.05.01 대책은 주택매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주택매매와 아파트매매에서는 부(-)의 영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모든 대책은 지가지수와 아

파트매매, 주택전세, 아파트전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정(+)의

영향이 있었으나, 주택매매에서는 모든 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은 다른 영향이 있음

을 보여주며, 상대적으로 대통령 임기 초와 중반까지는 정책의 효과가

있는 반면 임기 말에 시행한 부동산 정책들은 그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임기 초와 중반에 많은 정책들을 시행함에 따라 나타나

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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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결과 요약

앞에서 본 패널회귀 분석결과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부

동산 정책은 가격활성화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가격간의 관계

를 살펴보았을 때 모두 정(+)의 영향이 있었으므로 <가설1>의 <가설

1-1>은 검증할 수 있었다. 다만, 그동안 지속된 부동산 정책이 가격활성

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설1-2>는 모든 정책으로 확대해석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은 정책효과가

없었으며, 정책의 반작용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의 전후관계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한

시차-패널회귀분석 결과,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은 동시점, 6개월 시차,

12개월 시차를 비교해보았을 때 12개월 시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가설 2>의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 간에는

12개월 시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를 정책의 지지와 순응으로 이끄는 데에는 정책의 수용을 하는 국민들에

게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의 정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12개월 전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

간의 패널회귀분석결과, 각각의 요소를 통제하고 본 부동산 가격변화는

토지와 아파트전세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때,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주

택전세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때로 더 가격변화가 큰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3>의 정부별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는 것을 볼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지역별 다중회귀분석결과, 지역별 정부신뢰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있어 수도권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모든 요소를 통제하고 나서 살

펴보았을 때 지역별 정부신뢰의 차이는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가설 4>를 검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1. 패널회귀분석에서 살펴

본 부동산 정책의 효과도 전국적으로는 효과는 있었지만, 수도권과 비수

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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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이 가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책의 수용과

지지를 이끌어 내고 부동산 정책시행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정부신뢰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

펴보고 정부신뢰, 신뢰와 부동산정책, 부동산 가격요인, 부동산정책의 효

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설정한 <가설

1～4>를 검증하기 위해 2007.01월부터 2018.12월까지의 총 144개월의 부

동산 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도별 정부신뢰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ㆍ경제적인 요인과 국제경제적인 요인, 지역, 정부신뢰를 통

제하고 본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있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가

격활성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지수에 정(+)의 영향을, 문재인 정

부의 가격안정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지수에 정(+)의 영향을 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며 각 시기별 정책의 효과로

국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책의 지지와 수용, 협력을 이끌어 내

는데 이러한 정책이 효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한다

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부신뢰는 정책지지에 우회적인 경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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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지지한다고 하였으며(박정훈ㆍ신정희(2010)), 신뢰가 수용과 협력

에 정(+)의 영향을 불신이 수용에 부(-)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문빛ㆍ

박건희(2014).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영향여부만을 살펴보았을 뿐 정책

을 판단하고 정책수용, 지지를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적 여유를 실증분

석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국민이 가진 정부에 대한 신뢰,

긍정적 태도가 정책의 효과까지 나타나는데 있어 시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세 번째로는 정부에 따라 정부신뢰는 차이가 있는데, 정부신뢰의 평균

은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순이었다. 평균만을 살펴본다

면 세 정부가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 유달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신뢰의 차이가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 차이는 나타

났지만 어느 한 정부가 모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없

었다. 주택매매와 아파트매매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 때 뚜렷한 영향력

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분석자료 부족으로

정부신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확인해볼 수 없었다.

네 번째로, 사회ㆍ경제적 요인(지역내총생산, 환율)과 정책적 요인(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 정부신뢰를 통제하고 본 지역별 부동산 가격변화

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살펴본 분석결과 수도권에서 정부신뢰에 따른 부동

산 가격변화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정책들이 수도

권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다수여서 이를 반영한 결과일 수

도 있겠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정책별로 수도권 지역과 비

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나는 효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동산

정책은 전국적으로는 유효한 가격활성화 정책이었으나, 수도권지역에서

는 유효하지 않은 가격활성화 정책이었다는 것을 지역을 구분해서 살펴

보았을 때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고 시차별, 정부별, 지역별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일관되게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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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관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정부신뢰가 낮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부동

산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효과를 기

대하는데 있어, 정부신뢰가 낮은 지역이 더 큰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으로 정책시행에 있어 정책효과가 예상보다 커지거나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그 동안의 가격활성화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점과 정부신뢰에 따른 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정부신뢰 및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변

화는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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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신뢰에 따라 수용/지지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

에 따라 나타난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부신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얘기는 많았지만, 실제로 정부

에 대한 신뢰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살펴본 것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는 모든 부동산 가격지수에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은 같은 시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신뢰는 국민들이 정책에 순응하여

정책을 지지하게 하며, 결국에는 정책의 효과, 성과로 나타난다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 국민들이 정책에 순응, 지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필요하다는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

하자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효과보다 해당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 여부에 따라 국민들이 해당 정책을 지지 또는 수용하는 것이 달라

지며 정책의 효과,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에서 분석한 시기의 정부의 정책들은 가격활성화 정책이

주를 이뤘으며 가격안정 대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기조상 가격안정 정책이며 향후에는 양쪽의

정책에 대한 상대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살펴본 가격활성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다만, 현재의 분석 결과로

는 가격활성화 대책에 대한 정책수용에 있어서는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

격은 부(-)관계가 주요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세가격

이 매매가격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부동산 정책이 주로 매매가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많아 생긴 것이

라고 생각하다. 앞으로는 주택소유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세입자가



- 60 -

소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거복지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ㆍ경제적 요인, 국제 경제적

요인, 정부신뢰를 통제하고 살펴본 지역별, 부동산 정책에 따른 차이는

향후의 정부의 정책에 있어 큰 변동성보다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을 유지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정책수용 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어떤 영향이 있는

지를 정부가 시행하는 특정 정책으로 살펴보는 것이며, 그 특정정책은

부동산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신뢰가 정책수용의 결과물인 부동산

가격(지가, 주택 매매/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었

다. 정부신뢰에 의한 정책수용이 실제로 작은 크기였지만 체계적인 관련

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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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활용한 정부신뢰 데이터는 년 데이터이고 년

도별로 결측치가 존재하는 자료였다. 분석에 있어서 추정은 할 수 있었

으나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부신뢰 수치

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자료여서 지역별 편차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세

세한 변동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독립변수인 정부신뢰 데이터

가 2007년부터 존재함에 따라 분석기간이 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두 정부에 대한 분석만이 가능했다.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활성화

대책이 주를 이루는 정책들이어서 여러 정책시행에 따른 분석이 불가하

였으며,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시기적으로 정부신뢰와 부동산정책의 효

과를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

민들이 가지는 신뢰에 따라 정책의 수용과 지지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책시행에 앞서 정부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복합인 지역내총생산과

국제 경제적 요인인 환율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려고 하

였으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수의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통제함에 있어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가 정부신뢰와 정책수용, 정책시행과

정책효과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인 반면에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여러 단

계를 거쳐 정책효과까지 나타나는 일렬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

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 62 -

참 고 문 헌

김경민, 이창석. (2017).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교훈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방향. 부동산학보, 71:20-33

김경민. (2018). 서울아파트시장과 거시경제변수 요인들간 동학적 상관관

계 분석. 부동산학보, 73: 115-129

김용구. (2004). 토지정책이 토지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병규, 이곤수. (2009).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21(3): 893-914

김우철. (2017). 우리나라 정부신뢰 문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3(1): 1-56.

김윤중, 최혜경. (2005). 주택정책의 지역주택시장 영향 분석 연구. 주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6)

김인영. (2008). 한국사회와 신뢰:후쿠야마와 퍼트남 논의의 재검토. 세계

지역연구논총. 26(1): 5-29

김태형, Khaltar, 문명재. (2016).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현대

사회와 행정, 26(2): 87-112

문빛, 박건희. (2014). 정책갈등 관리에 있어 정부 신뢰와 불신의 역할:

담뱃값 인상 정책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8(3): 216-240

문영환, 최민섭. (2016), 부동산 정책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4(3): 289-304

박민근, 박정인, 이병호. (2017). 서울시 주택가격 인구 지역내총생산의

인과분석. 서울도시연구, 18(3): 129-141

박순애. (2006).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 신뢰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40(2): 73-97

박영강. (2006). 부동산 정책현황과 시장의 신뢰도 분석. 토지법학, 22

박정훈, 신정희. (2010). 정부신뢰,정책효능성,정책지지간의 연관성 실증연

구. 행정논총, 48(3): 1-24



- 63 -

박통희. (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

보, 33(2): 1-17

박희봉, 신중호, 황윤원. (2013). 정부신뢰의 요인-정부정책인가? 정치태

도인가?-. 한국정책학회보, 22(2): 465-492

박희봉, 이영란. (2012). 시민문화와 정부정책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4(4): 913-936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서수복. (2006). 가격예측모형에 의한 부동산정책평가. 전주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서수복. (2008). 부동산정책이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

토연구, 56(3): 79-102

손호중.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경희, 이인혁. (2009). 부동산정책의 방향과 대응방안. 하나금융경영연

구소, 2009(11)

신항섭, 최민섭. (2009).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도와 만족도에 관

한 연구. 주거환경, 7(1): 13-44

양건모. (2007). 정부신뢰 개념의 이론적 논의 및 타당성 검증. 한국정책

학회 하계할술발표논문집

오경민, 박흥식. (2002).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

정책학회보, 11(3): 113-135

오정석. (2006). 부동산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원숙연. (2001). 신뢰의 개념적, 경험적 다차원성 신뢰연구에 갖는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10(3): 63-85

원혜연. (2012).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off-line과

on-line 접촉유형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4 -

이석원, 정재호. (2017). 거시경제요인이 아파트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

향 연구. 부동산학보, 70: 28-41

이숙종, 유희정. (201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연구: 대통령 신뢰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4(2): 53-81.

이시원. (1993). 정부신뢰의 개념적 논의. 경상대 논문집, 32(01): 49-65

이양수. (2008). 신뢰유형, 관료의 형태, 국정운영평가가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0(2): 533-553

이왕무, 장우진. (2004). 부동산정책신뢰성의 영향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23: 132-144

이종범. (1986). 국민과 정부관료제.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이재혁. (1988). 신뢰와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32(여름): 311-335

이희석. (2007). 거시경제 변수가 주택매매 및 전세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유성. (2018). 공무원 및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재호. (2007).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동산시장 반응. 부동산학보, 29:

99-110

최은영, 조대헌. (2005). 서울 강남구의 경제적 장벽과 인구이동 특성. 서

울도시연구, 6(4): 1-20

최지황. (2013).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최차순. (2010).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

한부동산학회지, 28(2): 69-91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9). 부동산 정책과 대응방안

한동근. (2008). 광역시 주택가격 변화의 특징과 요인분석, 국토연구,

현승숙, 이승종. (2007). 주민접촉에 따른 지방정부신뢰 분석. 한국지방자

치학회보, 19(4): 93-112

Algan, Y., Cahuc, P. (2010). Inherited Trust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100(5): 2060-92



- 65 -

Boss, R. W.; Goodman, E. A.; Mcconkie, M. L.; Golembiewski, R.

T.(2006). Trust and Third-party Consultation: A Longitudinal

Study,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2006(1): V1-V6

Chanley, V. A. (2000).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64(3):

239-256.

Easton, 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Wiley

Evans, Peter. (1996).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24(6): 1119-1132

Gamson, W. A. (1968). Power and discontent, Homewood: Dorsey

Press

Hetherington, M. J. (2005). Why Trust Matters: Declining Political

Trust and the Demise of American Libe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Miller, A.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Newton, K.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201-214

Nye, J. S. (1997). In Government We Don't Trust. Foreign Policy,

108: 99-111

Putnam, Robert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4).

OECD. (2017). “Trust in government” in Government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Paris



- 66 -

정
부 날짜 대책명 대구분 중구

분 소구분 세부 정책

이
명
박

08-06-
11

지방 미분양 
대책

경기
활성화 수요

금융지원
• 지방미분양 주택 중 분양가를 10%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한 주택은 LTV 10%상향 조정
• 전국 비투기지역 주택에 대해서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면 LTV 80%->85% 추가확대

조세감면 • 09년 6월말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 분양가 2%-> 1%
•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 가액 : 양도가액 기준->취득가격 기준으로 변경

- - - • 매입임대 주택 요건 완화 : 임대기간 10년->5년, 전용면적 85이하->149이하

08-08-
21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경기
활성화

수요
거래규제완화 • 전매제한 기간 완화(수도권 신규분양주택)

금융지원 • 주택금융확대 : 30년 장기주택담보대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공급
공급규제완화

• 2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아파트 층수제한 완화
• 재건축전체사업기간단축(3년->1년6개월)
• 재건축안전진단절차간소화(2회->1회)
• 재건축판정기준합리화및실시시점조기화
• 재건축일반공급분에대한후분양의무폐지

공급확대 • 수도권 내 신도시 2곳 지정 : 오산세교 인천검단

- 공급 -
• 공공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후분양, 
• 필요시 선분양하는 현행 방식 유지
• 민간아파트에후분양선택시저리의주택기금지원

08-09-
01

부동산 
세제개편

경기
활성화 수요 조세감면 •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대

• 다주택자 양도세 일부 감면
08-09-

19 주택공급대책 경기
활성화 공급 공급확대 • 10년간 연평균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 건설

•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보금자리 주택 10년간 150만호 건설
08-09-

23
종부세 

완화 대책
경기

활성화 수요 조세감면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 : 6억원->9억원
• 종합부동산세 구간별 세율 하향 조정, 고령자 감면 혜택 등

[부록 1] 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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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소구분 세부 정책

이
명
박

08-10-
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경기
활성화

수요
금융지원 •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 부담 완화

• 투기지역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담보대출 허용
거래규제 

완화 •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세감면 •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 확대 : 1년->2년

공급 건설사지원

•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신용보강 및 유동화 채권 발행)
•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과 펀드의 미분양 주택 매입
• PF대출 및 뮤쳬 등의 만기연장,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지원
•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지방 소재 공정률 50%이상, 총 2조원)
•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부채상환용, 총 3조원, 기준가 대비 90% 한도)

08-11-
03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

경기
활성화

수요

거래규제완화 • 강남 3구 제외한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전면해제
• 토지투기지역전면해제

조세감면
• 1가구1주택자의 실수요 목적 지방주택 취득 중과 제외
• 1가구2주태자지방미분양주택매각시일반세율2년간적용
• 9.1대책의비과세거주조건강화폐지

공급

공급규제완화
• 재건축소형평형의 의무비율완화, 재건축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허용
  (60이하20%이상,60-8540%이상소형평형의무비율탄력적용)
• 재건축아파트용적률최대70%확대

공급확대 • 보금자리주택환수방식 임대주택의무비율(30-50%) 2009년 적용
• SOC투자확대에의한경기활성도모

건설사지원 • 관급공사계약 공사대금채권에 신보가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지원

09-02-
11

주택경기활성화 
조치

경기
활성화 수요

거래규제완화 •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세감면 • 미분양을 포함한 신축 주택에 대핸 2010년 2월까지 양도세 감면 또는 한시 면제
• 취등록세 50% 감면(2006년 1월 50% 감면에 이은 추가 감면)

09-03-
15

주택경기활성화 
조치

경기
활성화 수요 조세감면 • 3주택자에 대해 2010년말까지 양도세 중과부담 추가 완화, 기본세율 적용

• 법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완화
09-08-

23
전세시장 
안정대책

경기
활성화 공급 공급규제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규제 완화
•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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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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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09-08-
27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기
활성화 공급 공급확대 • 2012년까지 총 60만 가구 보금자리 주택(공분+공임) 공급 예정(주변 시세 50~70%)

•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09-09-
07

주택담보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
가격안정 수요 주택금융규제 • 강남지역은 기존 DTI 40%유지, 서울은 50%, 수도권은 60% 규제

  (5천만원이하 대출, 집단대출, 미분양 제외, 제2금융권 대출은 제외)

10-08-
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

안

경기
활성화 수요

조세감면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기본세율 적용을 2012년까지 2년 연장)
• 취등록세감면시한1년연장(2%->1%)
• 수도권임대사업자자격조건완화
• 개인비사업용토지양도세2012년까지기본세율(6~35%)적용

금융지원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투기지역 제외, 9억원이하 • 주택구입 시 
금융회사 자율적 DTI적용
• 신규분양자와소유주택구입한자에대한주택융자조건완화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신설

- 공급 -
• 3조원 규모 채권담보부증권 및 대출채권 담보부증권 순차발행
• 환매조건부매입대상 및 매입한도, 미분양리츠펀드 매입대상확대
• 보금자리주택사전예약물량축소(80->50%)

11-12-
0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경기
활성화

수요

거래규제완화
•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청약제도 탄력적 운용
  (비수도권은 현재 시군단위로 제한된 청약가능 지역을 도단위로 확대)

조세감면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3주택자이상 양도차익 60%, 
• 2주택자는 50%-> 6-35% 일반세율 적용)
•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2년간부과중지

금융지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금리 4.7->4.2%, 지원대상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5천만원이하로 확대)

공급 가격통제완화 •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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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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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12-05-
01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경기
활성화

수요

거래규제완화
• 주택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 분양권전매제한기간완화 (수도권공공택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일부보금자리주택)

금융지원 • 무주택자 금융지원확대(대상주택(시가3->6억원이하) 
  및 지원한도(1->2억원), 금리인하)

조세감면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일시적2주택자에대한양도세특례기준완화

공급 공급확대 •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 활성화

박
근
혜

13-04-
0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경기
활성화

수요 조세감면 • 미분양,신축주택외에 기존주택도 양도세 5년간 면제
공급 공급규제

완화 •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가격안정 공급 가격통제 •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13-07-

24 4.1 후속조치 경기
활성화

공급 건설사지원 • 건설사대상 모기지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시행
수요 금융지원 • 후분양 대출보증시행, 개인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시행

13-08-
28

서민중산층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경기
활성화 수요

조세감면 • 취득세율 영구 인하
금융지원 • 연 1%대 초저리 수익, 손익공유형 모기지 지원

13-12-
03

4.1, 8.28 
후속조치

경기
활성화 수요 금융지원 • 금융지원확대, 보완(정책모기지 통합운영)

• 공유형모기지본사업시행(1만5천가구)

14-02-
26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경기
활성화

공급 공급확대 • 민간주도외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

수요 조세감면 • 임대소득 과세방지정비(년간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14-07-
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기 
활성화 수요

금융지원 •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LTV, DTI 전금융권 70%일괄적용)

거래규제
완화 • 청약통장 일원화(주택청약종합저축)로 재형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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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근
혜

14-09-
0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강
화방안

경기
활성화

공급 공급규제완화 •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최장 40년->30년)

수요 거래규제완화 • 수도권 청약 1-2순위 통합 및 기간단축 2년->1년

14-10-
30

서민주거비부담
완화방안

경기
활성화 공급 공급확대 •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확대(공급임대리츠 1만가구 확대 등)

• 준공공임대주택활성화(의무임대기간10년-8년),LH매입활약등)
15-01-

13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경기

활성화 공급 공급확대 •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임대 뉴스테이 도입
• 민간임대주택특별법도입

15-04-
06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경기

활성화 수요 금융지원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 월세대출지원요건완화

15-09-
02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
경기

활성화 공급 공급확대 • 집주인 리모델링 제도도입해 독거노인,대학생 등 1인가구에 공급
• 뉴스테이활성화정비사업규제합리화

16-04-
28 주거안정대책 경기

활성화
공급 공급확대 •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3만호->30만호)

•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1천가구공급
수요 금융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완화 및 한도 증가

16-11-
03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가격안정 수요 거래규제 • 맞춤형 청약제도(수도권, 세종, 부산일부) :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등
주택금융규제 •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경기
활성화 수요 금융지원 •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중도금 납부시기 유예, 디딤돌 대출 등)

- - -
•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 정비사업 제도개선
•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

문
재
인

17-06-
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설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가격안정
수요

거래규제 • 조정대상지역 추가선정(경기 광명, 부산기장 및 진구)
• 조정대상지역실효성제고(전매제한기간강화)

주택금융규제 • 조정대상지역 맞춤형 LTV, DTI강화
  (LTV 70%->60%, DTI 60%->50%, 잔금대출 DTI적용)

공급 재건축 등 
공급규제강화 • 재건축규제강화(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최대3->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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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날짜 대책명 대구분 중구

분 소구분 세부 정책

문
재
인

17-08-
02

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격
안정

수요

거래규제 •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투기지역지정

조세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임대등록유도

주택금융규제 •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거래규제 • 청약제도 정비
  (청약제도 개편, 지방 전매제한 도입 등)

공급

가격규제 • 분양간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재건축 등 

공급규제강화 • 재건축 재개발 규제정비

공급확대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공공택지 확보,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등)

17-09-
05

8.2대책 
후속조치

가격안정 수요 거래규제 •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정구)
- 공급 -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추진

17-10-
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격안정 수요 주택금융규제 • 신 DTI도입, DSR 단계적 정착

17-11-
26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가격안정 수요 주택금융규제 `• 신 DTI시행, DSR

• 개인사업자대출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입

17-11-
29 주거복지로드맵

경기
활성화 수요 금융지원 • 생애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가격안정 공급 공급확대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
- - - •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
- - - •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18-08-
28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가격안정

공급 공급확대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수도권 30만호 이상 추가공급 가능한 공공택지 추가개발)

수요 거래규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수도권 억제, 부산 활성화)

• 투기행위 집중 단속(자금조달계획서 엄격 검증, 세금탈루 행위 지속 조사, 
  LTV, DTI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 집중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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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부동산 가격지수별 가격변동 추이(전국)

[부록 2-2] 부동산 가격지수별 가격변동 추이(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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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3] 부동산 가격지수별 가격변동 추이(비수도권)

구분
종속변수

지가지수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주택전세 아파트전세

독립
변수

(12개월전)
정부신뢰

-0.067*** -0.128*** -0.143*** -0.111*** -0.111519***
0.000 0.000 0.000 0.000 0.000

통
제
변
수

지역내
총생산

0.006 -0.133*** -0.198*** 0.080*** 0.066***
0.176 0.000 0.000 0.000 0.000

환율
-0.004*** -0.008*** -0.008** -0.007*** -0.007***

0.000 0.000 0.003 0.000 0.000

지
역

서울=ref.

부산
-0.999 -41.067*** -58.452*** 22.516*** 19.927*** 
0.334 0.000 0.000 0.000 0.000 

대구
-1.692 -48.038*** -66.443*** 20.626*** 17.378*** 
0.137 0.000 0.000 0.000 0.000 

인천
2.994*** -28.930*** -44.956*** 21.038*** 17.322*** 

0.005 0.000 0.000 0.000 0.000 

광주
2.037* -45.723*** -65.599*** 25.008*** 21.855*** 
0.089 0.000 0.000 0.000 0.000 

대전
0.664 -38.837*** -56.270*** 28.250*** 25.999*** 
0.576 0.000 0.000 0.000 0.000 

[부록 3] (12개월 시차) 다중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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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수

지가지수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주택전세 아파트전세

통
제
변
수

지
역

울산 1.467 -37.692*** -53.712*** 27.005*** 25.829*** 
0.162 0.000 0.000 0.000 0.000 

경기 1.386*** -0.717 -1.252 0.915 1.222* 
0.000 0.333 0.195 0.130 0.097 

강원 0.951 -42.105*** -61.947*** 28.064*** 24.677*** 
0.417 0.000 0.000 0.000 0.000 

충북 3.047*** -39.751*** -57.247*** 25.049*** 21.651*** 
0.007 0.000 0.000 0.000 0.000 

충남 3.813*** -29.544*** -44.010*** 25.156*** 22.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전북 2.488** -37.320*** -54.561*** 31.056*** 28.868*** 
0.030 0.000 0.000 0.000 0.000 

전남 1.342 -34.886*** -51.782*** 29.767*** 26.483*** 
0.207 0.000 0.000 0.000 0.000 

경북 0.745 -33.117*** -48.600*** 27.248*** 23.225*** 
0.442 0.000 0.000 0.000 0.000 

경남 0.973 -33.119*** -45.040*** 23.864*** 24.623*** 
0.298 0.000 0.000 0.000 0.000 

제주 -6.189*** -48.922*** -75.558*** 30.236*** 20.929*** 
0.000 0.000 0.000 0.000 0.000 

정책
변수

이
명
박

08.08.21 3.334*** 7.262*** 7.737*** 5.993*** 5.817*** 
0.000 0.000 0.000 0.000 0.000 

10.08.29 5.864*** 11.764*** 14.341*** 12.001*** 13.905*** 
0.000 0.000 0.000 0.000 0.000 

12.05.01 3.278*** 6.346*** 8.153*** 6.813*** 8.530*** 
0.000 0.000 0.000 0.000 0.000 

박
근
혜

13.04.01 4.194*** 4.603*** 5.728*** 6.452*** 8.369*** 
0.000 0.000 0.000 0.000 0.000 

14.07.24 2.895*** 2.908*** 3.949*** 2.601*** 3.821*** 
0.000 0.000 0.000 0.000 0.000 

16.04.28 4.050*** 2.831*** 3.598*** 2.500*** 3.588*** 
0.000 0.000 0.000 0.000 0.000 

문 17.08.02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상수 82.856*** 125.350*** 140.978*** 45.706*** 41.892*** 
0.000 0.000 0.000 0.000 0.000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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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rice

BAEK, SOJEO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public's trust in the government on real estate prices under certain

policies: real estate policy implementation.

First of all,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olicy was established, and then the prior study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trust, real estate policy and trust, real estate

price factors, and real estate policy was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which is Government tru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Soci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as a

control variable, government policy(real estate policise for each

administration) as a moderator variable. And th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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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was used to analys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al estate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al estate price index under the control

of socioeconomic factors,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region and

government trust. The real estate policies of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re effective, but the real estate policies of Moon Jaein government

are not effective. Second, trust in the government leads to the support,

acceptance and cooperation of policies, and time differences should be placed

in the way that these policies lead to the success of the policies. Third,

after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the differences in government trust in

each government actually affect property prices, it was not possible to say

that a particular government had influenced all real estate prices, although

differences existed. Fourth, social and economic factors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exchange rate) and policy factors (real estate

policies for each government) and government confidence were controlled,

and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real

estate price changes for each region. Fifth, when controlling various factors

and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confidence and real

estate prices by time lag, each government and region, there was

consistently a negative influence. In sum, the price revitalization policy of

the past real estate policy has had some effect, the effect of policy on

government trust appears at a time lag, and changes in real estate price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olicy vary depending on

the reg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trust, few have

examined how government trust affects empirically. However, it is

significant that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government trust and the

fact that the people who are policy adopters need time to conform and

support the policy. This suggests that the effectiveness and the performance

of the policy are shown to be larger because the support and acceptance of

the policy is more different than the effect of the policy. Second, th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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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alization policy among real estate policies was effective in the real

estate market. Though terms of policy acceptance of price activation policy,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rices.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region, the housing rent price is

more sensitive than the housing sale price, which shows that the real estate

policy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housing welfare.

keywords : Government Trust, Real Estate Price, Real Estate

policy

Student Number : 2018-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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