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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Crude oil Price on Housing Prices of Gangnam Area
Ki m , Chang-Hyun
요약 : 국제유가는 세계경기를 대표하는 거시경제지표이며 한국경제의 향방을 예측할 때도 사용되는 중요한 변수이다. 원
유가격에 대한 선행연구는 유가와 다른 거시경제적 지표들간의 관계나 유가가 국가별로 미치는 파급효과에 주로 관심을 가
졌으며， 도시공간에서 유가의 파급효과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상숭할 때 도시공간에서는 어
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미시적 단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았다. 이 논문은 2003년에서 2008년의 유가상숭기에 서울의 도시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다루었다. 유가상송은 강남지역에서는 구별아파트가격차이를 심화시키고， 송파구와 강통구
의 경우에는 가격차이를 완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아파트가격의 지역차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유가의 영

향을 비교한 결과， 국제유가의 효과는 금리의 효과보다 작게 나타나지만， 6-9개월 사이에 국제유가의 설명력은 금리보다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서울시와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유가충격이 도시공간상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교통부문

과 아파트가격부문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가 국가를 단위로 하였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미시적 단위에서의 도
시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광고산업， 인터넷， 공간적 분포， 입지요인

Abstraα

: Crude oíl price is a rnacroeconornic variable of world econornic condition and an irnportant factor

to indicate current conditions and future trends of the Korean econorny. Recent research rnainly focuses on
how high oil price affects econornic security of an individual country or how the effects of high oil price on
national econorny differ arnong countries. Few papers, however, have dealt with the irnpacts of high oil
price on the change of urban spac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how the urban space of Seoul
has changed by the increase of oil price for the period of 2003 to 2008. This research also airns to exarnine
how oil price, as a factor to constraint rnobílity in the urban space , has influenced the cornrnuting pattem
and housing prices of Gangnarn area , a central business district of Seoul. Unlike other research which deals
the irnpact of oíl shock as a national econorny problern , this research deals it as an urban problern. In this
perspective,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the changes of both travel pattems of Seoul and housing prices of
Gangnarn area and can find rnicro changes that could not be detected frorn the research dealt only with
national econor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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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섰다. 과거 석유파동 시기와는 다르게， 이
시기에 전세계의 평균경제성장률은 4-6%로 안정

국제유가는 세계경기를 대표하는 거시경제지표

적이었다(IEA ， 2008). 기존의 연구에서 유가충격

이며， 한국경제의 향방을 예측할 때도 사용되는 중

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고용률이나 경제성장

요한 변수이다. 원유가격과 거시경제의 관계에 대

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된 계기는 1970년대 두

이었지만(Hamilton ， 1996) , 거시경제적 변수는 공

번의 석유파동이었다. 시리아의 송유관 파손사태

간상에 나타나는 역동적인 변화들을 모두 설명하

로 시작된 1차 석유파동은1) 전 세계의 경기를 악화

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유가충격이 발생하

시켰다. 이 시기의 불황은 실업률 상승과 물가상승

더라도 도시 내부에서 지 역에 따라 다른 대응양식

이라는 모순적인 특징이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기

이 나타날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서울을 연

때문에， 불황(s띠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

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유가가 상승하는 기간에 도

을 혼합한 스테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이라는 선조

시의 공간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석유파동에 대하여 해밀

이 논문은 특정 도시 에서 유가충격의 파급효과

턴 (Hamilton ， 1983) 이나 모크(Mork ， 1989)와 같은

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제유

거시경제학자들은 1970년대의 급작스러운 유가충

가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원유는 다양한 산업

격이 불황을 야기하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

의 원료로 사용되고， 동시에 플라스틱 등을 생산하

시하였다. 최근 유가충격에 대한 연구는 국가별로

는 데 필요한 산업 원료이다. 이 연구는 원유의 사

유가충격이 각각 다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

용경로 중에서도 석유제품이 교통수단의 원료가

가충격의 효과는 일정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

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면，

적이다(Cologi and Manera , 2009). 그런데 유가충

국제유가의 상승은 일차적으로 단위거리당 교통

격을 다루는 연구는 대부분 분석단위를 국가로 설

비를 상승시킬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하고 있어 도시공간내에서 유가의 충격이 어떠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하면， 승용차이용자가

한 공간상의 변화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동하는 데 지불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이에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교통

2003년부터 2008년 7월까지의 기간은 ‘신고유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시대’ 라고 명명할 만름 유가의 상승이 두드러진
시기였다(이달석 외，

나아가서 교통비의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변동

2007). 2003년 1월 18달러에

과 연결될 수 있다. 교통비가 상승할수록， 상대적

서 거래되었던 국제유가는 2003년 3월 이라크 전

으로 사람들의 거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심

쟁을 기점으로 상승하여， 2008년 7월에는 140달러

지 역의 토지 가치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유가

1) ‘석유파통’ 은 영어에서 오일쇼크(oil shock)라고 표기하며 유가급둥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미론상으로 주의해야 점은 ‘석유
파동’ 이 1970년대 불황의 경험을 포함한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석유파동’ 이라고 표기하고，
순수한 유가상숭의 경향을 ‘유가충격’ 이라고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은 유가충격이 곧 경기불황을 가져오지 않는
다는 경험적 연구들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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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이 교통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면， 유가의

를도출하파한다. 이와같은시계열 예측모형의

변동은 주거지를 선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

적용결과에서는 충격반웅분석 (impulse response)

이다. 예를 들어 스몰(Small ， 1986)은 2차 석유파동

과 분산분해를 통해서 충격정도와 설명력을 살펴

시기에 필라델피아에 휘발유공급이 중단되면서

볼수있다.

이동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도심 주변으로 거주지

앞서 설명한것처럼，시계열모형을통해 원유가

를 이동하면서 , 도심부 주변의 주택가격이 상승하

격과 아파트가격의 인과성을 밝혀낸다고 해도 충

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단위거

격반웅함수의 결과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포함되

리당 교통비용이 상승하였을 때， 통행패턴과 아파

지 않으면 안 된다. 원유가격과 아파트가격은 1차

트가격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을

적으로 상호인과관계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므

설명하는 다른 거시경제 변수와 국제유가 변수의

로 이 두 변수들 사이를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설명력을 비교함으로써 국제유가가 주택가격의

보다 논리적인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지역적 차별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파 한다.

논문은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벡

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시계열분석의 결과에

2.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대해 도시경제학적 해석을 첨가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

2) 연구자료

이 연구는 유가， 아파트 가격， 환율， 금리 지표를

(가)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

포함한 여러 거시경제적 지표들간의 상호인과관

국제유가는 공식적으로는 세계 3대 원유공급지

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계열분석에서

인 북해산 브랜트유， 서부택사스산중질유(WTI)，

연구À}는 각 변수들의 안정 성 (stationaπ) 이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 모두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국

지 여부를 단위근 검정 (unit root test)을 통해서 확

제유가는 뉴욕 선물시장 (NYMEX) 에서 거래되는

인하고， 사용하는 변수들이 요한센의 방법을 사용

w11를 지칭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w11를 수입

하여 공적분(co-integrated) 되어있는지 여부를 살

하지 않고， 한국은 원유 수입의 80%를 중동산 두

펴본다. 그리고 원유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인과관

바이유에 의존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계가 있다고 도출될 경우， 이 파급력을 확인하기

(1 5%) , 아프라카(4%) ， 중미 (0.15%) 의 순이다. 따라

위해서 VECM 모형을사용하기로하였다.

서 사실상한국의 석유가격 형성에 가장큰 영향을

이 과정 에서 변수들이 상호간의 영향을 통해서

미치는 것은 중동산 두바이원유라고 볼 수 있다.

장기적인 인과관계， 즉 공적분( cointegration) 관계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동산 두바이원유의 단기

에

매매가격을 변수로 책정하였다.

있 다 면

벡 터 자 기 회 귀 모 형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의 변형 인 벡터화수정모

(나) 구별 아파트가격 변수

형 (VECM)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
약이 없는

VAR 모형을

아파트 가격자료는 2003년 이후의 월별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국토

이용하여 유가충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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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격이며， 자료의 출

3.

이론적 논의

처는 부동산 114 에서 정 리한 REPS(Real Estate

1) 유가충격 파급효과의 공간성

Power Solution) 에서 구득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주택매매지수 등의 자료를 사용하면 좀
더 장기적인 자료획득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유가충격에 대한 신고전파 방식의 모형은 유가

가격지수는 라스파이레스 (Laspeyres) 방식 2)으로

와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거나， 혹

한번 가공된 자료이기 때문에 원자료의 특성을 잃

은 유가 충격에 반웅하는 행위자들의 패턴에 주목

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정시점의 가격을

하고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 유가의 충격은 외

100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공간상에 나타나는 가격

생변수(exogenous variable)로 규정 된다. 유가 충

차이를 탐색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러한 문제점들

격은가격결정의 메커니즘과전혀 상관 없이 외부

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월별 평균 아파

에서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유가

트매매실거래가자료를사용하였다.

충격의 효과를 규명한 대표적 저자인 Hamilton은
초기 연구(1 983) 에서 1973년 이전의 유가충격은
미국 내의 경제상황과 무관한 외생변수라는 것을

(다) 거시경제 변수

부동산 가격차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

명확하게 전제하고 있다(Hamilton ，

1983).3)

특히

는 변수는 3년만기회사채수익률(뻐-)을 사용하였

OPEC의 결성과 텍사스철도위원회 (Texas Railroad

고， 유가의 영향을 받는 거시경제의 요소로는 월별

Commission)는 석유수요에 대한 생산량의 균형을

환율을 설정하였다.3년만기회사채수익률은 금리

맞추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의 대리변수이고， 환율은 대외경제에 대하여 한국

유가가 교란(disruption)하지 않으면 불황이 일어

경제의 비교지표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적 상황

은 금리와 반비 례한다고 알려져 있다(DiPasquale

과 유가의 변동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해밀턴의

and Wheaton , 2004). 모형에 이와 같은 거시경제

핵섬주장이다.

변수를 투입하면， 거시경제적 요소로서 국제유가

Lee and Ni(2002)는 유가충격 이 외생변수라는 점

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확인할

을 전제하였지만， 이 주장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수있다.

밝히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 럼 Barsky(2004) 의
경우 유가가 공급충격의 영향이라는 점을 부정하

2)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란 가중치로 기준연도의 수량을 이용하는 가중물가총지수이다. 라스파이레스(Las여res) 지수는 “기준연
도와 비교연도를 가격으로 평가할 때， 기준연도의 상품의 총가치는 얼마나 변했는개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데 사용된
다.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감정평가연구원 , 2(00).

% =-r
k-Priigo
“
~X 100
S압1 POÎ qOi

3) 해밀턴 (1983)의 3번째 가설은 “1973년 이전의 미국의 불황의 최소한 일부분은 유가의 외생적 상숭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는 것이다(Ha뼈ton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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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Huntingto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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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한 국가의 산업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t3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원유수입량이 아닌 석유소
비량을 사용하면서， 요즘 석유수출국가의 관세부
a

과가유가를상승시킨다고믿는경우는거의 없다

14

고 한다(Huntington ， 2004). 특히 유가와 거시경제

〈그림

적 변수뿐만아니라그국가의 특수성， 경제주체들

1) Wald 의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 자료 : IEA , 2006

의 행동패턴 등에 관심을 가지는 입장에서는 유가
충격을 외생변수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동시

미국은 여타의 국가들과 완전히 차별적인 특성을

에언급하고있다.

가진 국가에 해당된다. 2006년 자료를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는 Huntington(2004) 이 비교대상으

미국은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

로 삼았던 국가들에 대해서 간단한 군집분석을 수

산하고， 수입하면서도 수출량은 거의 없다. 이에

행하였다.2006년 IEA의 자료를 토대로 2006년의

비하면 한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군은 원유를 거의

원유의 수입량， 원유의 수출량 그리고 연간원유생

생산하지 않으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이

산량을 사용하여 Wald의 계층적 군집분석 (cluster

고 있다. 또한 캐나다， 노르웨이 등은 원유수입량

anaψsis)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먼저 해당국가의

보다 수출량이 더 많은 국가군이다. 많은 연구자들

석유수출입 국가는 대략적으로 4개의 군집을 형

이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한 미국은 내부에서 생산

성한다. 석유의 수출입 구조에서 캐나다， 영국， 노

한 원유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동산 두

르웨이 등은 원유생산과 수출이 상당히 높은 특정

바이유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국내 원유의 가격을

을 가진 군을 형성하고， 멘마크와 호주 등은 원유

조정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다. 즉， 현대 미국의 경

생산량이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석유수입이

우에는 석유공급의 충격은 불황을 초래할 수 없다.

적은 편이다. 이에 비해서 원유생산이 적으면서도

또한， 외생변수의 정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군에는 한국과 일본 등이

의 경제가 국제유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포함된다. 미국은 여타의 국가들과 매우 상이한

야 한다. 외생변수의 성격은 고생산-고소비 국가군

수출입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팅

인 미국이나 저생산-저소비 국가군인 멘마크 등보

턴 (Huntington ， 2004)을 비롯하여 미국만을 대상

다 저생산-고소비 국가군 혹은 고생산-저소비 국가

으로 한 대부분의 유가충격의 효과는 보편성을 획

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imenez-Rodriquez

득하기어렵다.

(2007) 의 연구에서 EMS 국가들과 영미권국가들은

Huntington(2oo4) 이 분석한 14개국의 원유 수출

유가충격에 명백하게 다른반응을보였는데， 이 결

량과 수입량 그리고 생산량을 토대로 분류했을 때

과는 영국의 석유수출입 구조가 규모는 작지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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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한강 이남 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의 경향

국의 수출입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서초구의 경우 가격상승의 패턴이 강남구와 비슷

것으로풀이된다.

하지만， 동작구와 관악구의 경우 가격상승의 패턴
이 서울시의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2) 강남구 아파트가격의 상승요인

볼수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강남구를 비롯하여 송파구와

유가가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서초구 등 인접한 지역에서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의 동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최은영，

향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2003년 이후 아파

2006; 김현아， 2002; 엄근용 외 , 2006). 강남 아파트

트가격변화의 패턴을 살펴보면， 가격 oη}장 급격

가격의 급등 현상에 대한 관점은 강남 아파트가격

하게 상승한 지 역은 강남구이고， 그 다음은 송파구

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였다는 비판적 입장(박길

와서초구가비슷한패턴을보이며，서울시 평균과

환， 2009; 한동근， 2007; 최은영， 2006) , 강남 아파

관악구， 동작구를 하나의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트시장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

서울시에서 한강북부지역의 5개구의 아파트가격

되었다는 입장(이용만， 2006; 김경민 외， 2007; 김

의 변화를 살펴보면 관악구와 동작구를 제외한 이

경민， 2007) ， 그리고 강남 아파트가격의 급등에 대

른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아파

해서 가치판단을 유보하는 중립적 입장으로(허식

트가격 상승의 경향이 가장 뚜렷하다. 제곱미터당

외， 2008)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은영은 강남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강남구 아파트는 2003년

아파트가격의 차별적 상승을 일종의 공간불평등

에 약 500만원 대에서 거래되었는데， 다른 지역보

으로 해석하여 강남지역에 부와 권력이 재생산되

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2006년 말에는 1000만원

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취

이상에서 거래되었다. 강남구에 인접한 송파구와

하고 있고(최은영， 2006) , 이용만 둥은 강남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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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격에 부동산 투기로 인한 거품이 존재하지 않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유가상승의 충격은 거리요

는다고 주장하여 이른바 합리적 입장을 취하고 있

인으로 분류된다. 유가의 상승은 일차적으로 승용

다(이용만， 2006).

차의 연료비 인상으로 이어지며， 나아가서는 통근

강남아파트가격에 대하여 거품， 사교육， 파급효

과 통학 등 중요한 거 리요인의 변동을 가져올 것이

과 등의 다양한 쟁점이 있다. 그런데 상기 연구의

다. 신고전파 도시경제학에서는 지대를 결정하는

공통적인 특정은 아파트가격을 설명하는 과정에

중요한 요인이 통근거리라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서 1990년대 이후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고용중심

20세기 후반 교통기술의 혁신이 계속되면서 거리

성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었

비용은 감소하였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Glaeser

다는 점 이다. 강남구는 아파트가격이 가장 높은 지

and Kohlhase , 2004).

역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대형오피스의 총면

라서 거리비용이 증가한다면， 신고전파 도시경제

적이 가장 넓고， 기업본사가 가장 많이 입지한 지

학의 주장대로 중심지역의 지대가 차별적으로 상

역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연구에서 중요한 사실로

승할것이다.

만약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

언급되지 않는다(양재섭 , 2004).

4.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공간구조상의 강남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남 아파트가격의 형

유가상승과 강남아파트가격의
지역적 차별화

성과정에서 ‘거리’요인과 ‘비거리요인’을구분하

고자 한다. 거리요인이란 사람들이 통행한 지점

2003년 이후의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이 아파

과 자신의 거주지와의 거리가 아파트가격형성에

트가격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미치는 변수라면， 비거리요인은 금리의 수준이나

하여 강남의 아파트가격과 유가를 비롯한 금리， 환

경제정책 등 해당 아파트의 입지와 상관없이 형성

율 동의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되는 변수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주택을

현대 도시경제학의 논의에서 거리비용은 지속적

선택하는과정에서 아파트의 위치， 직장이나학교

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와의 접근성 등은 ‘거리요인’ 으로， 주택규모와 주

(Glaeser and Kohlhase , 2004) , 국제유가의

택가격， 혹은 주택내부시설과 같은 요인은 ‘비거

실질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통근자들

리요인’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 비용상승을 초래하므로 강남지역의 아파트가

또한 아파트가격과 사교육환경에 관한 논의들에

상승은

격에 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 될수있다.

대해서 거리요인과 비거리요인의 구분을 기존의

이 장에서는 국제유가가 강남구의 아파트가격을

연구와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차별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국제

“강남의 아파트가격이 오른 이유는 강남의 우수한

유가가 구별 아파트의 가격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때문이다”라는 명제를 “강남의 아파트

변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위근 검정， VECM ,

가격이 오른 이유는 강남지역이 우수한 학교와 학

출레스키 분산분석 둥의 시계열 모형을 사용하고

원과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를 독립변수로， 구

라는 비용의 명제로 대체된다.

별아파트가격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간주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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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09 년 1 월

2003/2009년 아파트 구별 실거래가 평균의 비교

• 자료 : 부동산 114 REPS

한 이 모형의 설명력을 국제유가가 지역별 아파트

‘신고유가 시대’ 의 시작인 2003년을 기준으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과 다른 거시경제변수가 아

2008년 12월까지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강

파트가격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할 것이다.

남구-송파구-강동구의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의 기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강남은 1990년대 이후 서울

술통계량은 [표 4-1]과 같다.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

의 중심성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거리비용을 중요

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최고

한 지대결정요인으로 보는 신고전파 도시경제학

가격을 기록하고 있으며 1m2당 평균 836만원을

의 관점에서는 교통비용이 증가할 때 중심지인 강

기록하고 있어서 100m2아파트(30평형)를 기준으

남의 아파트가격이 차별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로약 8억 3천 6백만 원 정도의 아파트가격이 형성

유추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아파트가격을 실수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의 서울시 전체

의 측면에서 조명하므로 아파트가격은 지대 에 비

의 아파트가격은 425만원1m2으로 강남구는 서울

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거리비용이 상승할수

시 평균의 두 배에 못 미치고 있다. 강남구와 바로

록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교통비의 비중이 높아

인접한 송파구의 경우는 622만원으로 여전히 서울

진다는 가정 에 따라서 이 연구는 아파트의 가격

시 평균의 1 .5배 이상고가의 아파트가격이 형성되

차이에 국제유가가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검증하고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송파구와 바로 인접한

자한다.

강동구는 484만원으로 서울시 평균을 약간 상회하
는정도이다.

1) 구별아파트가격과 국제유가의 상관관계

G1 변수는 강남구의 아파트매매가격의 평균에서
송파구의 평균가격을 뺀 차이이고， G2변수는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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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평균가격에서 강동구의 가격을 뺀 가격이다.

실제로 어떤 변수에 선행하는지， 혹은 그 정도는

국제유가는 환율， 금리 등의 변수와 마찬가지로 국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

가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변수이고， G1과
〈표 1) 상관분석 결과

G2가 국제유가와 금리 둥의 거시경제적 변수의 영

DU 홉

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G1은 강남구와 송파구

G1

의 가격차이를， G2는 송파구와 강동구의 가격차이

DUB

를 의미한다. 거리비용 증가에 따라서 도심의 토지

G1

가치가 높아진다면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아

G2

0.81

0.95

EX

-0.53

INT

0.43

-0 ‘ 59
0.48

파트가격의 구별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있다.

톨X

G2

INT

0.82
-0.57
0.53

0.27

(DUB: 원유가격， G1: 강남-송파， G2: 송파-강동，
INT: 회사채수익률)

2) 유가충격이 강남 아파트가격의 차별적
상승에미치는효과

서 변수의 선행성 (priority) 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

에서 금리와 아파트가격의 지 역별 차이를 보는 것
자료의 성격을 탐색하기 위해 유가， 부동산 가격

은 대략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쟁에서 유가충격

차이， 회사채수익률， 환율 등의 변수들 간의 공분

의 선행 연구들이 가졌던 문제를 상기해보면， 현재

산(covariance)을 가정하고 단순상관분석을 시행

유가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유가의 수준보다는 변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G1 변수와 G2변

동성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Kinneth ,

수는 원유가격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2005; Ferderer , 1996). 중동산 두바이유의 가격 에

것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원유가격과 환율은 부(- )

비대칭성과 환율을 고려할 때 국내 석유제품의 가

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는 원유가격이 높을 때

격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3.2 참고) , 지역별 아파트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그 반대의 가능성이 모

가격차이나 환율，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서도 상관

두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회사채이자

분석만으로는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유가의 수준(level)을 고려하기 위

율과 원유가격은 가장 적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G1과 G2는 매우 강한 정의

하여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0.95)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nger( 1987) 에 따르면 불안정한 특성시계열

Engle and

상관관계의 분석 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아파트

의 선형결합이 단위근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가격차를 변수로 놓았을 때 금리와 아파트가격차

시계열들은 공적분 관계에 있다고 정의된다

의 관계는 0.48 ， 0.53등으로 국제유가의 효과보다

(Engle and Granger , 1987). 즉 1(1)의 과정을 따르

미미할뿐만 아니라 논리적 인과관계와는 다르게

는 변수들이 결합하여，1(0)을 따르는 새로운 변수

정(+)의 영향을 받도록 도출된다는 사실이다. 하지

를 만들 수 있을 경우에 이 변수들은 장기적인 균

만 상관관계의 분석은 논리적 인과효과 (causal

형관계에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다;) 만약 변수들

effect)7} 아닌 상관관계( correlation)를 보여주며 ,

이 장기적 균형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차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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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들간의 일대일 공적분관계검정 6)

휴가

G1

G2
환옳

Max-εigen 용쳐i훌훌

5%C야한C훌Ivalu훌

Prob ,••

G1

20.50478

19.38704

0.0343*

G2

22.91114

19.38704

0.0147*

활사 ;;H 수익톨

28.19392

25.87211

0.0253*

홈f 율

21.06587

15.4 9471

0 ‘ 0065**

G2

18.74069

25.87211

0.2963

휠사채수익톨

18.74069

25.8γ211

0.2963

환옳

21.06178

25.87211

0.1769

효|서채추익쯤

12 .24009

25.87211

0.7951

환옳

12.71401

25.87211

0.7602

효|서쳐{수익훌훌

14.84294

25.87211

0.5876

*(**)은 5%(10%) 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의미이다.

하지 않아도 시계열 모형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률(AA-) 등 5개 이다.

(황선웅 외 , 2006).

요한센의 공적분검정은 기본적으로 다변량을 전

임의의 두 시계열 Xt 파에 대해 XcI(l), Yt -I (1)

제로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원유가격을 비롯한 다

일때， 이들의 선형결합 Zt=Yc ßXt-I(O) 이라면 Xt와

른 변수들을 직접적인 공적분 관계를 확인하기 위

Yt는 공적분되어 있다고 하고， 벡터 [1 , ß]는 공적

하여 일대일로 공적분검정을 시행해본 결과는 표

분 벡터라고 부른다.ß는 둘 간의 장기 승수， 강는

[4-3]와 같다. 모든 변수와 원유가격은 유의수준

균형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균

5%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공적분 관계를 가지는

형 오차로 간주하며， 공적분 검정은 요한센 검정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된 모든 변수들이 원유

00hansen test)로 실시한다.기 이 때 각각의 변수는

가격과 장기적으로 균형관계를 가진다. 특히 환율

내생 (endogenous) 변수로 간주되며， 각 변수는 차

과 원유가격은 유의수준 1%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분하지 않은원자료의 형태로투입된다.투입된변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변

수는 두바이 원유가격， G1 ， G2 , 환율， 회사채수익

수들끼리는 여타의 변수들끼리는 공적분 검정의

5) 앙I(n)는 X라는 시계열 변수가 n번 차분하였을 때

정상적인 시계열 자료가 된다는 의미이다. 가령， 원유가격 수 Ür-I( l)라면 원유
가격을 1 번 차분했을 때 정상성을 가진 시계열 자료가 된다. 자료가 정상성을 획득하면 그랜져인과분석 (Granger-causality) 퉁의
시계 열인과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연구원 ， 200이.
6) 편의상 한 개의 공적분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만 검정하였다. 환율과 원유가의 경우에는 2개의 공적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
었다
7) 공적분 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공적분 검정에는 Dolado(1992)의 오류수정모형， Engle and Yoo(1987)의 ADF( Argumented
Dickey Fuller) 검정， Engle and Granger(1987)의 2 단계 OLS 그리고 Johansen(1991 ， 1995)의 요한센 검정 퉁이 있는데， 요한센 검
정법이 가장 우수하다는 선행 연구의 판단을 존중하여 본 연구에서도 요한센 검정법을 사용한다 (황선웅 외， 2006; 송일호 외，
2(02). ADF검정 방법에 비해서 요한센 검정법의 우수한 점은 ADF방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바뀌는반면， 요한센 검정은독립변수와종속변수의 선정여부와상관없이 통계량이 결정된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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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적분검정 결과H)

표본; 2003써042008MI2

포함됨 표볼: 69 홍점조정 이후
후사17~ 정: 후서|존자 (체한척)
변수 :GIG2DUBEXI씩T

λl~ll to 2
Unr흉stri찮ed Coint양gration Raπk Test (Maximum Ei흉env혔lu확

Max-Eigen 톨;볍활

￥￥2.1확톨 흥영&

￥￥2.1활를통

None"

38.65161

38.33101

0.0459*

At most 1 *

35.77396

32.11832

0.0170*

At most 2"

26.20903

25.82321

0.0445*

At most 3

5.858633

19.38704

0 ‘ 9614

At most 4

3.906942

12.51798

0.7556

헤 o.

of CE(s)

*(**)은 5%(10%) 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의미이다.

〈표 4) 공적분계수(G1 ， g2 , dub , ex, in t)

G1

앓

o

DU용
l

i

-1.201571

펀剛

싸
M

(-0 .4 1062)

-”

w

c

앓.x웹

0.529725

g.076747

(-0.0941)

(-0.80796)

0.198563

‘

(-0.03967)

(-3 ‘ 36642)

1.110874

(-0 ‘ 34062)

*(**)은 5%(10%) 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의미이다.

결과는 [표 4-쉬와 같다. 공적분계수를 살펴보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기 변수들을 모두 사용하여 공적분 검정을 시

두바이 원유가격 (DUB)은 Gl(강남구-송파구)의 경

행한 결과는 [표 4-3]와 같다. 즉 Gl , G2를 비롯한

우에는 정(+)의 부호를 보이는 반면， G2(송파구-강

모든 변수들이 장기적인 비례를 유지하게 만드는

동구)의 경우는 부(-)의 반웅을 보인다. 즉 Gl 이나

관계는 유의수준 %에서 최소 2개가 존재하는 것

G2를 독립변수로 간주할 때， 공적분관계가 성립하

으로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남의 아파트매매가격

는 과정에서 두바이 원유의 가격은 Gl을 올리는

의 차이 변수들(Gl ， G2) 이 유가(DUB)와 반웅핸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G2를 내리는 경향성을 확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적분 계수를 추정해본

인할수있다.

8) 최대 2개만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으므로， 최소 3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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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분 겸정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목할만한

VECM의 결과에 따르면 해당 월의 국제유가 변

현상은아파트의 가격차와금리의 관계이다. 앞서

수(Ot)는 이전 달의 국제유7t(Ot-l)가 설명하는 부

설명한 것처럼 금리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중

분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Gl(강남

요한 거시경제적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금리와 아

구-송파구)은 국제유가의 설명력이 유의수준

파트가격은 이론적으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알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2는 국제유

려져 있다 (DiPasquale and Wheaton , 2004). 그러

가보다는 회사채수익률에 대해서 유의수준

나 금리도 지 역차이가 없는 비공간 변수이기 때문

에서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

에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차에 나타나는 효과

율은 유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웅하였고， G1 변수

는 지 역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의 가

에 대해서도 유의수준 1%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격차에 대해서 금리는 매우 큰 정(+)의 영향을 미

나타났다. G2 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G1 에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1 의 경우 금리의 영향력

대해서 국제유가는 공적분의 관계를 가짐과 동시

계수는 약 31 인데 반해 국제유가의 영향력은 1. 2 에

에 장기적 균형관계에서도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

불과하여 금리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

지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VECM의 결과는 국

다. 금리 상승은 총체적으로 아파트가격을 내리는

제유가가 G1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임

효과를 가져오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파트의

을의미한다.

5%

5% 내

VECM 모형에서 국제유가의 상승은 G1 에 정의

지역적 가격차이를증가시키는효과가 있으며，국

제유가의 영향력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G2 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토대로구별 아파트가격의 차

3) 국제유가， 환율의 효과비교

이를 추정하면， 알론소의 지대지불곡선 수정모형

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국제유가 상승기에 강남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V뻐모형보다는

구의 아파트의 가치는 상승하지만， 실질적으로 인

VECM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접구인 송파구와 강동구의 차이변수인 G2 변수에

VECM모형을 이용하여 원유가격과 아파트매매가

대해서 국제유가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황선웅

하였다.

외， 2006). 오차수정모형의 추정에서 변수간의 공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서울전체의 아파트 가격

적분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변수들은 장

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강남의 아

기적 균형점을 향해서 움직이는 Zt의 과정을 따른

파트가격이 차별적으로 성장하는 원인 중에 하나

다. 단기적으로 이 변수들이 어떠한 충격을 받아서

로써 국제유가를 지목할 수는 있지만， 여타의 부동

이탈하는 경우에도 다시 장기적 균형관계로 돌아

산시장에서의 국제유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온다고 예측할수 있다. 이어지는 VECM 분석에서

미미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고용중심지와 교육중

시차는 아카이케 정보기준 (AIC)과 슈바르츠(SC)

심지라는 강남지 역의 성격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

정보기준을 바탕으로 시차는 1 로 설정하였다.

승과 같은 거리비용의 상승요인과 결합하여 아파

VECM 모형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트가격을 차별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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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살펴본 공적분관계 검정의 결과와 일

동구의 아파트매매가의 차이를 하락시키는 경향

치하는결과이며，금리 동의 변수와같이 국제유가

성이 동시에 발견된다.4장의 논의에서 유가충격

도 아파트가격의 지역적 차별화를 설명하는데 유

의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통행패턴이 강남지역에

용한 변수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국제유가는

수렴하는 것과 같이， 유가충격의 효과에서 강남지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강남과

역간 아파트매매가격의 차이는 더 증가하였다. 그

송파지역의 아파트가 국지적으로 차별화되는 원

러나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송파구와 강동구

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충격반웅함수

의 아파트가격차이는 줄어들었다.

(impulse response function)는 VECM에 포함된 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에서 국제유가

수들에 대해서 일정한 단위당 충격의 크기와 지속

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의 영향보다

정도를 나타내 준다. 충격반웅함수의 결과는 그림

미미하지만， 모형의 설명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

(4-3) 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 논문의 관심사

제유가가 금리보다 설명력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

인 각 변수들에 대한 G1과 G2의 반응을 살펴보면，

되었다. 금리의 효과는 크고 모호한 반면， 국제유

먼저 이 변수들의 충격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

가의 효과는 작지만 명확하게 나타났다. 금리는 아

는 변수는 자기자신이다.

파트가격차이를 예측할 때 설명력이 부족하지만，

G1은 자신의 충격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

국제유가는 아파트가격의 일부를 설명하는 데 보

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G2의 경우는 일정하게 유

다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효과에서 8

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것

개월 정도의 시차가 나는 것은 국제유가가 오르더

처럼 원유가격에 대한 G1 의 반웅은 7개월 후에 다

라도 국내 휘발유제품을 포함한 국내석유제품가

른모든변수보다나타나며， 원유가격의 충격에 민

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

감하게 반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율에 대해서

문인것으로보인다.

G1은 부(-)의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

각 변수에 대해서 두바이 원유가격의 충격은 G1

난다. G2의 경우 환율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은

의 경우 8개월 뒤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G2는 12

반면， 원유가격이 표준편차가 상승한 뒤 9개월 정

개월이 지난 후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반면 G1 의

도가 지난 뒤 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

경우 처음에는 100% 자기자신의 분산으로만 설명

되었다.

이 가능하지만 7개월 뒤에는 설명력이 약 73%로

G1 변수에 관하여，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강남지

떨어지고， 환율이나 원유가격 동에 의한 설명력이

역간의 가격차가 더 커진다는 점은 본 논문의 가설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G2는 6개월 후까지

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G2(송파구-강동구)

는 설명력이 미미하지만 10개월 이후에 원유가격

가 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송파와 강동의 아파

의 분산은 G2의 변화를 27 ,2JYo 설명할 수 있는 것

트가격 차이는 이론상의 논의와 정확하게 부합하

으로나타났다.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조합하면
원유가격의 상승은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매

매가의 차이를 더 크게 하는 경향성과 송파구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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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VECM의 추정결과

(): 표흩오차

D(DUB(-1))

D{DUB(-2))

。 (G1(-1))

D(G1(-2))

D(G2(-1))

。 (G2(‘2))

D(INT{-1))

D(l NT(-2))

R-squared

&[]: T 톨계량
다(INT)

O(OUB)

O{EX)

0.539906

-4.144259

*0.094076

0.08셰846

~O ‘005554

-0.15823

-0.79988

-0.181 훌3

-0.1843

-0.00527

[ 3.4 1206]*‘

한5. 18109J'"

[-0.51γ101

[0.4603혔

f‘ 1.054591

0.238349

-0.096035

..0.4꼈9양05

0.1 월흉4'월

-0.002779

-0.18541

-0.93727

-0 ‘21318

..a‘215월§

-α00617

i • .28550J

[-0.10246J

[-2.016앓J*

[0.87725)

[-0 ‘45038J

0 ‘044292

-1 .4 33708

0.2809앓

0.221592

-0.007409

-0.12274

-0.62047

‘ 0.14112

‘0.1429홉

-0 ‘00409

[ 0.36085J

[-2.31070] ••

0 ‘047054

1.195426

-0.1229

1.55'앙04]

[-1.81354]

0.113295

Q‘ 1 훌쟁g쌓4

-1.84 양-06

-0.62127

..a‘ 14131

..a.14314

-0.00409

[ 0,38286]

[ 1‘92416]

[ 0.80177)

(1.32644]

[-0.00045]

-0 ‘019801

-1.770309

0.16짜683

0.0619효g

‘ 0.002398

-0.12321

-0.62285

-0‘ 14흥흉7

-0、 143합

‘ 0.0041

[-0.1607여

[-2.84227]**

[ 1. 6241]

[0‘431531

[-0.58476]

0.026867

1.020472

·앙~01 훌588

0.045762

0.001875

-0.12737

*0.64384

-0.14644

‘0.14협34

-0.00424

[

1.9앓671

’

[

[ 0.21094]

[ 1‘58499]

Fφ‘ 12왔웠쩍

[0.30848]

[ 0.4 4229]

-3.113303

-24.15446

-8.661921

훌.807186

0.392896

-4.12431

-20.8485

-4 .74197

-4 .80364

-0 ‘ 13727

한0.75487]

[-1.15857]

(-1.8266협

I 용 .04행1r'*

[ 2.86212]**

1.758962

‘ 37.77418

2.097624

4.570992

-0.396395

-4 ,28763

-21.6742

-4 ‘92976

‘ 4‘99387

-0.14271

[0 ‘41024]

[-1.74282]

( 0.42550]

[0.91532]

[-2.77762]

0.359455

0.559081

0.341756

O.했훌흘?흉

0.326113

환율(EX) ， 유가(DUB) , 3년만기회사채수익률AA- (INT) ， 가격차l(G l)， 가격차

2(G2) ,

*(**)는

유의확률 5%(1%)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5.

결 론

의 재생산’ 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하
였다(최은영， 2(06). 삼성경제연구소(2에17) 에 따르

2000년대의 강남의 아파트가격은 ‘차별화된 부

면， 서울 아파트의 2006년 9월말 시점으로 가계소

-15-

국제유가의 변동이 강남의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Respor、 se

Respoose 01 G1 to Ch 어 esky
。 ne S.D. Innovatioos

。 ne

ofG2 toCh 혀 esky
S.D. Innovatìα1S

16
6

12

←

G1
G2
-,-••

“

l

•‘

~

/

- - - D.J B
-.-EX
μ

INT

ι

ι/

-~

‘---~ι

G1
G2

t

←:캄~안숫、간」κ、----'~""'--.---~--.，.，---

ruB
-*-EX
~NT

’

-4

4

-6
-8

-8

4

6

ε

9

3

。

Respoηse
。 ne

‘

4.

Resp낀 nse

of OUB to Cholesky
S.O. 따 n 。νg 상 ons

7

。

of EX to Cho!esky

。 neS ， O ， 따 n ‘)vat ‘。 ns

12

30

10

20J

\

、、-..----，...~ . . . -~、

、、

10

61/

..

"
.::...-....:-‘→ ~I
、、

..- - •

r

G1
G2

DJB

G1
G2
DUB

-10

-.-E:X:

2
....，.......---*---←--까

。

-------1•

- * - E-'-:

I~π

-20

--•-

30

-2

-‘:。

-4

4

6

9

4

10

ε

6

1C

‘

Response of NT to Cholesky
。ne SιO. Innovatíons
)‘、

j

~-，.........-- ...... --"""---~“
“

_~--~

’‘

---•

•

G1
<..;ι

•

-•-- ruB
-.-EX
lκ7

-1

2

4-

〈그림

4-3)

6

。

변수들의 충격반응함수: 원유가격 변수와

G1 ,

G2는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받으며，

부호는 반대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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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3배였다. 이는 로스

대하여 정(+)의 영향을 받고， 송파구와 강동구의

엔젤레스(11.2배) , 시드니 (8.5배) , 뉴욕(7.5배)보다

아파트가격차이는 부(-)의 영향력을 받는다. 연구

훨씬높은수치이다(박길환， 2009 ，페이지: 82). 강

의 이론틀에서 제사했던 것처럼， 국제유가의 상승

남의 아파트가격은 평균 서울의 아파트가격보다 2

은 도시공딴조를 변동시키고， 나아가서는 아파

2

배에 가까운 평균 836만원1m 으로 형성되어 강남

트가격의 지역적 차별화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

지 역의 PIR은 서울의 평균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동구의 아

예상된다. 이와 같은 아파트의 가격상승은 자산가

파트가격은 비교적 표준편차가 적고 안정된 추세

치의 상승을 통반하며 따라서 강남아파트 거품론

를 보였던 기술통계의 결과를 상기할 때， 국제유가

등의 분석이 제기되기도 한다(이용만， 2006). 서승

의 상승은 다른 지역보다 중심지인 강남구와 송파

환과김갑성(1998) 의 경우는 IMF 이후부동산시장

구 지역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시장의 근본가치에 근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산의 특별한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

앞선 연구의 결과가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성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두 측면에서 요약할 수

과 거시경제의 경향성이 같아졌다는 것을 바탕으

있다.

로 부동산시장의 속성이 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
렵다. 특히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시장의

첫째 국제유가의 상승은 비용의 차원에서 도시

경우， 자본시장의 변동과 상관없이 주택의 내재가

공간의 차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4장에

치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 충분히 논의하였듯이 2003년 이후 시작되었던

다음 단계에서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변수에 대

신고유가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은 교통비를 줄이

해서 요한센검정의 방법으로 공적분검정을 시행

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 러한 상황을

하였다. 이변량 공적분검정에 원유가격은 모든 거

알론소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교통비의 상승은 교

시경제변수 및 아파트가격차이 변수들과 국제유

통기술의 혁신과 정 반대의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

가는장기적균형관계에 있는것으로나타났다.국

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국제유가상승의 효과는 아

제유가， 금리 , 환율， 아파트가격차이 등의 모든 변

파트가격의 차이 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결과는 지

수를 투입하여 공적분검정을 시행한 결과 공적분

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중심지로 설정한 강남구

이 4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의 아파트가격은 차별적으로 성장을 한 반면， 강동

Gl과 G2를 예측할 수 있는 식이 도출되었다.

구의 아파트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아파

공적분검정의 결과에서 금리는 아파트가격차이

트가격의 공간적 형태는 중앙을 중심으로 수렴하

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고， 그보다는 미

는 형태가 되었다. 이것은 거리비용이 상승할 때

미하지만 국제유가는 아파트가격차이를 설명할

도심의 토지가치가 상승한다는 가설에 부합하는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유가의 상승이

결과이다.

아파트 가격차이로 도출되는 과정 에서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가격차이는 국제유가의 상승에

둘째， 국제유가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동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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