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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가격의 추세와 순환 분해
전해정*․박헌수**
1)2)

Trend/Cycle Decomposition in Housing Sales Price
Haejung Chun*․Heonsoo Park**

요약：본 연구는 200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월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상태공간 모형을
이용해 추세와 순환으로 분해하였다. 모수추정 결과, 추세 부분은 임의보행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추정
된 표류항 과정을 보면 부동산시장에서 정부정책의 효과가 정책적 의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순환 부분의 경우, AR 계수와 오차항의 표준편차가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나 매매가격에는 순환적 변동이 존재하며 안정적인 AR(2)확률과정으로 설명되었다. 칼만 필터링을 이용
한 추세 부분과 매매가격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추세부분에 의해 매매가격의 변화를 대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으나 일시적 순환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일시적 순환적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매매가격 지수
전월비와 순환 부분 중에 어떤 변수가 선행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순환
부분이 매매가격의 변화를 예고해주는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매매가격, 상태공간 모형, 추세, 순환, 칼만 필터링
ABSTRACT∶This study used an unobserved component of state space model to separate housing
sales price in Korea from January 2001 to March 2013 into trend and cycle. The estimated parameter
results shows that the sales price is obviously a random walk in trend. the drift term shows that
government policy for stabilization has only temporary effects on housing market. AR coefficients
and standard deviation appeared to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cycle. This means that housing
sales price has a cyclical fluctuations which can be suggested the secure AR (2) as a stochastic process.
As a kalman filtering result, most housing sales price are explained by changes in trend, but cycle
changes exist as the price hasn’t yet adjusted, which was hard to ignor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 know that the share of temporary cyclical portion is bigger than ever. We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cycle part in housing sales price is difficult to use an indicator to forecast the
change of the housing sales price by cross correlation analysis.
Key Words∶housing sales price, state space model, trend, cycle, Kalman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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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0월까지 3.2%나 내리는 등 올 들어 하락폭이 확
대됐다. 지역별로는 인천(-9.1%)의 하락폭이 가

국민경제의 주요지표인 거시경제 변수들은 대

장 컸고, 경기도(-4.8%)와 서울(-3.9%)이 뒤를

부분 장기적으로는 생산력 및 제도, 중․단기적으

이었다. 평형별로는 중형(-5.3%), 소형(-0.8%)보

로는 경기변동, 계절적 요인 및 경제정책의 변화

다 대형(-11.7%)이 하락을 주도했다(한국은행,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변동을 보인다. 이러

2012).

한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 중 경기순환 변동 분을
추정하는 작업은 오랜 연구주제였을 뿐 아니라,
경기 국면 진단 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분석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등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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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상정하고 순환변동 분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부터 시작하여, 확률적(stochastic) 추세를 고려하
여 일계차분, 비관측요소(unobserved component)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널리 이용되어 왔다
(황영진, 2012: 120).
민간가계 부문에서 부동산이 자산 구성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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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추이(전국, 서울)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주택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는 주택시장 역시 국민경제의 한 부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매매가격 하락이 추세

분이다. 주택시장에서 주요 지표라 할 수 있는 주

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환적 변화에

택가격 또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

기인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순환적․동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매매가격 하락이 주택 내

<그림 1>과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매매가

재가치의 구조적 추세적 변화 때문인지? 일시적

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순환적 변화 때문인지? 추세적 변화와 순환적 변

crisis) 이후 상승세를 멈추고 주춤하고 있는 것을

화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떤지? 순환적 변화가 매

볼 수가 있다. 한국은행이 2012년 12월에 발표한

매가격지수의 변화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 시사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점은 무엇인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아파트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세로 전

불안정 시계열로부터 추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환돼 2009년 이후 현재까지 5.0% 하락했고 지난

장기 이동평균 방법, 국면 평활법(PET), 베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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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슨 분해법(Beveridge Nelson decomposition), 호

(1988), Stock and Watson(1988), Blanchard

드릭 프레스콧 필터링(Hodfick Prescott Filtering)

(1989) 등이 있다.

등이 있다. 이중 장기 이동평균 방법이나 국면 평

이용만(2000)은 상태공간 모형을 이용한 비관

활법은 추세를 통계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추출

측요소 모형으로 전세/주택매매 가격 비율을 추세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BN분해법이나 HP필터

와 순환으로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1998년 하반

링은 통계적으로 엄밀성 하에 추세를 추출하고 있

기 이후 전세/주택가격 비율의 상승은 대부분 추

지만,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택 내재가치

세적 구조적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로서의 추세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에는

하지만 비중은 크지 않지만 가격조정이 즉각적으

이론적으로 약한 편이다(이용만, 2000: 11). 이에

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나는 일시적 순환적 변화

본 연구에서는 상태공간 모형(state space model)의

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비관측요소 모형(unobserved component models)

김봉한(2005)은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을 이용해 주택 매매가격을 추세와 순환으로 분리

버블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1991년 12월에는

하고자 한다.

아파트 가격에 54%의 버블이 있었고 1997년까지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3장은 분석모형으로 상태공간모

는 44~50% 이내의 버블이 있었으며 상승과 하락
을 반복하였다고 하였다.

형과 칼만 필터링(kalman filtering)에 대한 설명

박희석(2009)은 상태공간 모형과 칼만 필터를

을 한다. 4장은 실증분석으로 분석모형을 이용해

이용하여 아파트 가격의 합리적 버블을 추정하였

매매가격 지수의 단위근 검정(unit-root test), 기

다. 분석결과, 2000년 1월에서 2009년 4월까지 서

초통계량, 모수추정, 표류항 과정 추정 및 추세와

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평균 9.1%, 최고

순환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 이후 5장은 결론

17.6%의 합리적인 버블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박헌수․이창원(2012)은 2002년 1월부터 2010
년 10월까지의 서울 강남과 강북, 6대 광역시별로

Ⅱ. 선행연구 검토

아파트 가격 버블규모를 상태공간 모형과 칼만 필
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지

경제학 분야에서는 GNP, 환율 등을 추세와 순

역인 서울 강남과 강북, 인천은 20% 이상, 비수도

환으로 분해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하여 왔으나 부

권 지역은 광주를 제외한 4개 광역시가 15% 내외

동산학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거

의 합리적인 버블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의 없다. 또한 국내에서 상태공간 모형은 주로 버
블을 추정하는 데에 많이 활용되었다.

황영진(2012)은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과 탄력적 추세를 고려한 비관측인자 모형을

국외 연구로 경제 시계열을 추세와 순환적 요

결합하여 경기변동의 추세, 순환변동분의 분해를

인으로 분해한 대표적인 연구는 Campbell and

하였다. 분석결과, GDP 순환변동분은 공식 경기

Mankiw(1987a, 1987b, 1989), Cochrane(1988),

순환 국면과 상당 정도 부합하는 등 전반적으로

Watson(1986), Clark(1987), Shapiro and Watson

경기순환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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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분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며 경기순응적인

정한다.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김진옥․강기춘(1996)은 실질환율을 상태공간
모형을 이용해 영구적 요인(추세)과 일시적 요인
(순환)으로 분해한 결과 실질환율의 변동이 일시
적 요인보다는 영구적 요인에 의해 주도된다고 하

      
                ∼     
            ∼     
                   ≺ 
  ∼     

(1)

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부동산학 분야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주택 매매가격 지수를 추세와 순
환으로 분해하는 것에 있다. 전세/매매가격 지수
를 추세와 순환으로 분해한 이용만(2000)의 연구
가 있으나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은 따르나 모형을
AR(2)1)로

확장하고 표류항 과정(drift term)을

추가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측정한 점에 차별성

여서서   는 매매가격 지수,  는 추세,  는
내재 가치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일탈을 의미하는 순환이다.         는 정규분포
하는 확률 오차항들이며 모든 리드와 래그에서 서
로 무상관이며 각각 유한한 분산      를 갖
는 것으로 가정한다.      의 분산이 영이 아닌

이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이후 주택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가 근사적으로

매매가격의 변동성이 커졌고 부동산시장의 두 번

확률적 선형추세를 갖도록 모형화할 수 있다. 확

째 구조적 변화기라 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률보행 과정을 따르는 표류항 과정   는 시계열의

를 포함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수준이 급격히 변화하는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판단된다.

포함하였다.
특히, 순환부분인  가 안정적인 AR(2)과정을

Ⅲ. 분석모형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면 유사 사이클(pseudocycle)현상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 ∆  의 자

주택 매매가격 지수를 추세적 변화와 일시적인

기상관 함수가 긴 래그에서 작지만 음의 부호를

변화인 순환적 변화로 분리하기 위해 상태공간 모

띠게 되어 이들의 누적적인 효과로  부분이 평

형의 비관측요소 모형2)을 이용하였다.

균에서 이탈하는 경우 일정기간 후 다시 평균으로

매매가격 지수는 추세 부분과 순환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추세 부분은 임의보행(random
walk)하고 순환 부분은 안정적 AR(2)를 따르며 추

회귀하게 하는 현상을 모형화 할 수 있다.3)
식 (1)을 다음과 같은 상태공간 모형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세 부분과 순환 부분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

1) LR 테스트 결과 AR(2)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연구에서는 Harvey(1985) 등이 GNP와 같은 시계열 자료를 추세와 순환으로 분해하기 위해 사용한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에 대해 이용만
(2000), 김명직․장국현(2002), Hamilton(1994) 등을 참조하였다.
3) Harvey(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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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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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방정식    

     

(6)

(3)

(7)

단               ′         

위의 예측방정식과 교정방정식에서 상태 벡터
    

    ′        

(  )와 이의 공분산행렬   에 대한 초기 값이
(4)


    

주어지면, 예측방정식을 이용하여 1기 앞의 상태
벡터와 공분산 행렬을 예측하여 수정방정식에 대
입함으로써 교정된 상태 벡터와 공분산 행렬을 추

미관측 상태 벡터는 상태 벡터(  )와 이의 공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매매가

산행렬   에 대한 초기 값을 가정4)하고 다음과

격 지수를 추세와 순환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

같이 칼만 필터 알고리즘(Kalman Filter Algorithm)

대수 우도 함수는 조건부 평균과 분산을 이용

을 반복적으로 계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조건부

하여 아래와 같은 표본 대수 우도 함수로 표현할

예측오차와 이의 공분산을 계산하여 이들을 사용

수 있다.

하여 우도함수를 설정해 미지의 파라미터에 대하
여 극대화할 수 있다. 상태 벡터와 공분산행렬 추
정을 위해 예측방정식, 조건부 예측오차와 공분산,



      




  ln   ′

 




  

(8)

교정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위의 식은 미지의 모수에 대하여 수치 최적화함
예측방정식  

으로써 최우추정량을 구할 수 있으며, 칼만 필터링

            
              ′     

을 통해 구한 추정치의 신뢰구간을 구할 수 있다.
(5)

4) 본 연구에서는 칼만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상태 벡터와 공분산 행렬의 초기 값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선험적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
점에    ,    (는 임의의 상수)로 두는 large 근사법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초기 값을 임의로 크게 주기 때문에 추정치가 균형
값에 수렴하기 이전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어 초기 15개월의 추정치는 제외하였다. large 근사법은 김명직․장국현(2002)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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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모수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추세 부분

Ⅳ. 실증분석

의 오차항의 표준편차( v)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본 연구는 200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항의 표준편차가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월별 전국 아파트 매매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어 추세 부분은 식 (1)에서

격 지수(2013.3=100)를 이용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이 된다. 이 식

경제 시계열의 추세와 순환을 분석하기 위해서

을 정리하면 ∆      가 되므로 이를 추정된

는 우선 단위근 검정을 먼저 실시하여 확률적 추

결과치를 가지고     을 표시하면 <그림 2>와 같

세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

이 되며 임의보행(random walk) 하는 것을 알 수

에서는 ADF(Augmented Dicky-Fuller)검정과,

가 있다.

PP(Phillips-Perron)검정을 이용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의 단위근 검정결과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5% 유의수준 하에서 기
각되지 않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통
계적으로 불안정(non-stationary)하다는 것은 매
매가격의 변화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
고 그 원인은 구조적․장기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속되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가격 안
정화와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
는 재임기간 중 12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고
2003년 한해에만 5번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한다.
2003년에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보유세 강화가 주
요내용인 “5.23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 임대주
택 건설확대를 위한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
인 “5.28 대책”과 “9.3 대책”, 강남의 재건축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재건축 소형평형 비율확

<표 1> 단위근 검정결과

대를 위한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인 “9.5 대책” 그
ADF 검정

구분

t-값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2.65534

P값
0.0845

PP 검정
t-값

P값

-2.70452

0.0756

리고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양도세 강화를 위한 주
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인 “10.29 대책”을 발표한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시계열의 수준이 급격히 변화하는

매매가격 지수의 기초통계량은 평균이 79.5이
고 표준편차가 15.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을 포착하는 표류항인     이 2003년에는 급
격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측오차의 대수 우도 함수를 이용하여 최우추정

그러나 2004년 하반기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

을 한 결과, 대수 우도 함수 값은 -676.324로 나타났다.

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를 해제하고 지방투기
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대

<표 2> 모수추정

책의 강도를 완화는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는

모수

추정량

표준편차

t-값

1
2
v
e
w

1.673929

0.055333

30.25176

-0.70051

0.046312

-15.1259

0.000006

0.000407

0.015761

를 강화하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었

0.003605

0.000223

16.15796

으나     의 추이를 보면 정책적 효과가 생각만

0.000078

0.000218

0.357369

큼 나타나지는 못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2005년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종부세와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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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 칼만 필터링을 이용한 추세 부분과
매매가격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지수는
추정된 추세 부분의 95% 신뢰구간에 대부분 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세 부분으로 매매가격
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림 2〉    변동추이

정부의 규제와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주택
가격은 2006년 정부가 발표한 “3.30 대책”과
“11.15 대책” 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기 시
작하면서 2007년 들어서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
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시장
자율의 기능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 거래활성화,
DTI 완화, 취득세 인하, 주택공급 활성화 등 다양
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의도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시장이 활성화

<그림 3〉매매가격 지수와 추세

그러나 매매가격 지수가 추세에 의해 설명된다
하더라도 일시적 순환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
시하기는 어렵다. 즉, 매매가격 지수가 추세보다
위쪽에 있고 순환이 양(+)인 경우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추세에 수렴을 하고, 반대로 아래쪽에

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2010년과 2011년에는 주택

있고 순환이 음(-)인 경우는 주택가격이 상승하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실수요 주택거

면서 추세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림 3>

래 정상화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주택 거래활성

을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매매

화 방안 등 다양한 부양책이 발표되었다.

가격지수와 추세 간의 격차가 이전 기간에 비해

순환부분의 경우 AR 계수( 1,  2)와 오차항의

크게 나타나고 있어 순환 부분의 영향력이 이전

표준편차( e)가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는

기간에 비해 크다고 판단이 되며 이를 근거로 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매가격에는 순환적 변동

융위기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추정된

이 존재하며 안정적인 AR(2)확률과정으로 설명

순환 부분의 평균을 구해본 결과 이전 기간이

된다는 것이다. 분석모형과 같이 매매가격의 변화

-0.00283이고 이후 기간이 -0.01113으로 나타났다.

는 구조적 추세 부분과 일시적인 일탈인 순환과정

<그림 4>와 같이 매매가격 지수 전월비와 매매

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가격 지수의 순환 부분은 시차(time lag)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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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매매가격 지수 전월비와 순환 부분

제는 있으나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부분의 선행성 여부는 (-i)와 (+i)중 어떤 쪽이 유

이에 매매가격 지수 전월비와 순환부분 중에

의한가를 보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CYCLE(-i)의

어떤 변수가 선행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상

계수 값이 유의하면 순환 부분이 매매가격 지수 전

관 분석(cros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월비에 선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의 경우는

<그림 5>에서 그래프 축을 중심으로 양측에 표
시되어 있는 선은 i로 표시된 각 시차에서 교차상

매매가격 지수가 순환 부분에 선행하는 것을 의미
한다.

관 계수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내는 한계선을 의

<그림 5>의 교차상관 분석결과 순환 지수가 매

미하며 막대 그래프가 이 한계선을 넘으면 해당

매가격 지수 전월비를 선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시차에서 교차상관 계수가 유의함을 뜻한다. 순환

타났다. 즉, 순환 부분이 매매가격의 변화를 예고
해주는 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0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
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월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가지고 상태공간 모형의 비관측요소 모형
을 이용해 매매가격 지수를 추세와 순환으로 분해
하였다.
단위근 검정 결과, 불안정한 시계열로 매매가격
〈그림 5〉매매가격 지수 전월비(RATIO)와
순환 부분(CYCLE)의 교차상관 분석

의 변화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주택매매가격의 추세와 순환 분해 85

을 알 수가 있었다.

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비중이 더 커진 바, 정부

예측 오차의 대수 우도 함수를 이용하여 최우추

정책당국자는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매매가격의

정을 한 결과, 대수 우도 함수 값은 -676.324로 나타

상승 우려가 있는 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매

났다.

매가격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해 매매시장을 안정

모수추정 결과, 추세 부분은 임의보행 하는 것

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

을 확인하였으며 추정된 표류항 과정을 보면 정부

요가 있다. 또한, 일시적인 주택매매 안정화 정책

정책이 부동산시장에서의 효과가 정책 의도에 미

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순환 부분의 경

정부정책의 의도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우 AR 계수와 오차항의 표준편차가 모두 통계적

명심해야 한다.

인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가격에는

본 연구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로 분석

순환적 변동이 존재하며 안정적인 AR(2)확률과

을 하였으나 공간적․내용적 범위를 확장하는 일

정으로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모형과 같이

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매매가격의 변화는 구조적 추세 부분과 일시적인
일탈인 순환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실증적
으로 확인하였다.
칼만 필터링을 이용한 추세 부분과 매매가격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지수는 추정된
추세 부분의 95% 신뢰구간에 대부분 들어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추세 부분으로 매매가격의 변화
를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매매
가격 지수가 추세에 의해 설명된다 하더라도 일시
적 순환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하기는 어렵
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 순환적 부
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었다.
매매가격 지수 전월비와 순환 부분 중에 어떤
변수가 선행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순환 부분이 매매가격의 변화
를 예고해 주는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매매가격은 대
부분 장기적 추세에 의해 설명되나 일시적 순환적
변동에 의한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으며 특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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