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사람들은 자연환경에서 주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

하 고 이는 도시내 주택가격의 상승추세와 무 하지 않

다[1]. 주택가격의 변동은 개인의 자산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주택이 주거목 으로 사용되지만 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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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주택가격의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와 소득불평등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을 것으로

단하여 주택 세가격과 매매가격, 지니계수, 리, 취업자수와의 계를 분석하 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16개

역시·도의 자료를 활용한 패 분석을 하 고 패 자료임을 감안하여 패 VAR모형을 구축한 뒤 그랜 인과 계, 충격반

응함수,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 다. 그랜 인과성 검사와 충격반응검사 결과, 주택시장의 매매가격과 취업자수, 리가 소

득불평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벌 융 기 이 에는 세가격만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지만 융 기 이후에는 주택 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분산분해분석 결과에

서는 융 기 이 에는 세가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향력이 크게 나타난 반면에 융 기 이후에는 세가격의

향력이 낮아지고 리가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리, 취업자수, 주택시장의 매매가격과 세가격이 소득불평등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를 한 정책시

변수들간의 향력을 고려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이 될 수 있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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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재화로 투자목 의수단이 되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택소유는 가계의 보유

자산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경제 반에 미치는

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주택매매가격과 세가격의 변동은 기본 으로는 수

요와 공 의 법칙이지만 그러한 수요와공 을 결정짓는

요한 요인이 외부 으로는 거시경제지표, 정책과 내부

으로는 주택매매, 세시장 자체의 변동에 의해 종합

으로 향을 받기 때문이다[2].

재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주택보 률이 100%를 상

회하여 공 자 심에서 수요자 심으로그 패러다임이

변화하 다. 한 매매수요는 감소하고 세수요의 증가

로 세가격은 지속 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은 오히려 수도

권의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자산의 부분은 주택이다. 소득 격차보다 부

동산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주택

으로 인한 불평등이 확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

인의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는 재정패 지니계수를 살펴볼 때, 2014년 총소득 불평

등도는 0.391이었지만 노동소득은 0.466인 데 반해 자산

소득은 0.953으로 높았다.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큰 것은

80%의국민에게는 자산이아 없기 때문이다. 20%만이

자기자산을 이용해 막 한 추가소득을 얻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

이처럼 부동산시장은 소득불평등과의 연 성이 있고

거시경제변수와도 무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

과 소득불평등 거시경제변수들간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부동산시장과 소득불평

등에 한 분석이었다면 본 연구는주택가격과 소득불평

등 그리고 경제변수들 간의 계를 체 으로 살펴보기

해 국내 지역별 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을 구축하여 실

증분석을 수행하 다. 세부 으로는 주택시장을 주택매

매가격과 세가격으로, 기간은 로벌 융 기 이 과

이후로 나 어 계를 분석하 다.

2. 론적 경

2.1 주택가격

주택가격의 변화는 소득불평등에 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정부의 정책과 거시 경제변수의 변화에 한 분

석이 필요하다. Fig. 1은 역시도의 주택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Price Index, 2015=100)

Fig. 1. Housing Sale Price Index and Rent Price Index

Source: KB Bank, 

주택 매매가격지수와 세가격지수의 경우는서울, 경

기, 인천등 수도권을 심으로 매매가격의상승이 큰 것

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은 서

울에서 출발하여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이어 국 으로

확 되고 있다[4]. 반면에 지방의 경우 주택 가격이 지역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세

와 매매가격의 차이가 가장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

기 일부지역의 재건축 단지 고가주택 과열 상과 신

DTI 시행 이 주택구매 수요 등으로 다소 높은 상승세

를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

2.2 득 평등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표 인 지표

로 ‘0’이면 완 평등, ‘1’이면 완 불평등을 의미한다[5].

경남지역이 0.307로 가장 낮고 남지역은 0.399로 가장

높은 수 을 기록하고 있어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도가

심한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다.

5분 분배율을 지역 간에 비교해 보면, 경상남도, 충

청북도, 인천지역에서 5분 분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낮은 반면에 서울, , 남, 제주도 등의

지역은다른지역에 비해 5분 분배율이 높게 나타나 이

들 지역에서 소득분배 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Fig. 2는 지니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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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end of Gini coefficient

Source: korean labor panel (https://www.kli.re.kr)

2.3 거시경제 변수

거시경제변수의 경우에는 취업자수, 조세, 리의 흐

름을 Fig. 3에서 보여주고 있다. Case(2000)은 가계소득

이 주택수요 주택가격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보

았고[7], Baffoe Bonnie(1998)는 주택가격이 취업자수와

연 이 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으로 취업은 소득과 깊은

연 성을 설명하여[8] 취업자수를 소득 체변수로 사용

하 다.

(unit:%, thousand)

Fig. 3. Trend of Macroeconomics Variables

Source: kosis.kr, The Bank of Korea

2.4 행연

주택시장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항을 분석한 논

문들은 주변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다만 주택시

장과 지역의 경제성장률이나 조세정책에 한문헌은 일

부 확인할 수 있으나 소득불평등이나 지역별 자료를 활

용한 분석은 부족하다.

황규성 외(2014)는 가계의 융화 과정에서소득과 주

택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연구하 다. 그

들은 주택가격의 상승이 가계의 주택소유와 임 차 계

사이의 주거불평등이 확산된다고 하 다. 그리고 융화

가 소득불평등과 주택불평등의 계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무주택- 소득 가구는 자가소유 고소득

가구와 달리 융화에 극 으로 편승할 수 없어 불평

등이 확 될 수 있다고 하 다[9].

오정렬(2015)은 1999년～2012년 한국노동패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득과 소득불평등의 체변수인 지니

계수의 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성 부동산소득이

가계자산에 차지하는 비 이 높은 경기도지역은 유의한

정(+)의 계를 보인다고 하 다[10].

해정(2014)은 한국노동패 을 이용하여 소득불평등

과 부동산 소득과의 계를 분석하 다. 연구에서 지니

계수를 분해하여 패 분석을 실시하 으며 로벌 융

기를 후로 하여 비교분석하 다. 그 결과 로벌

융 기 이 에는 부동산가격의 등이 가구의 소득불평

등을 심화시켰으나 이후에는 가구의 소득불평등에 부동

산소득이 미치는 향은 미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부동산 시장에서 가계의 부동산 보유를 통해 창출되

는 소득비 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불평등의 악화로 진행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정책 시행 시 가격 안정화뿐만 아

니라 지역별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 다[11].

김 우(2012)는 주택 세가격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계를 연구하기 해 2007년1월～2011년 5월까지의 자

료를 활용하 다. 그는 거시경제변수로는 가계 출 리,

가계 총액, 취업률을 설정하여 거시경제변수가 주택

세가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주택

세가격은 세 가지 거시경제변수에 유의한 향을 받으며

각각의 변수가 높아질수록 세가격 한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는 주택시장에서의 세가격 안정화를

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 이고 보다 효율 인 주택시

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하 다[12].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16개의 역

시·도별 자료를 활용한 패 자료를 활용한다는 이다.

둘째, 한국 노동패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소득불평

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 지니계수를 계산하여

분석하 다. 셋째, 로벌 융 기 후로 주택시장과

소득불평등, 거시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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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3.1 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주택시장

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득계층별 주거수 의 양극

화를더욱 심화시킬수 있어주거소비에 한 책 마련

이 시 한 실정이다. 한 우리 경제의 요한 변수로 작

용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주택가격을 지역 으로 살펴

보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16개 역시・도의 주택매매가격,

세가격, 지니계수, 거시경제변수(취업자수, 리, 조세)를

이용하여 주택가격과 소득불평등과의 계를 분석한다.

이를 해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

역 요인과 국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으로

패 백터자기회귀모형(panel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주택가격과

소득불평등간에 인과 계를 규명하기 해 Granger

Causality Test를 실시하 고, 소득불평등의 다른 거시변

수들에 의해 어느 정도 향을 받고 있는지 분석하기

해 분산분해분석을 수행하여 확인하 다. 한 주택가격

의 변화가 어느 정도의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해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 다.

3.2 실

본 연구는 주택매매가격과 세가격, 지니계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계를 살펴본 것으로 일반 인 패

분석모형의 경우 변수들 간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패 VAR모형을 설정하여 변수들 간의 내

생성 문제를 고려하고 각 변수들 간의 향을 확인하고

자 하 다. 이와 같은 모형은 Holtz-Eakin et al(1988)이

제안한 것으로 본 연구의 모형설정에 활용하 다[13].

     

ln ln ln

ln  

의 모형에서 GINI는 지니계수, price는 주택매매가

격지수, rent는 주택 세가격지수, emp는 취업자수, tax

는 조세, R은 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종속변수를 소득불평등으로설

정하여 종속변수가 설명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므로 다른 설명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수식은 생

략한다.

4. 실  결과

실증분석을 실시하기 이 에 가성회귀의 가능성

(spurious regression) 문제를 방지하기 하여 데이터의

안정성 검증인 단 근(unit root)검정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차분하여 안정 인 자료로 변환 후Granger 인과성

분석, 충격반응분석 그리고 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해 종

합 인 분석을 시행하 다.

4.1 Granger 과  

실증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인과 계의 방향을

살펴보기 해 그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 다.

Table 1. Granger Causality Test

Total Period

2003-2016

Pre-Crisis

2003-2008

Post-Crisis

2009-2016

LNEMP↛GINI 0.506 1.132 2.350

GINI↛LNEMP 3.578* 3.549* 3.353*

LNTAX↛GINI 1.204 0.323 2.059

GINI↛LNTAX 3.392** 0.957 3.498**

R↛GINI 2.888* 1.703 2.141

GINI↛R 4.461** 2.649* 6.089***

RENT↛GINI 0.0041 0.982 3.238*

GINI↛RENT 2.072 5.209*** 2.903*

SALE↛GINI 0.045 2.096 0.894

GINI↛SALE 4.304** 0.931 2.989*

Note : lag=2. ***, **, and * denote the significance level at 1%, 5% and
10%

그 결과 분석기간에서는 소득의 체변수인 취업

자수가 소득불평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와 지니계수는 서로 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시장에서는 매매가격만이 소득

불평등에 유의한 인과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 기 이 의 경우에는 취업자수가 소득불평등에 향

을 미치고 있으며 리 한 유의한 인과 계를 보여주

고 있다. 세가격의 경우에도 소득불평등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융 기 이후에는 취업

자수와 세 이 소득불평등에 인과 계를 보여주고 있고,

리가 소득불평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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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세가격과 매매가격 모두 소득불평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 기 ·후를 비교해보면 로벌 융 기 이후

에는 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소득불평등간의 인과 계

를 찾아볼 수 있지만, 융 기 이 에는 세가격만이

인과 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세가격의 등이 매매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득불

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4.2 충격  

충격반응분석은 각각의 변수들의 확률과정에서 나타

나는 충격이 그 변수와 모형의 다른 변수들에게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Fig. 4에서 보여주는 결과는 분석기

간을 상으로 한 것이다.

먼 주택 세가격은 매매가격에 지속 인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가격과 매매

가격과의 강한 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취업자수 역시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져정(+)의 향을 주고 있으며, 조

세도 세가격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리는 일시 인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지니계수의 경우에는 유의한 향을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매매가격은 세가격에 부(-)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매가격의상승이 일시

으로 세가격에 부(-)의 향을 미치다가 4기이후조

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은 4기 이후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가계의 소득은 일정기

간 후 매매가격에 향을 다는 것으로 단된다. 매매

가격은 지니계수에 6기 까지정(+)의 향을보 는데 부

동산시장에서 주택소유는 소득불평등에 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지니계수는 세가격과 매매가격에 지속 인 정

(+)의 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랜 인과성 검정에

서와 마찬가지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충격반응분석 결과를 통해 주택 세가격의 상승은

매매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과 주택의 소

유가 소득불평등에 향을 미친다는 을 확인할 수 있

었다.

4.3 차 산 해 

충격반응분석과 더불어 측오차분산분해 분석을 통

해 각 변수들 간의 상호의존성 강도를 살펴보았다. 시차

는 2차, 6차후로 비교해 본 결과는 아래의 Table 2에 정

리되어 있다. Table 2 안의 숫자는 특정한 반응변수에

한 측오차 분산 에서 각 충격변수들에 의해 설명되

는 부분(%)을 나타낸다.

Table 2. Variance Decomposition

Variable lag Total Period
Pre

-Crisis
Post
-Crisis

GINI 2 97.92 95.43 92.22

6 93.26 87.21 87.99

lnEMP 2 1.09 0.29 3.67

6 1.82 0.67 4.28

lnTAX 2 0.78 3.88 2.98

6 0.69 5.89 4.28

R 2 1.63 1.96 2.59

6 3.15 1.66 3.18

RENT 2 0.35 0.91 0.31

6 0.75 3.84 1.50

SALE 2 0.23 0.15 0.13

6 0.31 1.75 1.95

우선, 기간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애서 지니계수

는 주로 과거충격으로 설명된다(6년 후 93.26%). 그리고

다른 변수들이 지니계수의 측오차에 미치는 향은 크

지 않는 것을 알수 있다. 를 들어 6년후 취업자수 충격

의 설명력은 1.82%로 나타났고 리는 3.15%로 가장 큰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융 기 이 의 결과에서는 조세충격이 5.89%, 세

가격이 3.84%로 같은 기간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이 시기의 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약

3배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세

가격의 경우에는 체 기간보다 융 기 이 기간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취업자수의 설명력은

0.67%로 분석기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융 기 이후의 결과에서 세가격은 1.50%로

체 기간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기 이 보다는 설명

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취업자수의 경우 체기간

보다 높은 4.28%로 나타났다. 리의 설명력은 3.18%로

나타났다. 융 기 ·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융

기 이 에는 세가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향력이

크게 나타난 반면 융 기 이후에는 세가격의 향력

이 낮아지고 리가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가격의 향력이 큰 이유로 이 시기는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이 어렵다고 단한 수요자들은 매매를 꺼리고

세를 선호해 세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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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pulse Response 



주택가격, 득 평등  거시경제변수간  계  61

한다[11]. 한편 세가격의 경우 융 기 이 은 3.84%

에서 이후 1.50%로, 매매가격은 1.75%에서 1.95%를 보여

주고 있어 주택시장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향을 미치

는 정도는 기간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로

벌 융 기 이 에는 부동산가격이 등하여가구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나 이후기간에는 가격하락으로 인

해수익성악화로일시 으로약화된것으로 단된다[11].

분산분해 분석을 통해 리, 취업자수, 주택의 매매가

격과 세가격이 소득불평등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주택가격, 소득불평등, 거시경제변수들 간

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16

개 역시·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패 VAR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 다. 분석에 사용된 거시경제 변수는 취업

자수, 리, 조세로 설정하여 주택시장의 매매가격과

세가격을 포함한 소득불평등과의 계를 확인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랜 인과성 검사를 통해 거시경제변수 취

업자수, 리가 소득불평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에서는 매매가격만이 소득불평

등에 유의한 인과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

기 이 에는 취업자수, 리가 소득불평등과 유의한 인

과 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융 기 이후에는 세

, 리, 주택매매가격 세가격이 소득불평등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융 기 ·후를

비교해보면 로벌 융 기 이후에는 세가격과 매매

가격이 소득불평등간의 인과 계를 찾아볼 수있지만 이

에는 세가격만이 인과 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기는 세가격의 등이 매매가격의 상승

으로 이어져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둘째, 충격반응분석결과 세가격은 매매가격의 지속

인 정(+)의 향을 보이고 있으며 가계의 소득으로

변되는 취업자수와 소득불평등 완화로 변되는 조세도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매매가격은

세가격에 일정기간 이후 향을 미치고있으며 세가격

과 달리 지니계수에 향을 미치고 있어 주택소유 여부

가 소득불평등과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셋째, 분산분해분석결과 융 기 ·후의 결과를 비

교해보면 융 기 이 에는 세가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향력이 크게 나타난 반면에 융 기 이후에는

세가격의 향력이 낮아지고 리가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리, 취업자수, 주택시장

의 매매가격과 세가격이 소득불평등에 주요한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를 요약하면 주택시장의 매매가격과 세가격은

소득불평등과 유의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시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리, Baffoe

Bonnie(1998)의 연구에서처럼 소득에 향을 미치는 취

업자수 역시 소득불평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간을 로벌 융 기 이 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에서는 세가격과 소득불평등은 기 이 보

다 이후에 향력이 확 되지만 매매가격은 반 의 결과

를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는 주택가격의 변화가 소득불

평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을 시사하

고 있다. 한 로벌 융 기 이후 리가 미치는 향

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한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시사 을 통해 정부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해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힘써야 하며 융정책과 주택정

책 주로 근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14].

다만 본 연구의 한계로는 주택시장 소득불평등의

패 자료를 구성하여 실증 분석하여 체 인 변수들 간

의 계를 규명하 으나 지역별로 나타나는 차이 을 개

별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지역 차이를 고

려한 분석을 통해 계속 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한 향

후 주택시장의 주거의 공유성과 스마트주택은 우리나라

의 고령화에 한 책이 되는 만큼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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