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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해외 주요 국가 및 도시와 비교하는 사례가 많아짐
 도시 간 비교의 경우 지역(권역 구분) 속성에 대한 고찰 없이 수행되며, 통계적 속성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 도시 간 비교가 수행되는 문제가 존재
 영국, 프랑스, 미국과 우리나라 주요 권역과의 비교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국가

영국

프랑스

미국

통계명

생산 및 공표 주체

HM Land Registry,
Land and Property Services,
UK House Price
Northern Ireland, Office for National
Index
Statistics, Registers of Scotland
Indices
Notaires-INSEE

주기

우리나라 권역 비교

매월

-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4구

분기
-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4구
Institut des statistiques et des
강남4구와
비교할
수 있는 강남4구 데이터는
études économiques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별도의 지수화 필요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FHFA) Index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매월

- 전국(USA, Census Division)

분기

- 수도권(State)
- 서울(MSA)

분기

- 강남4구(우편번호)

강남4구와 비교가능한 데이터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Zillow 등 업체 데이터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Furman Center Housing Price, Institute for Housing Studies(IHS)
House Price Index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의 협력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글로벌 주요도시와 주택시장 관련 통계에 대한 적절한 비교를 통해 글로벌 주택시장 모니터링
역량강화
 분석가능한 주요 해외 도시 사례 확장과 주택가격 및 다른 주택관련 통계와의 연계를 통한
해외 부동산시장 종합DB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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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해외 주요 국가 및 도시와 비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국가별로는 OECD에서 수집하여 발표하고 있는 자료가 많이 인용되며, 도시
등 지역 간의 비교는 각 국의 통계청, 민간 데이터(MLS 등) 등이 이용됨
□ 도시 간 비교의 경우 지역(권역 구분) 속성에 대한 고찰 없이 수행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행정구역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권역 구분 단
위에 대해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함
∙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4구 등으로 구분하여 주택
시장 동향을 살펴보는 경향이 강한데 이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어떤 식으
로 비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검토도 부족
□ 또한 통계적 속성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 도시 간 비교가 수행되는 것도 문제
∙ 주택가격지수를 생성하는 방식은 자료에 따라 표본조사 방법, 실거래가 이용
방법, 산출방법에 따라 물가지수, 헤도닉가격지수, 반복매매가격지수, 평균
및 중위수 활용 방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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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표본조사를 이용한 물가지수 방법,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
한 반복매매가격지수 방법이 이용되고 있음. 국가, 통계생산주체별로 지수생
성에 이용되는 자료의 속성, 지수생성 방법에서 차이가 존재하나 이에 대한 추
가적인 설명 없이 단순한 비교가 진행되고 있음.

2) 연구 목적
□ 해외 각국의 지역(권역 구분), 통계 속성을 감안하여 해외 주요도시별로 주택가격 비교
가 가능한 통계기반 구축
□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 동향 파악에서 주로 이용되는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4
구 등과 비교 가능한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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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내용적 범위
∙ 내용적 범위는 해외 각국·도시별 권역 구분 현황 고찰, 해외 각국‧도시별 주택
가격 통계 현황 및 실태, 우리나라 지역과 비교가능한 해외 각국의 통계 발굴
및 시계열 비교, 지속가능한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 분석 기반 구축 등임
∙ 해외 주요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로 설정하되, 향후 확대가능하고 지속가
능한 통계기반 구축 기반을 마련
□ 시간적,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는 주택가격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시기부터이며, 각 국가와의 비교
를 위해 비교대상인 국가별로 시간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통계비교는 최근
기간에 집중
∙ 공간적 범위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택가격 비교 시 이용되는 지역구분 전
국, 수도권, 서울, 강남4구로 구분하고, 이들 지역과 비교가능한 외국의 주요
국가, 도시의 해당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

제1장 연구의 개요 ․ 5

그림 1-1 | 연구 흐름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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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 문헌고찰
∙ 해외 각국의 행정구역단위에 대한 문헌 고찰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행정구역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행정구역단위에 대
해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비교를 수행하고자 함

∙ 주택가격 통계 생성과 관련된 방법론 고찰
- 주택가격 통계 생성을 위한 자료의 특징과 방법론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찰하여 연
구에 반영

□ 통계 분석
∙ 해외 각국, 도시별 주택가격에 대한 통계 분석
- 비교가능한 해외 각국, 도시별 주택가격의 시계열 제시

□ 전문가 자문 및 협동연구 수행
∙ 해외 부동산시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논리적으로 타당한 분석결과 도출
∙ 해외 각국의 전문가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의 질적수준 제고
표 1-1 | 협동연구 및 자문
구분

전문가

소속

영국

박 준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프랑스

이수진 교수

프랑스 낭트대학교

미국

이진만 교수

미국 듀폴대학교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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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많은 선행연구들이 우리나라에 관련 주택관련 통계를 도입하기 위해 수행하는 방법론
에 연구가 편중된 측면이 있으며, 지역의 속성, 통계적 속성을 감안하여 각국의 통계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표 1-2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1

∙ 과제명:주택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 문헌 고찰
∙ 연구자(연도): 하수정·이수욱(2011)
∙ 연구목적: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택관련 ∙ 통계 분석
통계 및 지표 현황 조사

∙ 주요통계 현황
∙ 양적 통계 및 지표 현황
∙ 질적 통계 및 지표 현황
∙ 시장 통계 및 지표 현황

2

∙ 과제명:주택 부담능력 지표에 관한 연구
∙ 연구자(연도): 홍정은(2010)
∙ 문헌 고찰
∙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주택의 가격이
∙ 통계 분석
적정한가에 대한 고찰, 주택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연구

∙ 우리나라 소득대비주택가격(PIR)
∙ 해외의 소득대비주택가격(PIR)
∙ 우리나라 주택부담능력지수(HAI)
∙ 해외의 주택부담능력지수(HAI)

3

∙ 과제명:주거서비스 지표 분석 보고서
∙ 연구자(연도): 대한주택공사(2007)
∙ 문헌 고찰
∙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주택의 가격이
∙ 통계 분석
적정한가에 대한 고찰, 주택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연구

∙ 주거서비스 측정지표
∙ 해외선진국 주거서비스 현황
∙ 우리나라 주거서비스 수준
∙ 정책적 시사점

∙ 해외 주택가격 통계 현황 및 실태
∙ 해외 권역 구분 속성, 통계 속성
고찰
∙ 해외 각국의 지역(권역 구분), 통계 속성을 ∙ 문헌 고찰
본
∙ 우리나라 지역과 비교가능한 해외
∙ 통계 및 계량 분석
감안하여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연구 비교가능한 통계기반 구축
∙ 전문가 자문 및 협동연구 각국의 통계 발굴 및 시계열 비교
∙ 지속가능한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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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택가격 통계 작성 방법

1. 가격자료 특성에 따른 구분
□ 주택가격 통계 작성 방법은 가격자료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가격자료는 표본조사데이터, 실거래데이터로
구분

1) 표본조사데이터를 이용한 방법
□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가격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표본조사를 통한 방법
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실거래데이터를 이용한 지수 생성 이전의 통계는 모두 표본조사
를 통해 주택가격 자료를 확보
∙ 한국감정원, 국민은행에서 생성하는 주택가격지수는 모두 표본조사 가격자료
를 이용
□ 우리나라의 주택유형은 크게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이며 이를 감안하여 표본이 추출됨
∙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지역, 주택규모별, 주택유형별로 층화하여 표본이 추출
됨. 표본규모는 월간 지수 기준으로 28,360호(아파트 17,190호, 연립다세대
6,350호, 단독 4,820호)임1)
1)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동향조사 통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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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의 경우도 지역과 주택규모, 주택유형을 감안하여 표본이 추출되며,
표본규모는 36,300호(아파트 31,800호, 연립다세대 2,000호, 단독 2,500호)임2)
□ 표본조사를 통해 가격자료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의 평가기준, 조사하는 전문가
의 시각에 따라 그 특징은 달라질 수 있음
∙ 대부분의 표본조사는 임대사례비교법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전문
조사원, 감정평가사, 중개업소 등을 통해 가격이 조사됨
∙ 조사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거래가능가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생성된 가격지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표본조사 방법은 조사원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를 검증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나
- 실제 거래되지 않은 표본에 대해서도 사례조사를 통해 가격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는 장점은 존재

2) 실거래데이터를 이용한 방법
□ 많은 국가에서 실거래데이터를 통해 주택가격지수를 생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최근 실거래가격지수를 생성하여 표본조사를 이용한 가격지수와
함께 이용하고 있음
□ 잘 알려진 S&P/Case-Shiller 지수는 대표적인 실거래데이터를 이용한 지수임
∙ 지역별 부동산거래기록소, 부동산정보 수집회사로부터 획득한 실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반복매매가격지수 방식으로 지수를 작성하고 있음(이용만 외, 2007)

https://www.r-one.co.kr/rone/resis/common/sub/sub.do?pageVal=page_2_2 (2020.12.1.검색)
2) 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동향. https://onland.kbstar.com/quics?page=C059744&cc=b061784:b061784
(2020.12.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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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데이터를 이용하는 지수 중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정보를 이용하는 지수도 많음
∙ 주택구입 시 주택금융의 역할이 큰 국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정보를 이용하
여 주택가격지수를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
□ 우리나라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실거래가격지수를 2007년 11월부터 작성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거래데이터를 이용한 지수임
∙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우리나라의 실거래데이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한 곳으로 취합
∙ 의무적으로 실거래데이터를 공공에서 취득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실이 적고,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시계열 구축 기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음
∙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가 생산되고 있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다른 주
택에 비해 거래가 빈번하고, 주소가 상이하더라도 그 특징이 매우 유사하여 비
교대상이 많다는 점에서 시계열이 짧더라도 지수 생산이 가능함
∙ 실거래가각지수를 계량모형을 통해 생성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택의 반복매
매된 주택의 쌍이 많아야 하는데, 공동주택은 동일 주소가 거래되지 않더라도
동, 층 등이 같으면 동일한 주택으로 가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
∙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가 생성되어 정기적으로 공표되
고 있으며, 실거래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공동주택 이외 실거래
가격지수 생성도 향후에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단지, 면적, 동, 층 그룹이 같은 아파트를 동일 주택으
로 가정
- 뒤에 설명할 반복매매지수 방법을 이용하여 생성되며, 주택거래량을 가중치로 설정
하여 지수가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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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론 차이에 따른 구분
□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방법론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함
∙ 이 연구에서는 주택가격 통계 작성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론에 주안을 맞춰
이를 소개하고자 함
∙ 그리고 이들 방법도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 가중치 적용 방법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음

1) 물가지수 방법
□ 물가지수 방법은 크게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파세 지수, 피셔 지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이들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체인 지수가 있고 주택가격을 비율, 단위면적당 가격,
호당 가격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최종값은 달라질 수 있음

(1) 라스파이레스 지수(Laspeyres index)
□ 라스파이레스 지수(Laspeyres index)는 기준시점에 표본주택 수를 고정하여 지수를 작
성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


 



 
 

  
× 


 



 
 

∙  는 표본주택 i의 t기(비교시점) 가격,  는 표본주택 i의 0기(기준시점) 가
격,  은 기준시점의 표본주택 i의 수를 의미
∙ 라스파이레스 지수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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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은 계산이 용이하고, 작성 비용이 다른 방법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
이 이용됨. 그리고 기준시점의 표본주택 수가 이용되기 때문에 한번 조사하면 미래
시점의 표본주택 수를 조사하지 않아도 됨
- 단점은 기준시점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가 현재의 상황을 반영
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음

(2) 파세 지수(Paasche index)
□ 파세 지수(Paasche index)는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다르게 비교시점에 표본주택 수를
이용하여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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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비교하면 분모에서 표본주택 수가 비교시점으로 변화
∙ 파세 지수는 비교시점, 즉 현재시점의 소비패턴을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
나 과거시점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
∙ 그리고 매기 표본주택 수를 조정해야 하므로 비용이 커질 수 있고, 이 때마다
과거 지수의 수치도 바뀌는 단점이 있음

(3) 응용 지수
∙ 물가지수의 대표적인 방법은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파세지수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양 지수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 보완하기 위한 방법론이 개발
되어 왔음. 여기서는 이를 응용지수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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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체인 지수(chain index)는 기준시점이 바뀔 때, 기존의 기준시점에 의한 지수와
새로운 기준시점에 의한 지수를 연속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방법(이용만 외, 2007)
∙ 라스파이레스 지수를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표본 변경으로 지수와 바뀌었을 때, 과거의 지수도 모두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체인 지수가 있음

∙ 체인 지수(chain index)의 지수 연결방식은 다음과 같음


   × 

∙  는 t 시점의 체인 지수(chain index),  는 표본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기준에 따른 t 시점의 지수이고,  은 기준시점이 변경된 시점(1)에서 이
전 기준에 계산된 지수이며,  은 기준시점이 변경된 시점(1)에서 새로운
기준에 의한 1시점의 지수임
□ 피셔 지수(Fisher index)는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파세 지수의 기하평균으로 계산됨

 
  
∙ 피셔 지수는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파세 지수를 하나의 산식으로 평균함으로써
두 지수가 가지는 특징을 모두 갖춰 양 지수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각 기간마다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파세 지수를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은 존재
□ 이외에도 라스파이레스 지수, 파세 지수 등을 응용한 방법이 다수 존재
∙ Geometric 라스파이레스 지수, Geometric 파세 지수 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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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 평가기준에 따른 가격지수의 상이성
□ 주택가격은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고 하더
라도 지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주택가격을 호당 주택가격으로 이용하는지, 단위면적당 주택가격을 이용하는
지에 따라 지수는 달라질 수 있음
∙ 그리고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비율로도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나
라에서 한국부동산원, 국민은행에서 가격지수를 생성할 때 이 방법을 이용

2) 헤도닉가격지수 방법
□ 헤도닉가격지수(Hedonic price index) 방법은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한 회귀모형(헤도닉가격 함수)을 이용하여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
∙ 헤도닉가격 함수에 대한 역사는 매우 긴 편인데, 주택은 지역성, 이질성을 가
지고 있어 주택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특성변수가 존재하여 주택분야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음
∙ 헤도닉가격지수를 이용하는 목적은 첫째, 주택가격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수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한번 함수를 구축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가치 평가
를 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주택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변수들의 변화가 주택가
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임(Hill, 2011)
□ 헤도닉가격지수는 시점에 따른 특성변수 고정 여부에 따라 시간더미(Time-dummy),
시간변동계수(Time varying parameter)3)로 구분할 수 있음
∙ 시간더미 방법은 일반적인 헤도닉가격지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

      
3) 시간변동계수는 특성이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Characteristics 방법으로 불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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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Z는 주택가격을 형성하는 특성변수이며, D는 시간더미로 해당 시점에 거래가 되
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데, 해당 더미변수의 계수를 추정하여 이를 지
수화하는 방법임

∙ 시간더미 방법은 주택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존재하는데, 반면에
시간변동계수 방법은 주택특성이 시점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함(이용
만, 2007)
- 아래 식에서 보는 것처럼 t기, 즉 시점마다 헤도닉가격함수를 추정하고, 여기서 도
출한 가격을 지수화한 것임

    
∙ 시간더미 방법은 주택특성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이고, 이에 대한 단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시간변동계수 방법이나,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주
택 특성이 매우 많아 변수생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결해야하는 숙제임
□ 헤도닉가격 방법은 역사가 매우 길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를 응용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
되고 있음
∙ 비모수(Nonparametric) 방법은 하나의 헤도닉주택가격 함수 형태를 만들 필
요가 없기 때문에 모형설정오류 등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존재(Hill, 2011)
- 다양한 계량방법론과 접목이 가능하며, 주택과 관련된 빅데이터가 발굴되면서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적용 방법이 고안될 수 있다고 판단

∙ 헤도닉가격 지수 방법과 반복매매모형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방법론도
시도되고 있음
- 각각의 모형을 추정하여 시간더미를 통해 도출한 지수값을 여러 방법으로 병합

∙ 그리고 주택에서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계량모형과의 접목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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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복매매지수 방법
□ 반복매매가격지수(Repeat sales Index) 방법은 시간더미 헤도닉가격지수와 같이 주
택 특성은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함
□ 반복매매가격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동일 주택이 2번 이상의 거래가 생겨야 하며,
첫 번째 거래의 가격을 , 두 번째 거래의 가격을  라고 하면,

     ,

    

∙ 두 번째 거래가격에서 첫 번째 거래가격을 차감하면, 주택 특성은 고정되어 있
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주택특성으로 인해 설명하는 주택가격 부분이 제외되고
가격 변동분이 남게 됨
∙ 이렇게 차감한 값이 종속변수이고, 시간더미가 독립변수인 함수식을 형성하게
되고 그 계수값을 지수화하게 됨
□ 보통 로그를 취하게 되므로 이용만 외(2007)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시간더미의 계수값을 이용하여 지수를 생성
∙ 다음 식에서  는 두 번째 거래가격, 는 첫 번째 거래가격,  는 시간더
미,  는 추정해야 할 계수를 의미함

 


ln  

 



   









   × exp 
□ 반목매매지수의 최종 산출값은 가중치 적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첫 번째 거래와 두 번째 거래가 긴 주택에 대해서는 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특성변수의 고정성을 보완하는 방법, 재고량, 거래량을 가중치로 추가 설정하
는 방법 등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양하며 설정 방법에 따라 그 수치는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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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균과 중위수를 이용한 방법
□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평균과 중위수를 이용한 방법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도 지수화하지는 않지만 주택가격 통계를 발표할 때 지역별 주택가격
의 평균과 중위수를 발표하고 있음
∙ 이 때 가격을 호당 주택가격으로 볼 것인지, 단위면적당 주택가격을 볼 것인지
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음
표 2-1 |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조사의 중위가격과 평균가격
전국
구분

중위가격
호당

㎡당

수도권
평균가격
호당

㎡당

중위가격
호당

㎡당

평균가격
호당

㎡당

2020.01

292,558

3,491

320,854

3,726

423,612

5,234

451,990

5,526

2020.02

293,967

3,501

322,306

3,742

425,790

5,249

454,301

5,553

2020.03

295,384

3,523

324,460

3,768

428,266

5,289

458,047

5,599

2020.04

296,252

3,536

325,413

3,780

429,891

5,313

459,737

5,620

2020.05

296,794

3,542

325,780

3,783

430,882

5,323

460,325

5,626

2020.06

298,112

3,559

327,333

3,801

432,714

5,348

462,442

5,651

2020.07

300,720

3,588

330,280

3,837

437,202

5,394

466,938

5,706

2020.08

302,752

3,610

332,498

3,863

440,178

5,421

469,794

5,741

2020.09

304,473

3,628

334,399

3,885

442,243

5,445

472,033

5,767

2020.10

305,283

3,639

335,685

3,898

443,193

5,459

473,460

5,781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 시계열.
https://www.r-one.co.kr/rone/resis/common/sub/sub.do?pageVal=page_4_2 (2020.1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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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주택가격 통계의 방법론과의 연계 검토
□ 현재까지 살펴본 주택가격 통계 작성 방법을 국내 주요 주택가격 통계와 연계하여 특성
을 종합하여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가격 통계는 한국감정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인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이하 KAB가격지수), 공동주택
실거래격지수(이하 KAB실거래가지수),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이하 KB
지수), 부동산114의 주택종합지수(이하, 부동산114지수) 등을 들 수 있음
표 2-2 | 우리나라 주요 주택가격 통계의 특징 비교
구분

KAB실거래가지수

KAB가격지수

KB가격지수

부동산114지수

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국민은행

부동산114

데이터

실거래데이터

표본조사데이터

표본조사데이터

시세

조사자

실거래데이터

조사원

중개업소

중개업소

방법론

반복매매지수

제본스지수
(상대가격 기하평균)

칼리지수
(상대가격 산술평균)

듀토지수

가중치

주택거래량

주택재고량

주택재고량

가격

자료: 연구진 작성

□ KAB실거래가지수는 우리나라에서 실거래데이터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지수
∙ 현재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가격지수가 생성되며, 동일주택을 가정하여 반복
거래쌍을 생성하여 반복매매지수 방법론을 적용
∙ 아파트는 단지, 면적, 동, 층그룹(1,2층/최상층/중간층)이 같은 아파트를 동일 주택으로 가정
∙ 연립·다세대는 단지, 동, 층그룹(지하층/1층/2층 이상)이 같은 연립·다세대를 동일 주택으로 가정
자료: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통계설명.
https://www.r-one.co.kr/rone/resis/common/sub/sub.do?pageVal=page_2_4 (2020.12.1. 검색)

∙ 주택거래량을 가중치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지역의 가격이 많이
반영되는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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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B가격지수는 표본조사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지수
∙ 조사대상은 전국 261개 시군구의 거래 가능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며, 표본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평가
-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격, 거래가 없는 경우 비슷한 규모의 인근 주택
사례를 비교하여 전문조사원(직원)이 가격을 평가

∙ 다음 산식을 통해 가격지수를 생성하며, “가격”은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가
격을 두 기간 중의 상대가격이며, 기하평균하고 재고량 가중치를 적용함
- 이를 제본스(Jevons index)라고 불리는데, 기본 골격은 물가지수의 라스파이레스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 KB가격지수는 표본조사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지수
∙ 조사대상은 1개특별시, 6개광역시, 1개특별자치시, 57개시(단독, 연립은 40개
시), 3개군(단독, 연립은 2개군), 104개구(단독, 연립은 103개구) 거래 가능
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이며, 표본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평가
-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격, 거래가 없는 경우 비슷한 규모의 인근 주택
사례를 비교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가격을 평가

∙ 다음 산식을 통해 가격지수를 생성하며, “가격”은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가
격을 두 기간 중의 상대가격으로 평가하고, 산술평균한 것임
- 이를 칼리(Carli index)라고 불리는데, 기본 골격은 라스파이레스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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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부동산114지수는 해당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격자료를 이용한 듀토지수로서
두 기간의 평균가격을 나누어 계산한 지수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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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외 주요국의 도시별
주택가격 통계 비교방안1)

1. 해외 주요국의 권역 구분
□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4구와 비교 가능한 국가별 권역을 구분함
∙ 주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미국이며, 미국의 경우 뉴욕, 시카고, 로스엔젤리
스,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파악함
∙ 주요 국가별로 대권역, 중권역, 세권역, 세세권역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권역
과 비교가능한 대조군을 설정함
□ 각 국가마다, 그리고 해당 국가 내에서도 지역마다 상이한 권역 부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한계는 존재

1) 영국
□ (대권역) 영국의 공식 명칭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로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의 4개 연합국가로 구성된
나라임
1) 국가별로 다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를 수행
구분

전문가

소속

영국
프랑스
미국

박 준 교수
이수진 교수
이진만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프랑스 낭트대학교
미국 듀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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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권역) England는 주로 9개 중권역으로 구분
∙ North East, North West, Yorkshire and The Humber, East Midlands, West
Midlands, East of England, Greater London(또는 London), South East,
South West를 포함
□ (중권역)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 Scotland는 크게 Highland를 포함한 North Scotland와 Edinburgh 및 Glasgow를
포함한 South Scotland로 구분
∙ Wales, Northern Ireland는 내부에 중권역을 크게 구분하지 않음
그림 3-1 | 영국의 권역구분 (중권역)

자료: ONS. Regions Map in United Kingdom.
https://geoportal.statistics.gov.uk/datasets/0758ee9479044ecc9547ebab340c84a8 (2020.11.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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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권역) 지방정부(Local Authority)와 자치구(borough)
∙ England에 속해 있는 South East는 런던의 근교지역으로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며, 총 19개의 지방정부(Local Authority)가 있음
그림 3-2 | South East의 세권역 구분

구분

명칭

구분

명칭

구분
03

명칭

01

Bracknell Forest

02

Brighton and Hove

Isle of Wight

04

Medway

05

Milton Keynes

06

Portsmouth

07

Reading

08

Slough

09

Southampton

10

West Berkshire

11

Windsor andMaidenhead

12

Wokingham

13

Buckinghamshire

14

East Sussex

15

Hampshire

16

Kent

17

Oxfordshire

18

Surrey

19

West Sussex

자료: ONS. Local Authority Districts. http://geoportal.statistics.gov.uk (2020.11.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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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don에는 총 33개의 지방정부(Local Authority)가 있으며, 32개의 런던
자치구(London boroughs)와 City of London을 포함함
그림 3-3 | London의 세권역 구분

구분

명칭

구분

명칭

구분

명칭

01

City of London

02

Barking and Dagenham

03

Barnet

04

Bexley

05

Brent

06

Bromley

07

Camden

08

Croydon

09

Ealing

10

Enfield

11

Greenwich

12

Hackney

13

Hammersmith and
Fulham

14

Haringey

15

Harrow

16

Havering

17

Hillingdon

18

Hounslow

19

Islington

20

Kensington and
Chelsea

21

Kingston upon
Thames

22

Lambeth

23

Lewisham

24

Merton

25

Newham

26

Redbridge

27

Richmond upon
Thames

28

Southwark

29

Sutton

30

Tower Hamlets

31

Waltham Forest

32

Wandsworth

33

Westminster

자료: ONS. Local Authority Districts, Counties and Unitary Authorities Map in Great Britain.
http://geoportal.statistics.gov.uk/ (2020.11.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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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권역) 일종의 선거구 형태인 동(ward)
∙ Ward는 선거구의 기본 단위로 지방정부 단위 바로 아래의 행정단위임
∙ London에 위치해 있는 City of Westminster의 경우 총 20개의 동(Ward)이 있음
그림 3-4 | City of Westminster의 동(Ward) 구분

구분

명칭

구분

명칭

구분

명칭

01

Queen's Park

02

Harrow Road

03

Maida Vale

04

Little Venice

05

Abbey Road

06

Regent's Park

07

Church Street

08

Westbourne

09

Bayswater

10

Lancaster Gate

11

Hyde Park

12

Bryanston and
Dorset Square

13

Marylebone High
Street

14

Knightsbridge and Belgravia

15

West End

16

St James's

17

Churchill

18

Warwick

19

Tachbrook

20

Vincent Square

자료: City of Westminster.
http://westminstertransportationservices.co.uk/tmo/map.php?tt=2(2020.11.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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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 (대권역) 프랑스는 프랑스 본토인 프랑스 메트로폴리텐(France Métropolitaine)과 해
외영토로 구성
□ (중권역) 프랑스 메트로폴리텐(France Métropolitaine)은 13개 중권역인 레지옹
(région)으로 구분되며 2016년 1월 1일부터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본토는 13개 레지
옹으로 구성(해외영토는 5개 레지옹으로 구성)
그림 3-5 | 프랑스의 권역구분 (중권역)

자료: Vie publique,
https://www.vie-publique.fr/carte/270580-decoupage-administratif-de-la-france-les-regions
(2020.1.30. 검색)

∙ 레지옹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단위이며, 프랑스 본토에 있는 13개 레지옹으로
오베르뉴론알프 (Auvergne-Rhône-Alpes), 부르고뉴프랑슈콩테 (BourgogneFranche-Comté), 브르타뉴 (Bretagne), 상트르발드루아르 (Centre-Val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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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re), 코르스 (Corse), 그랑데스트 (Grand Est), 오드프랑스 (Hauts-deFrance), 일드프랑스 (Île-de-France), 노르망디 (Normandie), 누벨아키탠
(Nouvelle-Aquitaine), 옥시타니 (Occitanie), 페이드 라루아르 (Pays de la
Loire),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Provence-Alpes-Côte d'Azur)가 있음
∙ 프랑스 본토 프랑스 메트로폴리텐(France métropolitaine)에 속해 있는 일드프
랑스 레지옹(Île-de-France)은 프랑스의 수도권으로서 행정적으로 파리를 포함
- 일드프랑스 레지옹은 파리를 포함하여 8개의 데파르트망(Département)으로 구성

□ (세권역) Département 데파르트망
∙ 데파르트망은 중역 자치단체 단위로서 일드프랑스의 데파르트망은 파리 Paris,
오드센(Haut-de-Seine), 센생드니(Seine-Saint-Denis), 발드마른(Val-deMarne), 센에마른(Seine-et-Marne), 에손(Essone), 이블린(Yvelines), 발
두아즈(Val-d'Oise)로 구성됨
∙ 데파르트망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지방으로 전달하는 중간전달자 역할
을 하였으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에게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존재하였으나, 오늘날 프랑스 정부는 유럽과의 균형을 맞추고자 레지옹의 비
중을 높이면서 데파르트망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음
∙ 2016년부터 레지옹 개편이 확정되면서 데파르트망을 2020년까지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데파르트망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현실적인 문제
에 부딪히면서 현재 데파르트망과 레지옹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임
□ (세세권역)코뮌(Commune)
∙ 각 데파르트망(Département)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자 프랑스의 최소의 행
정단위인 코뮌(Commune)으로 구성됨
∙ 일드프랑스는 1,268개의 코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리 Paris는 예외적으로
데파르트망이자 코뮌이며, 20개의 구(아롱디스망 Arrondissement)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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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뮌은 프랑스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로 프랑스 전체에 3만 6천
여 개의 코뮌이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정부는 코뮌연합체(Intercommunalité)라는 몇 개의 코뮌이 연합한 형태의 지
자체 창설을 유도하여 현재 대다수의 코뮌이 코뮌연합체로 재구성되어 있음
그림 3-6 | 일드프랑스 내 8개 데파르망 (세권역)

자료: Region Ile de france. https://www.iledefrance.fr/carte-didentite-de-la-region-ile-de-france
(2020.11.30. 검색)

3) 미국
□ (대권역) 미국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하여 9개 대권역으로 구분
∙ 동부(New England, Middle Atlantic), 남부(South Atlantic, East South
Central, West South Central), 중부(East North Central, West North
Central), 서부(Mountain, Pacific)지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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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미국의 권역구분

자료: US Census Bureau. Census Regions and Divisions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census.gov/library/publications/2014/demo/sahie-highlights-brief-2014.html
(2020.12.1. 검색)

□ (중권역) 미국의 주(state)는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해서 50개주와 미국연방정부의
수도로 주의 준하는 권한을 갖는 District of Columbia (DC)까지 포함해서 51개로 구성
∙ 미국의 주는 각주의 개별 헌법을 통해 각주의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고 연방
정부가 보장하는 권리를 보유
∙ 각주는 행정부, 입법, 사법부로 구성되고 주법에 근거해 행정, 경제, 정치, 토
지정책 등 일반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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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권역) 대도시 통계 지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은 주, 시, 카운티와
같은 법적 행적구역과 별도로 높은 인구밀도, 경제활동이 집중된 독립지역으로 구성
∙ 현재 연방 센서스에서는 374개 MSA를 구분하고 있으며 상위 50개 대도시는
다음 그림에서 진하게 표현
그림 3-8 | 미국의 대도시 상위 50개 통계 지역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

자료: Map of America's 50 Largest Metropolitan Areas by Populations,
https://www.reddit.com/r/MapPorn/comments/5rjbmg/map_of_americas_50_largest_metropolitan
_areas_by/ (2020.11.30. 검색)

□ (세세권역) 카운티(County), 시(City), 소지역 커뮤니티
∙ 주(state) 아래 주법에 의해 작은 시와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카운티는 몇 개의 시나 소도시로 구성되어 부동산법이나 재산세 등을 책정하
고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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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주요국 권역과의 비교 방안
□ 여기서는 우리나라 주택가격 비교에서 자주 이용되는 권역 구분인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4구과 유사한 위계로 비교할 수 있는 권역을 도출하고자 함
∙ 앞서 고찰한 해당국의 권역구분 체계를 종합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비
교 권역을 설정. 지속적으로 통계 가용성과 적정성 검토는 필요.

1) 영국
□ 전국: UK 또는 England
∙ 한국의 전국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는 영국의 주택통계상 UK, England 대권역
을 같은 위계로 봄
□ 수도권: South East
∙ 서울을 포함하는 한국의 수도권과 유사한 단위로는 영국의 주택통계상 Greater
London을 포함하는 South East 중권역을 같은 위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서울: Greater London
∙ 한국의 서울과 유사한 단위로는 영국의 주택통계상 Greater London을 같은
위계로 봄
□ 강남4구: London 중심5구
∙ 서울의 주택가격 최상위지역인 강남4구와 유사한 단위로는 영국의 주택통계상
London 내 Hammersmith and Fullham, Kensington and Chelsea, City of
Westminster, Camden, City of London 5구를 같은 위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
∙ London의 고용 중심지라고 불릴 수 있는 CAZ(Central Activities Zone)의 핵
심 지역은 Westminster와 City of London이며, 이 중심부를 기준으로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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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서쪽 방향으로 Hammersmith and Fullham, Kensington and Chelsea 등
의 구에 고가의 주거지가 분포해 있음
∙ London 내 평균주택가격 순위로도 상기 5개 구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3-9 | 런던 지역내 중심5구 위치도

자료: London Councils. https://directory.londoncouncils.gov.uk/ (2020.11.30. 검색)

표 3-1 | 우리나라 권역구분과의 비교(영국)
우리나라

영국

전국

UK 또는 잉글랜드(England)

수도권

남동부(South East)

서울

Greater London

강남4구

런던 5구(Hammersmith and Fullham, Kensington and Chelsea, City of
Westminster, Camden, City of London)

주: 해당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분류한 것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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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 프랑스
□ 전국: 프랑스 메트로폴리텐(France Métropolitaine)
∙ 한국의 전국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는 프랑스의 주택 통계상 해외에 멀리 떨어
져 있는 영토를 제외한 프랑스 본토라 불리는 프랑스 메트로폴리텐(France
Métropolitaine)을 같은 위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프랑스 메트로폴리텐에는 육각형의 프랑스대륙과 남동부에 위치한 코르스
(Corse)가 포함됨
□ 수도권: 일 드 프랑스(Île-de-France)
∙ 서울을 포함하는 한국의 수도권과 유사한 단위로는 프랑스의 주택 통계상 파리
와 주변의 7개 데파르트망 (오드센 Haut-de-Seine, 센생드니 Seine-SaintDenis, 발드마른 Val-de-Marne, 센에마른 Seine-et-Marne, 이블린 Yveslines,
에손 Essone, 발두아즈 Val-d'Oise)을 포함하는 일드프랑스(Île-de-France)
를 같은 위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서울: 파리(Paris)
∙ 서울은 프랑스의 주택 통계상 파리(Paris)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함
∙ 장기적 관점에서는 한국의 서울과 유사한 단위로는 2016년 공식 출범한 그랑
파리1)(Grand Paris)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랑파리의 단위로
분석된 통계가 존재하지 않음
□ 강남4구: Paris 중심 4개 구
∙ 서울의 주택가격 최상위지역인 강남4구와 유사한 단위로는 Paris 내 1구, 2
구, 3구, 4구, 5구, 6구, 7구, 8구의 8개 구를 같은 위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
1) 2016년 출범한 그랑파리의 행정구역은 파리와 프티트 쿠론이라 불리는 파리를 둘러싼 3개 데파르트망(오드센
Haut-de-Seine, 센생드니 Seine-Saint-Denis, 발드마른 Val-de-Marne)을 포함하며 남쪽으로 소폭 확장된
경계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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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현재까지는 통계상에 1구~4구만이 파리 중심(Paris Centre로 분류되어
해당 통계만이 존재함
∙ 파리중심인 1, 2, 3, 4구는 공공서비스 기능, 관광기능, 상업기능, 주거기능
등 모든 기능이 복합적으로 위치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하나의 중심
지구로 분류됨

그림 3-10 | 파리 중심4구 위치도 및 각 구의 제곱미터당 구아파트 가격

자료: Notaire du Grand Paris. Dossier de presse : Le marché immobilier francilien au 2e trimestre 2020,
https://fr.zone-secure.net/136089/1226726/#page=8 (2020.11.30. 검색)

∙ 파리 시내 아롱디스망별 평균주택가격 순위를 보면, 상기 8개 구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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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우리나라 권역구분과의 비교(프랑스)
우리나라

프랑스

비고

전국

프랑스 메트로폴리텐(France métropolitaine)

수도권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서울

파리 또는 그랑파리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갖추어지면 그랑파리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

강남4구

파리 1구~4구
(1er arrondissement~4e arrondissement)
Paris centre

파리 1구~8구로 볼 수 있으나, 파리
Centre로 분류된 것을 감안

주: 해당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분류한 것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자료: 연구진 작성

3) 미국
□ 전국: 미국(USA) 또는 통계청에서 구분한 대권역(예: 동부, 남부 등)
□ 수도권: 주(State)
∙ 미국은 수도권 vs. 서울로 볼 수 있는 권역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존재. MSA
를 서울로 설정하고, 주(State)를 수도권 위계로 설정
□ 서울: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MSA
∙ 서울은 미국에서 행정구역이 시로 구분되어 있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의 거대 도시와 같은 위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강남4구: 각 거대도시의 주요 커뮤니티
∙ 뉴욕의 경우 Manhattan 중 Upper East Side, Soho/Tribeca, East Midtown,
Lincoln Square(Upper West Side)등이 해당
∙ 시카고의 경우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The Loop와 주위지역, Lincoln
Park, Lakeview 등이 해당
∙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Beverly Hills Areas, Trousdale, Brentwood, Bel Air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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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우 북쪽에 해안가에 위치한 North of Downtown 그리고
동쪽해안가에 위치한 Downtown이 해당
□ 미국의 경우 지역별로도 행정구역 체계가 매우 상이한 측면이 있어 세분화된 권역설정
에 여러움이 존재

표 3-3 | 우리나라 권역구분과의 비교(미국)
우리나라

미국
뉴욕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전국

미국(USA) 또는 통계청에서 구분한 대권역(예: 동부, 남부 등)

수도권

주(State)

서울

비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MSA

강남4구

Manhattan 중
다운타운에 위치한
Upper East Side,
Loop와 주위지역,
Soho/Tribeca,
Lincoln Park,
Midtown, Upper
Lakeview
West Side

Beverly Hills
Areas,
Trousdale,
Brentwood,
Bel Air

강남4구

Upper East Side,
Soho/Tribeca,
Midtown,
Upper West Side

Beverly Hills,
Brentwood,
Bel Air

The Loop,
Lincoln Park,
Lakeview

Downtown
(동쪽, 북쪽 해안)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의견을
Pacific Heights,
바탕으로
Presidio Heights,
통계가용성 등을
Seacliff,
고려하여 연구진
Cow Hollow
일부 조정

주: 해당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분류한 것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미국은 지역별 권역체계 구분이 복잡하고
상이한 제약요인이 있어 지속 검토 필요.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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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외 주요국의 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1)

1. 해외 주요국의 주택가격 통계와 비교
1) 해외 주요국의 주택가격 통계 현황
□ 영국 주택가격 통계 현황
∙ UK House Price Index(UK HPI)2)
- 영국 주택가격지수(UK HPI)는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6
년 6월 도입되었고, 통계관리청(OSR: Office for Statistics Regulation)은 2018년
9월 UK HPI를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함
- UK HPI3)는 토지 등록청(HM Land Registry), 북아일랜드 재무부 내 토지·부동산
서비스국(The Land & Property Services), 영국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스코틀랜드 등기소(Registers of Scotland)가 합작하여 만든 통계자료
1) 국가별로 다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를 수행

구분

전문가

소속

영국
프랑스
미국

박 준 교수
이수진 교수
이진만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프랑스 낭트대학교
미국 듀폴대학교

2) Guidance UK HPI.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bout-the-uk-house-price-index/about-the-uk-h
ouse-price-index(2020.11.30. 검색)
3) 이 지수가 도입되기 전에는 Land Registry(토지등록청)가 발표하는 House Price Index와 CLG(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National Statistics House Price Index 통계가 생산되었으나 현재는 UK House
Price Index로 대체되었음(HM Land Regist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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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월 2주차 또는 3주차 수요일에 발표함
- 토지등록청에 등록된 실거래 자료 및 주택 저당대출 자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헤도
닉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특성 구성의 변화 문제를 통제하고 있음
표 4-1 | 영국 주요 주택가격 통계 현황
통계명

생산 및 공표 주체

이용자료

공표주기
(공표일)

산출방법

통계생산
시작일

HM Land Registry,
Land and Property
UK House Services, Northern
Price Index Ireland,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Registers of Scotland

실거래 및
주택저당대출
데이터

헤도닉가격

Nationwide
Nationwide Building
House Price
Society
Index

주택저당대출
데이터

헤도닉가격

매월
(해당월 말일)

1993년
매월 발표
(1952년 시작)

Halifax
House
Price Index

주택저당대출
데이터

헤도닉가격

매월
(익월 초)

1983년 1월

IHS Markit,
Lloyds

2016년 6월
매월
(1995.1월 시작
(익월 2주차 또는
현재는 통합된
3주차 수요일)
지수 사용)

자료: 연구진 작성

∙ Nationwide House Price Index(NHPI)4)
- 네이션와이드 주택가격지수(NHPI)는 현재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금융회사인
Nationwide Building Society5)에서 작성한 지수로 1952년 연간 통계를 발표한 것
을 시작으로 1993년부터는 월별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 NHPI는 주택 담보 대출과 관련된 소유자의 주택 거래 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며 헤도
닉 모형을 사용하고 혼합 조정 과정을 거쳐 산출됨
- NHPI는 거주자 및 행정구역의 특성에 기초해 59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토지
등록청의 평균치와 부합하도록 지역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음

∙ Halifax House Price Index(HHPI)6)
- 핼리팩스 주택가격지수(HHPI)는 영국의 금융위기 이전까지 HBOS(Halifax Bank
4) Nationwide. 2019. Nationwide House Price Index Methodology (July 2019).
5) 총 주택 구매시장 점유율은 지난 3년간 평균 15%로 추정하고 있음(2019년 기준)
6) Halifax HPI. https://www.halifax.co.uk/media-centre/house-price-index.html (2020.11.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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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cotland) 자회사인 Halifax가 주택저당 대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가격지수로
1983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생산되고 있음
- 현재는 Lloyds라는 민간 금융회사에서 HHPI 자료를 생산하고, 민간 정보, 분석 및
솔루션 회사인 IHS Markit이 공표하고 있음
- HHPI 역시 헤도닉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을 추정하고 있음

□ 프랑스 주택가격 통계 현황
∙ 공증인 연합회(Notaires de France) 지수
- 프랑스 공증인 연합회는 3개월마다 부동산 가격 변동을 고시하며 경제 및 통계연구
소와 함께 인증된 “공증인-통계연구소 지수(Indice Notaire-INSEE)”를 발표
- 프랑스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공증인7)을 통해서 하므로 공증인 연합회의 데
이터는 모든 기관이 사용하는 1차 자료가 됨

∙ 프랑스 경제 및 통계연구소(INSEE) 지수
- 인터넷 사이트에 3개월마다 빠른 정보(Informations Rapides)란에 부동산 가격 동
향을 기사 형식으로 발표하며, 동일한 사이트에서 기사에 활용된 장기 시계열의 데
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간헐적으로 기사 형식의 인세 프르미에르(Insee Première)를 발표함

∙ 공증인 연합회 통계사이트(immobilier.statistiques.notaires.fr)
- 공증인 연합회가 제공하는 통계 사이트로 일반인에게는 일정 지역의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격정보만을 제시하며, 부동산 종사자들에게는 전체적인 통계를
제공함
- 전문가용 데이터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지참하여 등록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음

7) 공증인은 중세시대에 유래된 전통적인 직업으로 민법상의 법률전문가이자 공공이 부여하는 사무관으로서 정부와 민간의
법률적인 문건을 증명하는 역할을 함. 결혼계약의 증명, 부동산매매, 기부, 사망 후 부동산 소유관계 증명, 담보 증명,
유산상속 증명 등 사실의 증명을 담당함. 프랑스에서 공증인이 되려면 기존의 공증인의 권리를 물려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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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지난 5년간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위치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함
- 정부 오픈데이터 종합 사이트(https://www.etalab.gouv.fr/

8))에서

제공하는 사

이트 중 부동산 실거래가 제공 사이트(https://app.dvf.etalab.gouv.fr/)에서는 최
근 5년간 거래된 주택 혹은 아파트의 정확한 위치정보와 가격정보를 제공함
- 또한 zimmoa 사이트(https://www.zimmoa.fr)는 위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를 종합하여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의 단위의 가격평균을 제공하여 코뮌별 판매
가격, 제곱 미터당 가격, 건축면적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코뮌과 비교도 할 수 있음
표 4-2 | 프랑스 주요 주택가격 통계 현황
산출방법

공표주기
(공표일)

통계생산
시작일

Notaires de France
프랑스 공증인 연합회
Société Paris
실거래데이터
Notaires Service
(SPN)
파리 공증인 연합회

헤도닉가격

3개월
(2개월 후 임시공표,
6개월 후 최종공표,
일드프랑스는 5개월)
예) 1/4분기 자료를 6월
1일에 임시로 발표,
10월 1일 최종공표)

1991.1월

Institut des
statistiques et des
Indices
실거래데이터
Notaires-INSEE études économiques
통계 및 경제연구소

헤도닉가격

3개월

1992.1월

통계명
BIEN
Base
d'Informations
économiques
notariales

Etalab

생산 및 공표 주체

Ministère des
Finances
재정부

이용자료

실거래가를
실거래데이터 위치지도와 함께
공시

2019.4월

자료: 연구진 작성

□ 미국 주택가격 통계 현황
∙ Federal Housing Finance Agent (FHFA) House Price Index
- FHFA 에서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주택가격지수로 50개주와 400여 도시의 주
8) 에탈랍(Etalab)은 프랑스 정부의 오픈데이터 관리 행정체계로 프랑스 정부의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data.gouv.fr을 운영함. 에탈랍이 제공하는 정보는 지적도와 부동산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일련의 정부 데이터를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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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가격을 1970년도 중반부터 월간, 분기별, 그리고 연간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 주택가격은 거의 천만에 가까운 주택거래가격과 재융자 시 작성되는 주택가격을 기
준으로 하며, 융자와 주택가격에 대한 정보는 Fannie Mae 와 Freddie Mac에서 구
입한 주택모기지기론 자료를 활용
- 주택가격의 변화를 미국전체, 광역지역, 거대통계지역, 카운티, 우편번호, 가장 작
은 단위의 지역 구분인 센서스 트랙까지 지수를 발표하여 주택가격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
- FHFA의 주택가격지수는 가중 반복 매매지수(weighted repeat-sales index)로 동
일주택의 반복거래를 통한 가격지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택이나 거래의
빈도가 낮은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한 정보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 S&P CoreLogic Case-Shiller (CS) Index
- Case-Shiller주택 가격지수는 기존의 개인 주택의 거래된 주택가격을 각 카운티의
등기기록을 취합하여 20개 대도시통계지역 (MSA)의 개별가격지수를 발표하고 가
중치를 적용하여 10대 대도시 통계지역, 20대 대도시 통계지역, 전체 통계지역의
가격지수를 매달 발표하고 있음
- 주택가격지수는 동일주택의 반복거래를 통한 가격지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택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재개발된 주택, 그리고 시장거래가 아닌 비정상적인 거래는 지
수를 만드는데 배제하고 있음
- 반복지수를 작성할 때 짧은 기간에 거래된 가격의 가중치는 높고 오랜 기간에 거래
된 거래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주택의 거래기간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적용함
- Case-Shiller가 개발한 주택가격 반복지수는 Standard and Poor사의 Dow Jones
지수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현재 시카고 상업 거래소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지수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수에 필요한 데이터는 각 카운티의 토지기록 및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Recorder
of Deeds 와 카운티 오피스에서 제공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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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llow House Value Index (ZHVI)
- Zillow는 2006년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창립하여 주택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와 부동산 전문가를 연결하고 기존에 부족했던 부동산의 시장
정보를 매우 작은 지역까지 발표하고 있음
- 현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1.1억의 미국에 위치한 모든 집에 대한 가격예측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음
- 주로 데이터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집주인 및 부동산 전문가가 제공하는 데
이터,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연결되어 있는 Multiple Listing Service (MLS)를 각
지역에 연결해서 지역별 가격을 실시간으로 발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 주택에 대한 실시간 예측된 자료를 통해 Zillow는 매우 다양한 주택가
격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 Zestimates는 각 주택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Zellow Home Value Index
(ZHVI)를 약 90,000개 지역의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가격지수지역은
미국 전체, 주별, 카운티별, 시별, 소지역별, 그리고 우편변호별로 구분하고 있음
- ZHVI는 계절성과 원만한 주택가격 산출을 위해 통상적인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주
택가격을 기준으로 35-65 퍼센트에 속하는 집들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있음
- Zillow가 개발한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Zestimate는 기존의 모델과 달리 헤도
닉 가격모델을 이용하고 있어서 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요구되고 주택의 변화와
신규주택이 추가되어도 바로 반영되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각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므로 데이터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만약 주어진 주택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시장에서의 정보가 부족하다면 주택 예측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주택가격의 예측이 매우 부정확하게 되고 그에 따라 소지역의
주택가격지수에 많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CoreLogic HPI
- 상업용 데이터서비스회사인 CoreLogic에서는 그 동안 축적된 상업용 그리고 개인
주택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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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Logic 주택가격지수는 1976부터 기록된 부동산 가격을 이용하여 50개주와 DC
를 포함하여 7,400개의 우편번호, 1,300개의 카운티, 930개 이상의 경제통계지역
의 주택가격을 발표하고 있음
- 방법론은 주택가격 반복매매모형을 이용하며 매월 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 소지역 지역연구소 주택가격지수
- 각 도시의 도시 계획과 주택문제에 필요한 정책결정을 위해 각 도시에서 학술적인
목적으로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 특히 뉴욕시 뉴욕대학에 위치한 Furman Center와 시카고시 드폴대학교에 위치한
Institute for Housing Studies에서는 분기별로 소지역에 대한 주택가격을 발표하고 있
으며 각 지역에 맞는 주택가격은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표 4-3 | 미국 주요 주택가격 통계 현황
통계명

생산 및 공표 주체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FHFA) Index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S&P CoreLogic
Case-Shiller (CS) Standard and Poor
Index

이용자료

산출방법

공표주기
(공표일)

통계생산
시작일

Fannie Mae,
연,
분기(1975.1)
Freddie Mac 반복매매모형 분기(State, MSA),
월(1991.1)
모기지 데이터
월(Census Division)
실거래자료

반복매매모형

월

2006.5

헤도닉가격

월

1996.1

Zillow House Value
Index(ZHVI)

Zillow

실거래자료를
활용한
추정가격
(Zestimate)

CoreLogic HPI

CoreLogic

실거래자료

반복매매모형

월

1976

Furman Center
Housing Price

Furman Center

실거래자료

반복매매모형

연

2000

Institute for
Institute for
Housing
Housing Studies
Studies(IHS)
House Price Index

실거래자료

헤도닉가격

분기

1997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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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지표와 주요국의 비교 통계 선정
□ 영국 주택가격 통계 지표의 선정
∙ 영국 통계청에서 UK HPI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는 주택가격지수가 본 연
구의 선정기준을 충족
∙ (공신력 측면) 통계청에서 공식통계로 발표하고 있음
- 여러 민간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UK HPI는 정부에
서 공표하고 있는 주택가격지수로 4개의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생산되고 있어서 신
뢰성이 높음

∙ (권역비교 가능성 측면) 우리나라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4구 권역과의 비
교가 가능함
- 핼리팩스 지수는 영국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네이션와이
드 지수는 59개 지역으로 세분해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그러나 UK HPI는 지방 당국별로 세부 범주가 나뉘어져 있고 도시별, 대도시 권역
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어서 비교하기가 수월함

∙ (시의성 측면) 매월 공표하고 있으며, 익월에 구득이 가능9)
- 네이션와이드와 핼리팩스 지수는 자체적인 주택 저당대출 승인 자료를 토대로 매달
통계를 발표하지만 대출 승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편향된 판매가격 추
정치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UK HPI는 주택구매 완료 시점의 거래 자료를 사용하여 시장의 흐름을
늦게 포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매달 거래되는 부동산의 전체 시장을 포착한
다는 점에서 적시성을 갖고 있음

∙ (구득 용이성 측면) UK House Price Index 인터넷 사이트10)에서 상시로 구

9) HM Land Registry. 2020. Comparing house price indices in the UK(13 August 2020)
10) UK HPI. https://landregistry.data.gov.uk/app/ukhpi (2020.11.30. 검색)

52

득이 가능함
- 통계자료는 CSV(쉼표로 구분된 값), Turtle(Terse RDF Triple Language, SPARQL
쿼리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

∙ 주요특성으로 실거래가격을 이용하여 지수가 생성되며, UK HPI의 주택유형
은 단독, 아파트 등 모든 주택을 포괄함
- 네이션와이드와 핼리팩스 지수는 대출완료 시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
며 주택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UK HPI의 주택유형은 All property types, Detached houses, Semi-detached
houses, Terraced houses, Flats and maisonettes로 구분
표 4-4 | 영국 주요 주택가격 통계의 비교
권역비교
시의성
구득
가능성 (매월 또는 분기) 용이성

통계명

공신력

주요 특성

UK House
Price Index

●

●

●

●

- 주택유형별 구분(단독, 아파트 등)
- 구매자별 구분(신규 구매/기존 자가 거주)
- 주택상태별 구분(신규, 기존주택)

Nationwide
House Price
Index

×

×

●

●

- 주택 노후도별 구분(신규, 현대, 노후주택)

Halifax
House
Price Index

×

×

●

●

- 주택유형 구분 없음

자료: 연구진 작성

□ 프랑스 주택가격 통계 지표의 선정
∙ 주택가격지수는 공증인 연합회(Notaires)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프랑스
경제 및 통계연구소(INSEE)와 협력하여 만든 데이터베이스인 구주택 가격지
수 (Les indices Notaires-Insee des prix des logements anciens)는 공신력
과 권역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 충족
∙ (공신력 측면) 공증인 연합회에서 산출하여 공증인 연합회와 프랑스 경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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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연구소(통계청)에서 공유하며 동시에 공식통계로 발표하고 있음
∙ (권역 비교 가능성 측면) 우리나라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4구 권역과의 비
교가 가능함
- 단 파리 구별 가격은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이를 별도로 지수화하여 활용 가능

∙ (시의성 측면) 시의성 측면에서는 3개월 단위로 공표하고 있어서 다소 미흡하
며, 각 분기가 끝난 시점에서 2개월 후에 구득이 가능함(2/4분기 자료는 9월
1일에 구득이 가능)
∙ (구득 용이성 측면) 경제 및 통계연구소11) 홈페이지와 그랑파리 공증인 연합
회 사이트12)의 가격지도에서 상시로 구득이 가능함
표 4-5 | 프랑스 주요 주택가격 통계의 비교
권역비교
시의성
구득
가능성 (매월 또는 분기) 용이성

통계명

공신력

주요 특성

BIEN
Base d'Informations
économiques
notariales

●

●

●

●

- 주택유형 포괄범위: 단독, 아파트
- 주택유형별 공표범위: 단독, 아파트
- 주택가격: 지수, ㎡당 가격

Indices
Notaires-INSEE

●

●

●

●

- 주택유형 포괄범위: 단독, 아파트
- 주택유형별 공표범위: 단독, 아파트
- 주택가격: 지수

Etalab

●

×

×

●

- 주택유형 포괄범위: 단독, 아파트
- 주택가격

자료: 연구진 작성

∙ 주요 특성으로는 실거래가격을 이용하여 지수가 생성되며, 일반적으로 프랑스
에서 주택가격 추이는 기존 단독주택, 기존 아파트를 기준으로 생성됨
- 주택유형별(아파트, 단독)로 구분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지수, 명목가격(중간가격),
㎡당 가격의 구득이 가능함

11)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series/105071770 (2020년 11월 30일 검색)
12) https://notairesdugrandparis.fr/fr/carte-des-prix (2020년 11월 3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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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건설주택의 통계는 따로 존재하나 주택의 질이 현저히 다르므로 일반적 추세
파악에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파리 시내에는 신규주택이 희박하므
로 주택가격 및 지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 미국 주택가격 통계 지표의 선정
∙ 미국의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FHFA) Index는 공공에서 제공하
는 데이터로 공신력에서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을 충족하며, 지역단위로 내려
갈수록 시의성은 약해지지만 권역별 비교가 가능
∙ (공신력 측면)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FHFA)는 정부 기관으로서
공공성이 가장 높음
∙ (권역 비교 가능성 측면)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FHFA) Index는
census trac 단위 등 세부지역까지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 (시의성 측면)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FHFA) Index는 전국 단위
로는 매월 확인이 가능하나, 우리나라 수도권, 강남 4구 단위로 비교할 때는
각각 분기, 연 단위로 확인이 가능함
- 세부지역 비교를 위한 시의성 확보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Zillow 등 업체 데이터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Furman Center Housing Price, Institute
for Housing Studies(IHS) House Price Index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의 협력 필요

∙ (구득 용이성 측면) CoreLogic HPI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구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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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 미국 주요 주택가격 통계의 비교
통계명

권역 시의성
구득
공신력 비교 (매월 또는
용이성
가능성 분기)

주요 특성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FHFA) Index

●

●

▲

●

- 주택유형 포괄범위: 단독(single family house)
- 주택유형 공표범위: 단독(single family house)
- 제공형태: 지수

S&P CoreLogic
Case-Shiller (CS)
Index

▲

×

●

●

- 주택유형 포괄범위: 단독(single family house)
- 주택유형 공표범위: 단독(single family house)
- 제공형태: 지수

●

- 주택유형 포괄범위: 단독(single family house),
콘도(condominium)
- 주택유형 공표범위: 단독(single family house),
콘도(condominium)
- 제공형태: 주택가격

×

- 주택유형 포괄범위: 단독(single family house),
콘도(condominium)
- 주택유형 공표범위: 단독(single family house),
콘도(condominium)

Zillow House Value
Index(ZHVI)

CoreLogic HPI

×

×

●

●

●

●

Furman Center
Housing Price

●

×

×

▲

- 주택유형 포괄범위: 단독(single family house),
다가구(multi family house), 콘도(condominium)
- 주택유형 공표범위: 단독(single family house),
다가구(multi family house), 콘도(condominium)
- 제공형태: 주택가격

Institute for
Housing
Studies(IHS) House
Price Index

●

×

●

▲

- 주택유형 포괄범위: 단독(single family house)
- 주택유형 공표범위: 단독(single family house)
- 제공형태: 지수

자료: 연구진 작성

□ 종합해보면,
∙ 공신력, 권역비교 가능성, 시의성, 구득 용이성을 고려한 각 국의 주요 지표는
영국의 UK HPI, 프랑스의 Indices Notaires-INSEE, 미국의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FHFA) Index이며, 미국의 경우 세부단위까지 비교하기 위
해서는 민간업체의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Furman Center
Housing Price, Institute for Housing Studies(IHS) House Price Index 등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의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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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 국내 지표와 비교가능한 주요 주택가격 통계
국가

영국

프랑스

미국

통계명

생산 및 공표 주체

HM Land Registry,
Land and Property
Services, Northern Ireland,
UK House Price Index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Registers of
Scotland
Indices
Notaires-INSEE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FHFA) Index

주기

매월

우리나라 권역 비교

-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4구

- 전국, 수도권, 서울,
분기
강남4구
Institut des statistiques et
des études économiques 강남4구와 비교할 수 있는 강남4구 데이터는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별도의 지수화 필요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매월

- 전국(USA, Census
Division)

분기

- 수도권(State)
- 서울(MSA)

분기

- 강남4구(우편번호,
Census Trac)

강남4구와 비교가능한 데이터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Zillow 등 업체 데이터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Furman Center Housing Price, Institute for Housing Studies(IHS)
House Price Index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의 협력 필요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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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구득 절차와 시계열 비교
1) 영국
□ UK 주택가격지수는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차트 비교 및 다운로드가 가능
∙ 영국 정부 HM Land Registry 데이터 사이트 등에서 검색과 다운로드가 가능
그림 4-1 | UK 주택가격지수 제공 화면

자료: UK HPI. https://landregistry.data.gov.uk/app/ukhpi/browse (2020.12.1. 검색)

58

□ 특히 영국의 지역구분 단위를 잘 모르더라도 지도 기능을 통해 해당 지역을 설정하여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영국 정부 HM Land Registry 데이터 사이트 등에서 검색과 다운로드가 가능
∙ 영국의 지역구분 단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도와 명칭만 인지하고 있
을 경우 바로 검색이 가능
∙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고, 기간 설정 등을 통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접근
성이 용이함

그림 4-2 | UK 주택가격지수 제공 화면(지역별 탐색)

자료: UK HPI. https://landregistry.data.gov.uk/app/ukhpi/browse (2020.1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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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 UK 주택가격지수 제공 화면(지역별 비교와 다운로드 기능)

자료: UK HPI. https://landregistry.data.gov.uk/app/ukhpi/compare (2020.12.1. 검색)

□ 영국 주택가격은 2012년부터 상승하다 2016년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
화되었지만 2020년에는 크게 상승
∙ 2012년에서 2015년까지 UK 22.7%, 잉글랜드 25.6%, 남동부 32.9%, 런던
53.9% 상승
∙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2020년에 다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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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 잉글랜드, 남동부, 런던 주택가격지수 추이 (2015.1=100)

자료: UK HPI. https://landregistry.data.gov.uk/app/ukhpi/browse (2020.12.1. 검색)

□ 우리나라 강남4구와 비교할 수 있는 권역인 런던 5구, Kensington and Chelsea,
Hammersmith and Fulham, Camden, City of Westminster, City of London
의 시계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 런던 5구, 즉 Kensington and Chelsea, Hammersmith and Fulham, Camden,
City of Westminster, City of London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각각 37.6%,
46.4%, 45.4%, 58.7%, 43.8% 상승
∙ 영국 주택가격은 2020년에 상승하였지만 고가주거지인 해당 5구의 경우는 상
승폭이 제한적임 이었음
그림 4-5 | 런던 5구 주택가격지수 추이 (2015.1=100)

자료: UK HPI. https://landregistry.data.gov.uk/app/ukhpi/browse (2020.1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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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 Indices Notaires-INSEE는 INSEE 홈페이지와 공증인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검색과
다운로드가 가능함
□ INSEE의 경우 분기별로 주택가격지수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으며, 이 때 쉽게 그래
프와 엑셀파일 등을 쉽게 파악하고 구득할 수 있음
∙ <그림 4-6>에서 “DONNÉES”가 엑셀파일 다운로드를 의미함
□ 프랑스 공증인 연합회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지수의 구득 등이 가능
∙ 사이트 하단에서 PDF파일의 형태로 지수를 구득할 수 있음. 독자를 위해 몇
가지를 용어를 <표 4-8>과 같이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4-6 | Indices Notaires-INSEE 제공 화면

자료: INSEE.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4651294#consulter (2020.11.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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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 프랑스 용어 소개
프랑스어

우리말

Prix au m2 des appartements par départements
depuis 1991 valorisation des indices”

1991년부터 데파르트망별 아파트 제곱미터당 가격

Prix standardisé au m2 des appartements par
arrondissements de Paris depuis 2000

2000년부터 파리 구별 아파트 제곱미터당 표준가격

Prix de vente des maisons par départements depuis
1991년부터 데파르트망별 단독주택 가격
1991 valorisation des indices
Indices « Notaires INSEE » des prix au m2 des
appartements par départements depuis 1991

1991년부터 데파르트망별 아파트 가격지수

Indices « Notaires INSEE » des prix des maisons
1991년부터 데파르트망별 단독주택 가격지수
par départements
자료: Notaires de France. https://notairesdugrandparis.fr/fr/carte-des-prix (2020.12.1. 검색)

∙ 해당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지도 위치를 통해 주택가격 확인이 가능함
그림 4-7 | 프랑스 공증인 연합회 홈페이지 지역별 가격 검색 기능

자료: Notaires de France. https://notairesdugrandparis.fr/fr/carte-des-prix (2020.1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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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주택가격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3분기 이후 2015년 2분기까지 하락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약 7% 하락
∙ 이후 현재까지 상승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약 20% 상승. 일드프랑스는 약
23.8%, 파리(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36.3% 상승
□ 우리나라 강남4구와 비교할 수 있는 권역인 파리 1~4구의 시계열도 2015년부터 꾸준
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임
∙ 파리 아파트 제곱미터당 가격을 이용하여 2015=100으로 설정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공식 지수통계는 아님
∙ 1구의 경우 2015년 2분기 대비 현재 까지 약 30% 상승
∙ 2구의 경우 2015년 2분기 대비 현재 까지 약 33% 상승
∙ 3구의 경우 2015년 2분기 대비 현재 까지 약 30% 상승
∙ 4구의 경우 2015년 2분기 대비 현재 까지 약 30% 상승

그림 4-8 | 프랑스, 일드프랑스, 파리(아파트) 주택가격지수 추이 (2015.4/4=100)

자료: INSEE.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4651294#consulter (2020.12.1. 검색). 주택가격지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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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 파리 4구(아파트) 주택가격지수 추이 (2015.4/4=100)

주: 파리 아파트 제곱미터당 가격을 이용하여 2015=100으로 설정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공식 지수통계는 아님
자료: https://notairesdugrandparis.fr/fr/carte-des-prix (2020.12.1. 검색). 파리 아파트 제곱미터당 가격 다운로드.

3) 미국
□ 미국 FHFA는 인터넷을 통해 주택가격지수를 제공하며, 엑셀파일 등의 형태로 다운로
드할 수 있음
∙ 다음 <그림 4-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월별로 파악할 수 있는 변수, 분기로 파
악할 수 있는 변수, 연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변수 등으로 구분
∙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미국 전체와 Census Division의 경우 매월 단위,
주(State) 단위로는 분기별로 구득이 가능함
∙ 더욱 세분화된 통계(우편번호, Census Tract 등)는 연단위로 구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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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 FHFA 주택가격지수 제공 화면

자료: FHFA. https://www.fhfa.gov/DataTools/Downloads/Pages/House-Price-Index-Datasets.aspx#mpo
(2020.12.1. 검색)

□ 미국 세부 지역에 대한 월별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Zillow의 데이터는 지수가 아
닌 가격 수치 형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Metro&US, State, County, City, ZIP Code, Neighborhood 단위로 구분된
데이터를 월별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존재(계절조정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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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 Zillow 주택가격지수 제공 화면

자료: Zillow. https://www.zillow.com/research/data/ (2020.12.1. 검색)

□ 미국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였고, 2011년 5월이 177.7로 저점
으로 보임. 이후 상승세가 지속됨
∙ 월별 통계로 확인이 가능한 미국 전체의 주택가격은 2011년 5월 이후 약
7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지수의 상승폭이 커졌는데, 2020년에 약 1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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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 미국(USA) 주택가격지수 추이 (1991.1.1.=100)

자료: FHFA. https://www.fhfa.gov/DataTools/Downloads/Pages/House-Price-Index-Datasets.aspx#mpo
(2020.12.1. 검색). 월별 주택가격지수 자료 다운로드.(실거래데이터 이용)

□ 미국의 주요 주(State) NY, NJ, IL, CA의 주택가격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이 연구에서 주된 범위로 삼고 있는 주요 주(State)의 주택가격지수 추이를 보
면, 캘리포니아 주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과 유사하게 2011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의 상승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뉴욕주(NY)의 경우 43.2%, 2020년의 경우 10.6% 상승
- 뉴저지주(NJ)의 경우 35.5%, 2020년에 11.8% 상승
- 일리노이즈주(IL)의 경우 33.8% 상승, 2020년에 7.8% 상승
- 캘리포니아주(CA)의 경우 112.4% 상승, 2020년에 11.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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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 미국 주요 주(State) 주택가격지수 추이 (1991.1분기.=100)

자료: FHFA. https://www.fhfa.gov/DataTools/Downloads/Pages/House-Price-Index-Datasets.aspx#mpo
(2020.12.1. 검색). 분기별 State 주택가격지수 자료 다운로드.(실거래데이터 이용)

□ 미국 MSA 기준으로 ① New York-Jersey City-White Plains, NY-NJ, ②
Chicago-Naperville-Evanston, IL, ③ Los Angeles-Long Beach-Glendale,
CA, ④ San Francisco-San Mateo-Redwood City, CA의 주택가격지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이 연구에서 주된 범위로 삼고 있는 4개 주요 MSA의 주택가격지수 추이를 보면,
Chicago MSA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된 양상을 보였고, LA와 San Francisco
MSA의 가격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
∙ 전국과 유사하게 2011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의 상승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① New York-Jersey City-White Plains, NY-NJ의 경우 41.2%, 2020년에는 8.1%
- ② Chicago-Naperville-Evanston, IL의 경우 43.9%, 2020년에는 8.8%
- ③ Los Angeles-Long Beach-Glendale, CA의 경우 104.4%, 2020년에는 11.9%
- ④ San Francisco-San Mateo-Redwood City, CA의 경우 124.5%, 2020년에는
2.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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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 미국 주요 MSA 주택가격지수 추이 (1991.1분기.=100)

자료: FHFA. https://www.fhfa.gov/DataTools/Downloads/Pages/House-Price-Index-Datasets.aspx#mpo
(2020.12.1. 검색). 분기별 MSA 주택가격지수 자료 다운로드.(실거래데이터 이용)

□ 미국 ZIP Codes(Three-Digit ZIP Codes)를 기준으로 ① 100(New York Manhattan
일대), ② 606(Chicago), ③ 900(Los Angeles), ④ 941(San Francisco) 지역의
주택가격지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이 연구에서 주된 범위로 삼고 있는 4개 주요 지역의 ZIP Codes 단위 주택가
격지수 추이를 보면, New York(100)과 Chicago(606)는 상대적으로 가장 안
정된 양상을 보였고, LA(900)의 가격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
- San Francisco(941)의 가격지수는 2012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8년
2분기부터 현재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 전국과 유사하게 2011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의 상승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① 100(New York)의 경우 34.0%, 2020년에는 3.9% 상승
- ② 606(Chicago)의 경우 38.3%, 2020년에는 3.5% 상승
- ③ 900(Los Angeles)의 경우 105.5%, 2020년에는 4.0% 상승
- ④ 941(San Francisco)의 경우 76.6% 상승, 2020년에는 5.6%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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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 미국 주요 ZIP CODE 단위 주택가격지수 추이 (1995.1분기.=100)

주: Five-Digit ZIP Codes를 사용할 경우 실거래 샘플수가 적으면 지수를 산출하지 않으므로 다소 넓은 범위를 포괄하지
만 시의성과 지수의 연속성을 고려한 Three-Digit ZIP Codes(Estimated using Sales Prices and Appraisal
Data)를 활용함
자료: FHFA. https://www.fhfa.gov/DataTools/Downloads/Pages/House-Price-Index-Datasets.aspx#mpo
(2020.12.1. 검색). 분기별 Three-Digit ZIP Codes 주택가격지수 자료 다운로드.(실거래데이터 및 감정가 자료 이용)

□ 보조적으로 Zillow 자료를 활용하여 미국의 지역별 Neighborhood를 기준으로 주택가
격지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음
∙ New York의 경우 ① Upper West Side, ② Upper East Side, ③ Soho, ④
Tribeca, ⑤ Midtown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지수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2015
년까지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후 하락 또는 안정세를 보임
∙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의 상승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① Upper West Side의 경우 34.0% 상승, 2020년에는 1.1% 하락
- ② Upper East Side의 경우 39.5% 상승, 2020년에는 2.7% 상승
- ③ Soho의 경우 36.3% 상승, 2020년에는 3.2% 하락
- ④ Tribeca의 경우 29.8% 상승, 2020년에는 3.8% 하락
- ⑤ Midtown의 경우 14.5% 상승, 2020년에는 2.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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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 뉴욕 Neighborhood 단위 주택가격지수 추이 (2010.1월.=100)

주: 1) Zillow data의 경우 해당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을 제공하므로 2010년 1월 가격을 기준(100)으로 하여 지수로 환산함
2)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속 보완 및 검토가 필요
자료: Zillow. https://www.zillow.com/research/data/ (2020.12.1. 검색).

∙ Chicago의 경우 ① The Loop, ② Lincoln park, ③ Lake view를 중심으로 주
택가격지수 추이를 보면 New york, LA, San Francisco에 비해 비교적 안정
적인 움직임을 보이나 최근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
∙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의 상승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① The Loop의 경우 7.2% 상승, 2020년에는 0.7% 상승
- ② Lincoln park의 경우 24.8% 상승, 2020년에는 1.9% 상승
- ③ Lake view의 경우 30.1% 상승, 2020년에는 4.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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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 시카고 Neighborhood 단위 주택가격지수 추이 (2010.1월.=100)

주: 1) Zillow data의 경우 해당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을 제공하므로 2010년 1월 가격을 기준(100)으로 하여 지수로 환산함
2)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속 보완 및 검토가 필요
자료: Zillow. https://www.zillow.com/research/data/ (2020.12.1. 검색).

∙ LA의 경우 ① Beverly Hills, ② Brentwood, ③ Bel Air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지수 추이를 보면 세 지역 모두 최근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의 상승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① Beverly Hills의 경우 209.2% 상승, 2020년에는 7.8% 상승
- ② Brentwood의 경우 179.1% 상승, 2020년에는 7.3% 상승
- ③ Bel Air의 경우 157.1% 상승, 2020년에는 6.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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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 LA Neighborhood 단위 주택가격지수 추이 (2010.1월.=100)

주: 1) Zillow data의 경우 해당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을 제공하므로 2010년 1월 가격을 기준(100)으로 하여 지수로 환산함
2)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속 보완 및 검토가 필요
3) Beverly Hills의 경우 Neighborhood 단위가 아닌 ZIP CODE 단위의 가격을 제공하므로 이를 지수화한 것임
자료: Zillow. https://www.zillow.com/research/data/ (2020.12.1. 검색).

∙ San Francisco의 경우 ① Pacific Heights, ② Presidio Heights, ③ Cow Hollo,
④ Seacliff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지수 추이를 보면 지난 10년동안 가파른 상승
세를 보였으나 최근 상승세가 다소 꺾이는 양상
∙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의 상승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① Pacific Heights의 경우 80.4% 상승, 2020년에는 5.7% 하락
- ② Presidio Heights의 경우 138.9% 상승, 2020년에는 6.1% 하락
- ③ Cow Hollo의 경우 119.6% 상승, 2020년에는 2.0% 하락
- ④ Seacliff의 경우 111.3% 상승, 2020년에는 5.2% 하락

74

그림 4-19 | 샌프란시스코 Neighborhood 단위 주택가격지수 추이 (2010.1월.=100)

주: 1) Zillow data의 경우 해당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을 제공하므로 2010년 1월 가격을 기준(100)으로 하여 지수로 환산함
2)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속 보완 및 검토가 필요
자료: Zillow. https://www.zillow.com/research/data/ (2020.1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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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통계시스템 구축 방안과
향후 과제

1. 통계 시스템 구축
1) 해외주요국 주택가격 비교 시스템 구축
□ 해외주요국의 지역(권역) 특성을 감안한 주요 도시별 주택가격 비교 시스템 구축하여
우리나라 주요 지역(권역)과의 비교 및 지속가능한 통계기반 구축 방안 검토
∙ 본 연구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 동향 파악에 주
로 이용되는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4구 등과 비교 가능한 해외주요국의 주
택가격 비교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
□ 본 연구에서는 해외주요국 지역별 주택가격 비교 시스템 안을 마련하여 추후 개발을 위
한 기초 틀을 제공
∙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영국의 지역별 주택가격 동향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
∙ 메인화면에서는 우리나라 전국 기준 주택가격지수의 시계열적 움직임을 그래
프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지도에서 미국(뉴욕, 시카고, 로스엔젤리스, 샌
프란시스코), 영국, 프랑스를 클릭하면 해당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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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 해외 주요국 지역별 주택가격 비교 시스템(안)-메인화면

주: 해당 자료의 데이터는 예시로 실제 수치와는 다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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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도에서 영국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전환되며 영국의 전국
단위 주택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

그림 5-2 | 해외 주요국 지역별 주택가격 비교 시스템(안)-전국단위

주: 해당 자료의 데이터는 예시로 실제 수치와는 다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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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수도권을 선택 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수도권과 해외 주요국의
같은 위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가격 동향을 비교 가능하도록 구성함
그림 5-3 | 해외 주요국 지역별 주택가격 비교 시스템(안)-수도권

주: 해당 자료의 데이터는 예시로 실제 수치와는 다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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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서울을 선택 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수도권과 해외 주요국의 같
은 위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가격 동향을 비교 가능하도록 구성함
그림 5-4 | 해외 주요국 지역별 주택가격 비교 시스템(안)-도시

주: 해당 자료의 데이터는 예시로 실제 수치와는 다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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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강남4구를 선택 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수도권과 해외 주요국의
같은 위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가격 동향을 비교 가능하도록 구성함
그림 5-5 | 해외주요국 지역별 주택가격 비교 시스템(안)-주요지역

주: 해당 자료의 데이터는 예시로 실제 수치와는 다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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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보고서 작성
□ 국토연구원에서는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택 관련 통계보고서를 생산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해외 주요국의 지역별 주택가격 통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그림 5-6 | 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지도

자료: 국토연구원, 2020. 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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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요국의 지역(권역) 특성을 감안한 주요 도시별 주택가격 보고서 작성과 활용
∙ 해외주요국의 지역(권역) 특성을 감안한 주요 도시별 주택가격 보고서를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작성하여 각국의 주택가격 추이를 비교
∙ 주기적인 해외주요국 도시별 주택가격 보고서 작성을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주요국의 주택가격에 대해 파악하여 국내 주택가격의 움직임과 비교할 수 있
는 통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
□ 영국의 경우 월간 보고서를 발간하여 다양한 주택관련 통계 정보 제공
∙ 영국의 경우 구축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월 온라인 보고서 발간
- 전반적인 주택통계 수치를 제공하고, 권역별 주택 평균 가격 등의 그래프를 제시하
여 주택시장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음

그림 5-7 | 영국 주택가격지수 보고서

자료: ON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house-price-index-england-september-2019/
uk-house-price-index-england-september-2019 (2020.11.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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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경우도 통계가 발간되면 여러 그래프와 함께 관련 동향을 발표
∙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방법론 등 관련 문서도 함께 링크를 두어 참고하도
록함

그림 5-8 | 프랑스 주택가격지수 보고서

자료: INSEE.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4651294#consulter (2020.11.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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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 본 연구에서 조사되어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통계 시스템 개발 검토
∙ 해외주요국의 지역(권역)별 주택가격지표와 국내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통계기반을 구축
∙ 보다 쉽게 해외주요국의 주택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 국민들이 해외 주요국의 관련 통계를 쉽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사용
자 중심의 시스템 개발 추진
□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통계 내용을 포함한 시스템 개발 필요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영국, 프랑스, 미국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의 주택관련 통
계자료가 비교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 필요
∙ 주택가격 이외에도 거래 등 주택시장과 관련한 주요지표를 선정하여 보다 다
양하고 풍부한 통계 기반마련도 필요
□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각 나라마다 다른 지역 구분 체계, 데이터 환경이 존재하는바 우리나라 지역
구분 체계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판단
∙ 이 연구에서 이에 대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여기서 논의된 내
용을 토대로 지속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연구 과정에서 지역 구분과 관련하여 강남4구와 유사한 위계로 비교가능한 지
역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음. 특히 미국의 경우 행정체계, 면적 등에서 우리
나라와 상이한 점이 많아 더욱 어려운 측면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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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mparison Guide to Housing Price Data in the World’s Cities
Park Chungyu, Kwon Geonwoo, Park Joon, Lee Sujin, Lee Jinman

Key words: Housing Price Statistics, World’s Cities, Housing Price Index

As housing has recently risen in price, cases comparing the market with
major foreign countries and cities are increasing. For comparisons between
countries, data collected and published by the OECD are often cited. Comparisons
between cities must be performed considering countries’ administrative units or
regional divisions. In other words, as administrative district unit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re different, appropriate comparisons should be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s of considering the administrative units or regional division
units of each country. In the case of Korea, especially,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examine the housing market trends by dividing it into the whole
country, the metropolitan capital area, Seoul, Gangnam 4-gus, etc.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compare these divisions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When comparing housing prices with foreign countries, it is also necessary to
carefully understand the properties of each country's statistics. As methods to
generate the housing price index, there are sample survey method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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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using the actual transaction data according to the data, and there are also
hedonic price indices, and repeat sales price indices, a well as a method of
using average and median indices according to the methodology. As the
methodology and data of statistics on housing prices produced by each country
are different, appropriate comparisons can be performed when subsequently
reviewing and understanding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a statistical basis for comparing
housing prices of foreign major cities considering the areal (regional division)
and statistical properties of foreign countries. In particular, it is intended to
establish a basis for housing price statistics by major foreign cities that can be
compared with the whole country, the metropolitan capital area, Seoul, and
Gangnam 4-gus, which are primarily used to catch housing market trends in
Korea.
The procedur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divisions is reviewed by countries and cities.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housing price statistics are examined by foreign countries and cities, and actual
statuses are identified. Third, statistics of countries comparable to Korea are
identified, and time series comparisons are then performed. Finally, a sustainable
method to establish a basis for housing price statistical analyses of housing
prices by major foreign cities is presented. The countries examined in this
study wer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Later, a
standardized model to analyze statistics of other countries was presented. In
addition, a method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deliver this information to the
public was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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