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거품 개념 및 분석 방법론2) 

1. 거품 개념

■ 효율적 시장가설3)에 따르면 자산의 실제가격과 내재가치 간의 차이는 장기간 지속

될 수 없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현상이 

나타남

〇 내재가치는 자산의 본질(Fundamental)에 의해 결정되며 관찰되지 않는 가격인데, 

거시경제 변수와 미시경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주택가격은 금리, 경기, 물가, 주가 등 거시경제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4) 아파트 내재가치는 이러한 거시경제 변수와 문화시설, 교

통, 교육, 재개발 등과 같은 미시적 경제변수인 주거지 환경에 의해 좌우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음

〇 시장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은 기대심리 등 내재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재가치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거품은 실제가격이 내재가치를 1년 이상 장기간 상회하는 현상을 의미함5)

〇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수를 늘리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가격 상

승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를 강화하게 되는데(자기실현적 기대감, Self-Fulfilling 

2) 거품의 개념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윤성훈･한성원(2018)을 요약･정리함. 관련 문헌에 대해서는 
윤성훈･한성원(2018)을 참조 바람   

3) Fama(1970)

4) 최희갑･임병준(2009); 김윤영(2012); 김현식(2015) 

5) Blanchard and Watson(1982) 



6 이슈보고서 2020-1

Prophecies)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거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6)

－ 실제가격이 기대심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품 기간 중 가격 변동성

이 커지게 되는데, 이준희(2006), 윤성훈･한성원(2018) 등에 의해서 거품 기간

으로 분석된 2000년대 전반기의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

졌었음(<그림 II-1> 참조) 

<그림 Ⅱ-1> 서울 아파트 가격 월별 변화율 추이
                                                                 (단위: %)

       
            자료: KOSIS

〇 과거의 경우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거품이, 최근의 경우 20세기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대표적인 거품 사례임 

2. 분석 방법론

■ 거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재가치를 알아야 하나 내재가치는 현실에서 관

찰되지 않기 때문에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추정해야 함

■ 본고에서는 과대분산테스트(Variance Bound Test)7) 방법을 이용8)하여 가격의 비

6) Flood and Hodrick(1990)

7) Shiller(1981)

8) 과대분산테스트에 대한 설명은 윤성훈･한성원(2018)을 그대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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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거품) 여부를 분석함 

〇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이고 위험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가정하면 아파트 가격 P

는 식 (1)과 같이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임대수익 d의 현재가치와 같음 

  
  

∞

       (1)

－ 여기서 E는 기댓값(Expectation Operator), q는 주관적 할인율, 아래첨자 t는 

시간을 의미함

〇 만일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아파트 내가가치 P
*
는 식 (2)와 같이 표시

될 수 있음


  

  

∞

     (2)

〇 앞에서 설명할 것처럼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가 합리적일 경우 식 (3)이 성립함

  
 (3)

〇 식 (3)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4)

－ et는 추정오차임

－ 이에 따라 
     의 관계가 성립함(Var은 분산을 

나타냄)

〇 따라서 부등식 (5)가 도출됨


 ≥   (5)

－ 내재가치의 변동성이 실제가격의 변동성보다 크면 시장이 효율적이고 합리적

으로 해석되어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반대로 내재가치의 변동성이 실제

가격의 변동성보다 작으면 시장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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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거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을 설

정하고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거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첫째, 윤성훈･한성원(2018)에서처럼 전세 가격을 내재가치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의 변동성을 비교(과대분산테스트)하고 거품 가능성을 검

토함9)(가격의 비합리성: 과대분산 기준)

〇 KOSIS로부터 2003년 11월부터 월별로 서울 25개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2017=100) 및 전세가격지수(2017=100)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동 자료를 이

용하여 아파트 가격 및 전세 가격 월별 변화율의 변동성 추이를 비교함

－ 2017년 11월~2019년 10월, 2017년 10월~2019년 9월, 2017년 9월~2019년 8월 

등 기간을 1달씩 과거로 2009년 2월~2011년 1월까지 이동하면서 각각의 24개

월간 아파트 가격의 전월 대비 변화율의 변동성(분산)과 전세가격의 전월 대비 

변화율의 변동성(분산)을 계산하고 비교함

－ 2019년 10월 현재 아파트 가격의 변동성이 전세 가격의 변동성을 상회하면 과

대분산 기준으로 가격이 비합리적(거품)이라고 판단함 

■ 둘째, 거품은 내재가치와 실제가격 차이가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란 점에서 아파

트 가격의 변동성이 전세 가격의 변동성을 2019년 10월 현재 1년 이상 상회하였는

지를 살펴봄(장기성 기준)

■ 셋째, 거품은 자기실현적 기대심리에 의해 형성되고 기대심리가 반영된 실제가격

은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아파트 가격의 변동성이 과대분산 기준과 장기성 기

준에 부합하는 시기에 확대되는지를 따져봄(가격 변동성 기준)

9) 윤성훈･한성원(2018)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 IMF 위기 
당시, 2000년대 초반 거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준희(2006) 등 기존 연구
와 유사함. 따라서 전세 가격을 내재가치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방법론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