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주거 수요특성과 수요행태 분석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생애최초주택 지원대책의 정책적 시사점-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손 준 익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주거 수요특성과 수요행태 분석

지도교수 이 영 성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06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손 준 익

손준익의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08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국문초록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국내 부동산시장

은 집적적인 충격에서는 벗어낫지만, 주택시장이 하향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서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값이 폭등하여 주택매매수요가 전월세수요

로 전환하는 등,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주택구입 능력이 부족하고 주택시장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주거수요행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국내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정책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의 시점을 기준

으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 Heckit 모형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최초주택

점유형태 선택함수와 생애최초주택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생애최초주택 수요

행태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생애최초주

택 구입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생애최초주택의 구입여부는 거주지역에 의한 영향이 가장 컸

으며 그 밖에도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애최초주택은 소득수준보다는 주택자금 대출금리와 수신

금리에 대한 평균이자율과 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한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춰 무주택가구의 주

택수요행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가구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적 혜택의 효과

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생애최초주택 자금대출정책의 개선과 연령이나 가

구원 수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 그리고 지역별 차등화 된 정책 등이 필요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주요어 : 생애최초주택, 주거수요행태, 주거수요특성, Heckit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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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주택은 사람들이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가구의 삶의 질을 결

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대부분의 가구의 경우, 주택은 가구자산 비율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가구가 주택구입을

통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거나 자산을 축적하며, 이는 향후 가구의 자녀세대

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가 소유가 가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무주택가구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져 왔

다. 김준형, 최막중(2010)에 의하면 자가의 소유여부가 가구의 자산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소유기간이 길수록 자산증대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

난다고 한다.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자가 소유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편

익은 더욱 크다고 한다.1) 임미화, 정의철(2010)은 가구의 주택구입시기가 늦

어질수록 자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가치는 1년당 약 3천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그 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주택소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가 소유여부가 가구의 주거수준에 큰 영향을 미침을 주

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는 전반적인 가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며, 가구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자산증식의 기회로 직접 연

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2)

1) 임차로 사는 저소득가구는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인 RIR (월소득대비임대료)이 

21.8%P(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달해 높은 주거비부담을 가진다. 반면 자가를 소유한 저소득가구

는 PIR(연소득대비주택가격)이 7.5%P로서 주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보여준다.

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부담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주택구입에 따른 현상이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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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가구의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서 가구자산이나 가구소득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도 부동

산경기, 주택공급량, 주택금융과 같은 시장경제여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

히 축적된 자산이 적고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

가구 그리고 무주택가구는 주택구매의사 결정에서 시장경제상황이나 지원정

책에 의한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택대출금리 하

락이나 정부의 세제지원 등은 이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고, 주택공급량

상승이나 주택경기호황은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주택구매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대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국내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시장의 불안정이 사람들의 주거안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던 현상을 볼 수 있다.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경제위기

는 부동산시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었고, 이는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었다. 1998년에 발생한 IMF사태 당시 국내 주택수요가 급격

히 감소하여 주택건설 위축, 주택가격 폭락, 주택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

하는 등 국민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민들의 주택수요행태에 많

은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무주택가구의 경우, 주택구매를 보류하고 전세수

요로 전환하면서 2000년대 중반의 주택가격 급등상황에서 주거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자산증대의 기회를 놓치는 등 상대적으로 주택소유가구에 비해 더

많은 악영향을 받았다.

최근 미국과 유럽국가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의해 초래된 글로벌 금융위

기 또한 세계경제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 부동산시장은 가

격폭락과 같은 직접적인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세계 부동산시장의 위기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시장과 사람들의 주택수요행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

다.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주택시장 구조에는 뚜렷한 차이가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3) 2000년대 전반에는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상승국면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08년 이후 하향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3) 글로벌 금융위기, 인구구성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하여 2009년부터 주택시장에서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욱 외(2011). 「사

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 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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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값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금융위기는 미국, 유럽의 주택시장 가격을 폭

락하는 사태를 발생시켰고, 우리나라 역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국면이 마무리 되고 주택구매수

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

을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주택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자면 우선 꾸준히 상승하던

자가점유율이 금융위기 이후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임대시장에서는 월세

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에 의하면,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거의식과 자가소유에 대한 가치관

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2010년 자료에서는 자가소유에 의사를 밝혔던 국

민이 83.7%였던 반면 2012년 자료에서는 72.8%로 감소하여 2년 만에

10.9%P나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아래 주택구입능력이 있는 중산층과 고소

득층에서부터 주택매매수요가 전월세수요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저소득층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가점유율이 겨우 50%에 머무르고 있다.4)

지속적인 서민주거불안과 주택시장침체에 대응하여 최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가구형성초기의 주택구입은 가

구의 평생에 걸친 주거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국가에서 주택소유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최초주택에 대한 정책을 펼치

고 있다. 최근 우리정부도 무주택가구의 생애최초주택구입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그들을 위한 지원 대책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 주택시장

의 환경에 기준으로 하여,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 촉진을 위한 정책과 지원

의 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수요행태와

주택구입 접근성(Affordability)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4)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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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그동안 자가의 소유결정에 미치는 요인은 ① 경제적 변수(장래 및 현재

수입, 기종 자산의 수준, 자가와 임대의 비용 비교), ② 인구학적 변수(연령,

성, 혼인상태, 가구형태, 인종), ③ 금융변수(모기지 이자율, LTV 수준), ④

해당지역 주택시장 변수(입지, 거래비용,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변화)의 네

가지로 주로 설명되어 왔으며(김수현, 2009), 2000년대 초반에는 주택가격

및 기대수익이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고려되었다(Turner and Young,

2006).

하지만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려는 가구의 경우, 수요자가 대부분 사회

초년기이므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반면, 장래예상소득을 바탕으로 주택구

입의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매의사 결정요인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특히 수요자의 특성상 금융과 주택시장 요인에 의한

영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자율이나 주택가격상승률과 같

은 특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주택구입자금의 상당부분을 대

출로 충당하여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높아 금리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고, 레버리지효과로 인한 주택구입리스크 역시 높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는 주택구매결정이 국가 경제상황이나 주

택시장 경기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금융위기의 발생은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

려는 무주택가구들의 특성은 물론, 의사결정과 수요행태에 많은 변화를 초

래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의 새로운 양

상의 생애최초주택 수요행태를 분석하고, 주거수요행태와 이들의 구입능력

을 감안한 생애최초주택 구입을 가능케 하는 적합한 정책의 수립을 뒷받침

하기 위한 연구가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에는 일반적인 주택소비행태에 관한 문헌은 많은 반면, 생애최초주

택 같은 특정상황의 가구에 대한 수요행태와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

다. 더욱이 최근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이후로 시기적 기준을 두고 연구

한 문헌은 더욱 부족하다. 기존의 생애최초주택 구매에 대한 문헌들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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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대부분 금융위기라는 시대적 변화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무주택가구의

최초주택 구매시기나 구입연령에 초점을 두었으며, 주택시장 환경변화 영향

에 초점을 두고 무주택가구의 새로운 양상을 분석하여 정책적 도움을 이끌

어내는 연구는 별로 없다.

최열, 이고은(2013)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생애최초주

택 구입연령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신수영, 윤정숙(2011)은 설문조사를 통

하여 기혼가구의 최초주택 소유과정을 질적인 접근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마강래, 강은택(2011)은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찾고자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나, 연구의 초점이 주

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가 아닌 전반적인 무주택가구

의 최초주택 구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에 그쳐, 최초주택

구매결정요인에 따른 소비특성과 수요행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제약을 가진

다. 이러한 기존의 분석만으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가구

는 정부의 지원혜택 또는 시장변화의 영향에 따라 구매의사나 수요행태가

탄력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는 최근 주목받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지원제도정책의

발전이나 무주택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엔 한계가 있

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주택정책이란 측면에서 볼 때,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무주택가구의 소득 및 주거비부담능력은 물론 주택시장상황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정책은 주

로 대출기준완화와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이며, 이들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

기 위한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둘째, 대부분의 무주택가구의 경우 충분한 자

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의 소득에 비해 국내 주택가격 수준이 매우 높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초주택구입시 가구의 미래소득수준과 대출상환능력

을 비롯한 금융시장 및 주택시장에 의한 영향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애 주기 동안 예상되는 항상 소득에 기대한 주택수요 분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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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최

초주택 수요행태 변화에 대한 분석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 주

택정책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가구에 비해 가구나 개인이 지닌 특성요인보다 소

득이나 주거비부담능력, 대출상한능력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많은 비

중을 두는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주거수요행태를 살피되, 최근 발생한 금융

위기에 의한 주택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주

택수요행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향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수요

행태에 맞추어 주택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안정은 물론 우리사회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 판단하

여 이를 위한 생애최초주택 구매가구의 수요행태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무주택가구의 최초주

택구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금융위기 이후의 주거소비행태

변화를 예측하였다. 또한 무주택가구의 주택구매 촉진을 위한 해외정책사례

및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그간 생애최초주택과 관련된 기존연구들과의 차별성과 본 연구의 정책적 실

용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연구 분석에 앞서 분석자료, 분석

모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가구의 특성에 맞는 분석요인들을 정리하

였다. 제Ⅳ장에서 기초통계를 통하여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가구특성, 주

거특성, 금융 및 자산특성에 따라 각 요인들이 최초주택구매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뒤 이를 통하여 무주택가구의 생애최초주택 구입과 임차주택 구입에

관한 수요특성을 분석하였다.

제Ⅴ장에서는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통하여 무주택가구의 주택점

유형태 선택함수와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수요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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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최초주택 구입가구와 임차주택 구입가구를 비교분석하였다. 제Ⅵ장

에서는 본 연구에서 파악한 무주택가구의 수요특성과 수요행태를 바탕으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주택시장 및 정책

에 관한 학문적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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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애최초주택의 중요성과 선행연구의 한계점

1. 생애최초주택 소유의 중요성

제Ⅰ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주택의 소유여부는 가구의 삶의 수준을 좌우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많은 연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가소유의 장점은

주거안정, 자산축적 그리고 국민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자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

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무주택가구에 비해 전세나 월세 등에 해당하는

주거비부담이 적기 때문에 주택시장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전월세시장의 가격상승은 많은 임차가구의 주거비에 대한 부

담을 높여 자가소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주택시장 불안

정으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기존의 많은 주택매매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월세가격이 폭등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무주택가구가

전세가격상승에 의하여 불가피한 주거이동이나 높은 전세값을 부담하고 주

거수준이 악화되는 전세대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둘째, 자가소유의 가장 큰 장점은 자가소유권 자체가 가구의 자산축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자가를 소유한 가구는 무주택가구에 비해 더 많은

자산증식의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보유자산 중에서 주택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택가격상승에 의한 자산축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준형, 최막중(2010)에 의하면 초기자산규모 대비 연간 자산증

대효과에 있어서 저소득가구가 자가소유에 따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

며 이들에게 자가소유는 자산증식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였

다. 이와 비슷하게 임미화, 정의철(2010)은 임차가구의 주택소유까지의 소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산축적의 효과는 감소하며 소요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축적자산효과는 약 2~3천만원정도 줄어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무주택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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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구매여부 및 시점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소유의 자산축적효과는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

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주택소유가구의 자산이 늘어나며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는 자산의 감소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택가격지수의 공식

통계가 발표된 198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주택

소유가구의 자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나타난 하우스푸어 문제 등은 과다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경

우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소유에 의한 자산축적

효과는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 볼 수 있는데, 주택이 없는 가구는 전세 또는

월세형태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월세가격의 지

속적인 상승으로 주거비부담이 늘면서 그 기회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국민은행의 주택전세가격지수5)에 의하며 2008년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지수가 무려 20%P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감정

원의 월세가격동향조사에 의하면 수도권의 경우 월세가격증감률이 2010년

후반기부터 2011년까지 거의 매월 상승하였으며, 한 달 동안 0.8%까지 상승

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전월세가격의 상승은 저소득 임차가구의 직접적인

주거비부담으로 연결되어 이들의 주거안정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가를 소유한 가구는 주거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

어 주거비 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고정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주택시장 경기

변동에 대한 영향력이 적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주택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구조적 변화에 의한 주택공급 및 수요변동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의 폭이 매

우 심하게 적용되어 무주택가구의 주거생활은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할 수밖

에 없다. 서민가구나 저소득층일수록 주거안정에 대한 위협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생애최초주택 소유를 촉진하는 정책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 현재는 한국감정원에 의해 전세가격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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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생애최초주택 구매로 인한 주거생활 안정은 가구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국가경제와 주택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준다. 특히 새로이 사회

로 진출하는 젊은 계층의 경우, 주거생활 안정은 가구의 생산성(Home

Productivity)을 상승시켜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이라는 사회자본은 스톡효과를 발생시킨다. 스톡효과는 사회간접자본의

활용으로 얻어지는 간접효과이며, 주택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생산

성 증가, 건강 증진, 교육효과의 향상, 범죄나 비행 감소 들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준다.6) 만약 주택 구매율이 하락한다면 그만큼 저소득층이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이 하락하게 되지만 반대로 생애최초주택의 매매가 활

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내 중산층의 폭이 확대되어 국가경쟁력 상승에도 이

바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생애최초주택 구매의 활성화 정책을 펼치기

위한 실용적인 연구가 필요한 바이다.

2. 무주택가구의 자가수요 촉진을 위한 주거정책

1) 해외 주택수요촉진 정책 사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취약계층의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중요성은 해외

주거정책과 그들의 자가점유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주요선진국의 경우 적극

적인 자가소유정책, 특히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자가점유율7)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71%(2007년)의 자가점유율을 달성하였으며, 미국은 66.4%(2011년

1/4분기)의 자가점유율을 보여주었다.8) 일부선진국에서는 자가점유율이

60%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서는 여전히

높은 자가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국내 자가점유율은 겨우

6) 손경환 외(2005), 「국민경제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7) 자가점유율은 일반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한다. 하

지만 외국의 경우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을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8)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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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2010년)밖에 되지 않는다.9) 국내 자가점유율이 여러 주요선진국과 비

교하여 매우 낮다고 할 순 없지만,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그들의 정부가 무주택가구나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정부는 일찍이 자가소유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주장하였다

(Saunders, 1990; 김수현, 2009에서 재인용). 1979년 대처총리의 집권부터 자

가 소유의 중요성이 영국의 주택정책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논란되기 시작하

여, 1990년대부터 여러 방식을 활용하여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부

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펼쳐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자가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김수현, 2009).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부담과 관리문제 등

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입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

로 매각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영국의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분공유방식(Home Buy)을 통하여 적은 비용부담으로 주택의 일정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지분공유방식으로 주택지분

을 소유하는 경우, 저축 등을 통하여 지분을 계속 매입하여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시에는 자산증식을 얻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일찍이 모기지(Mortgage)를 활용한 세제혜택이나 상품개발을 통

하여 자가소유율을 높이고,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조금이나 세제, 저금리

대출, 교육 등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 서민주거안

정을 도모하였다. 특히 1995년부터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까지 자가소유 비

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주택구입 자금마련에 어려

움을 겪던 젊은 저소득계층이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었던 파생상품과 서

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제도라고 할 수 있다(Doms and

Motika, 2006; Chambers et al., 2007.; 김수현, 2009에서 재인용). 민간 금융

9) 자가점유율과 자가소유율은 다르며, 한국의 경우 많은 가구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직장, 

자녀학교 등의 이유로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어 자가점유율이 낮아지는 성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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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활력에 의존한 지원방식은 결과적으로 과도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남용으로 미국은 금융위기를 맞이하였지만, 국민의 자가소유를 높이려는 정

책적 노력이 국가의 주거취약계층의 자가점유율 상승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서브프라임 이후,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주택종합

계획(Housing Comprehensive Plan)을 통하여 NGO나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다방면으로 펼

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 밖에 해외 여러 나라들이 이전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소유권을 제공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는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애최초로 주

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한 일정비율의 무이자 대출이나 저소득가구를 위한

보증은 사람들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여겨진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정리해보면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지원정책은 금

융 및 세제지원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출과 연계한 저축제도,

공공주택의 불하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

에서 알 수 있듯이 이처럼 공공지원에 의한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얻은 반

면, 민간시장에 의존한 과도한 정책남용은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사람들의 자가소유를 도와주되,

정책이 남용될 수 없는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응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에 대한 과거 해외정

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국내 무주택가구의 특성과 수요행태에 알맞은 정책

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주요 선진국의 자가소유 촉진정책은 다음의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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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정책

영국

Ÿ Right to Buy(RTB):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불하

Ÿ Low Cost Home Ownership Initiative(LCHO):

지분공유방식 등을 활용하여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부담 완화

프랑스

Ÿ PAP(assisted mortgage):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저소득가구 대상 저리

융자

Ÿ PTZ: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20%에 대해 무이자

모기지 제공 (1995년 PAP가 PTZ로 변화)

Ÿ 모기지 상환액이 과중한 저소득가구에 주거수당 지원

Ÿ PEL(주택구입저축계획):

4~10년간 일정 금액 저축시 저리의 모기지 이용 가능

Ÿ PAS(Social Access Mortgage):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국가 및 신용기관이 모기지에 대한 보증 제공

독일

Ÿ 자가 수당 법(Homeownership Allowance Act) 제정

(1996→2006년 폐지)

Ÿ Bauspar Loan: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저축시 저금리의 모기지 이용 가능

네덜란드

Ÿ 모기지 상환이자 소득공제

Ÿ 자가 소유 촉진법(Promotion of Owner-occupied Housing Act): 모기

지 상환기간 동안 저소득가구에 대해 보조금 지원

Ÿ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소유 사회주택을 임차인에게 불하

미국

Ÿ 모기지 상환이자 소득공제, 자본이득 면세조치 등 세제혜택

Ÿ 2차 모기지 시장 활성화를 통한 유동화 정책으로 자기자본

(Downpayment)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기지 상품 개발

Ÿ Home Investment Partnership Program(HOME):

소수인종, 저소득가구의 자가 소유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보조

금 지원

Ÿ American Dream Downpayment Initiative Act(ADDI):

저소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가격의 6% 지원

Ÿ Self-help Home ownership Opportunity Program(SHOP):

비영리조직이 저소득가구를 위한 자가 주택을 공급하도록 보조금 지원

출처: 남원석(2009),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주택학회」, 2009(3):3-32

<표 1> 해외 주요국가의 자가소유 촉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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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택수요촉진 정책 사례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국내

자가점유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전국 자가점유율은

54.2%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그나마 비수도권 도시의 자가점유율은 대부분

50% 후반이지만, 수도권은 46.4%, 서울은 겨우 41.1%로서, 2005년과 비교하

여 5년 동안 약 3~5%P정도 하락하였다. 영국과 미국에 비교해보면, 국내 자

가소유 정책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일명 4.1 부동산종합대책10)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의 회복과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었으

며 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지

원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번 대책 중 정부가 성공적인 주거안정지원 주택정

책을 펼치기 위해 내세운 핵심 가운데 하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에 대

한 지원강화 대책이다.11) 이는 세제혜택과 금리인하를 통하여 무주택가구의

주택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여 주택시장의 활력을 되찾음과 동시에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남원석(2009)에 의하면 그동안 국내 자가소유 촉진정책은 미발전 상

태에 있었으며, 특히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이 모호

하였다고 한다. 비록 현재 정책이 생애최초주택 보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정책적 모호함을 고려

해 보았을 때,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와 함께 향후 보완방향을 세우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10) 2013년 4월 1일 정부가 2008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서, 정부 개입과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통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수요

자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11) 4.1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구입자 등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내 집 마련 디딤

돌 대출’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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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2014년 기준)

대출 대상자

Ÿ 부부합산 연간소득 7천만 원 이하

Ÿ 세대원 전원 무주택

Ÿ 만 30세 이상

대출 금리 Ÿ 연 3.5%

대출 한도 Ÿ 최고 2억 원 이내 (DTI 적용)

신청가능 대상주택

Ÿ 주거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Ÿ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출처: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포털, http://nhf.molit.go.kr

국내에서 발생한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이슈는 2012년 2월에 생애

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실적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부각되었다. 일반적인

주택매매 거래량에 비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건수의 비중이 크게 증

가하면서 주택거래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현상으로서 정부

가 최초주택구입 지원정책을 설립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

한 지원강화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정부의 최초주택구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였기에 새로운 정책에 대

한 견해나 서민주거안정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늠하

기 힘들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주택수요

행태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을 것으로 예상되어, 최초주택 구입자들의 수요

행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정책을 평가할 필

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주택정책의 목표 실현을 위한 개선가능 방향제시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정책에 관한 간략한 기준은 아래의 <표 2>에 볼 수 있

다.

<표 2> 국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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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최초주택에 관한 선행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에 관한 국내 연

구들은 최근 발생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의하여 나타날 무주택가구의

새로운 수요특성과 수요행태를 간과하고 있다. 마강래, 강은택(2011)의 「최

초 주택구입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중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샘플을 이용하여 개인 및 사회경제적 특

성(개인특성, 지역특성, 부모특성)에 따라 기혼가구의 주택구입기간을 도출

하여 생애최초주택 구입연령에 대한 특성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최근

결혼한 가구들이 주택을 구입하기까지 약 4.8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결혼시

기가 현재와 가까울수록 주택구입기간이 짧아진다고 한다. 또한 사무직과

정규직,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기간이 짧아지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차이

가 있음을 밝혔고 부모의 경제력이 주택구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

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요인은 주택구입기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생애

최초주택의 구입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개인별 특성에 따라 구입기간

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나, 연구의 시점이 금융위기 이전을 포함한다는 점

에서 현시점의 정책적 발전을 위한 도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열, 이고은(2013)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생애최초 자가 주택 구

입연령 분석」은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부석하였다. 이 연구 역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최초주택을 구입한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특성(개인특성, 고용특성, 가구특

성, 거주특성)을 구분하여 최초주택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해당특

성 항목별 구입연령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의

50%가 30~40세 사이에 생애최초주택을 구매하였으며, 자가소유에 영향을

미친 유의한 변수는 학력, 직업, 가구소득 순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

가 주장하는 바인 각 특성에 따른 최초주택구입 연령에 관한 분석은 정부

지원정책의 대상이 다양하고 포괄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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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애최초주택의 구입연령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12)과 현재의 주택시장 구조는 금융위기 이전과는 차

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 정책발전에 도움을 주기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수영, 윤정숙(2011)은 앞의 두 연구와는 달리 설문조사를 통한 기혼가

구의 최초주택 소유과정에 대하여 미시적인 관점에서 질적인 생애사 연구를

하였다. 연구자는 집적설문을 통하여 주관적으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정책을 통한 전반적인

무주택가구의 자가소유 정책이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주택

시장 상황과 무주택가구의 주택점유유형 선택에 관한 선호변화에 초점을 맞

추어 현시점에서 실용적으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궁극적으로 목표하였다.

12) 마강래, 강은택(2011)은 “최초 주택구입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혼가

구의 생애최초주택구입의 소요기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 중 1년 미만의 소요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18 -

Ⅲ. 분석틀 및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에 대한 분석은 주택 및 주거와 관련된 가구특성,

주거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국내 여러 주택

관련자료 중 주거실태조사(Korea Housing Survey) 자료를 통하여 가장 상

세히 최초주택구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내 약 3.3

만 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가구의 주거실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부의 정

책적 필요에 의한 항목을 조사한 설문자료이다. 조사항목은 크게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지며 가

구소득, 생활비 및 주거비, 최초주택의 마련시기, 주택마련방법, 무주택기간

등 본 연구에서 요하는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의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수요특성 및 수요

행태를 살펴보고자, 2010년에 실행된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기존의 무주

택가구 중 2008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수요가 이루어진 가구를 추려내었다.

그 결과, 본 연구의 기준시점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점유형태에 관계없

이 새로운 주택수요가 발생한 기존 무주택가구에 해당하는 샘플 수는 총

6,624 가구이다. 그 중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한 가구는 1,410 가구이며 나머

지 가구는 차가를 선택한 가구의 수를 나타낸다. 이는 가구의 현재주택 거

주시기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중에서 최초주택 마련시기와 겹치는 가구

이다. 즉, 생애최초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주택수요 가구는 본 연구에서 제외

되었다. 그리고 분석이 왜곡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해당기간 내에 최초

로 주택을 마련한 가구일지라도 현재주택 구입시기와 최초주택 마련시기가

다른 가구, 즉 해당기간 내에 최초주택을 구매하였지만 그 기간 내에 또다

시 새로운 주택을 소비한 가구나 설문항목이 재대로 기입되지 못한 가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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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최초주택마련 경험은 있지만 마련시기를 기입하지 않은 가구, 주택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구 등의 결측 항목이 존재하는 가구)는 제외

되었다. 연구의 분석과 추정계수는 STATA/SE 10.0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무주택가구의 생애최초주택의 구매여부, 즉 차가가구에서 자

가가구가 될 때 영향력이 높은 변수들과 가구가 지닌 특성과 시장요인 변화

에 따른 최초주택 구매확률을 추정하여 주택시장의 새로운 양상 이후에 나

타나는 생애최초주택 구매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무주택가구의 최초주택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분석방법론은 주거점유형태와 주거소비

량 결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Heckman의 2단계 추정절차에 따라 구할 수 있

다. Heckit 추정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Heckman의 모형의 추정절차는, 먼저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이용하여 점유형태선택 방정식(Tenure Choice

Equation)을 추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주택수요함수 방정식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수욱 외(2007)의 「부동산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중 제5장 가계자산 보유형태 변화와 주택시

장을 참고하고 있다. 주택구매에 대한 기본적인 함수는 다음과 같다.

H=H(Y, P, Z) (식 1)

여기서, H : 주거서비스수요량

Y: 실질소득

P: 기타상품에 대한 주거서비스가격

Z: 기호 및 가구특성 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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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 생애최초주택을 구매한 가구와 임차주택

을 선택한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특성별로

요인에 대한 집단별 평균값을 구한 후, 이러한 기초통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주택수요 이론적 지식과 배경에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하여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와 무주택가구의 특성별 차이점을 살펴

본다. 집단별 특성에 대한 구분과 이에 해당하는 요인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에서 간략히 설명되어 있다.

제Ⅴ장에서는 Heckit 모형에 따라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수요행태를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우선은 주거수요행태 분

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항상소득을 추정한다. 이를 위하여 가구소득을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하는 인적자본 모형(Human Capital Model)을

활용하였다. 항상소득의 추정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

다. 항상소득 추정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Ⅴ장에 설명하였다.

둘째,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상대가격과 사용자비용 및 임대료

를 추산한다. 상대가격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자가로 점유할 경우에

소비되는 사용자비용을 임대료로 나누어 추산한 가격이다. 만약 상대가격이

커질 경우, 주택을 자가로 점유하는 것이 임차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뜻한다.13)

세 번째에서는 위의 과정에서 추정된 항상소득과 상대가격을 독립변수

로 투입시켜 주택점유형태 선택함수를 추정한다. 주택점유형태 선택함수는

본 연구의 핵심 연구로서, 무주택가구가 자신의 가구가 지닌 개인특성에 기

반을 두고, 가구의 미래 예측소득과 주택가격 및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하

여 생애최초주택의 구매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확인하는 방법

론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새로운 주택수요가 이루

어진 가구의 생애최초주택 선택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통해 주택점유형태 선택함수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점유형

13) 이수욱 외(2007),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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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선택함수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택수요함수(Housing Demand Function)

를 추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택시장의 변화를 전후한 생애최초주

택 구입가구의 주택소비행태를 파악하고, 기존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

로 새로운 주택시장의 변화가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주거수요행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3. 최초주택 수요 관련 주요특성 및 요인변수 선정

본 연구는 무주택가구가 생애최초주택 구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자가소유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들을 가구특성, 주거특성,

그리고 금융 및 자산특성으로 구분 지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학력, 연령, 소득과 같은 가구특성들과 무주택가구만의 특정한

주거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면적과 같은 요인들을

주거특성으로,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가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예상되는 금융 및 부동산시장과 자산에 관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생애최

초주택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최초주택 마련여부(기초통계)나 주택점유형태(점유형태 선택함수),

주거면적(주택수요함수)을 종속변수로 정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많은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요인들을 가구특성 변수, 주거특성 변수,

금융 및 자산특성 변수로 나누어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첫째, 생애최초주

택 구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서 가구주의 학력, 연

령, 가구원 수를 가구특성 변수군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생애최초주택 구입

가구의 주택구입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최초주택

마련기간(무주택기간)과 거주지역, 주택유형, 주거면적, 주택가격 및 임대료

를 주거특성 변수군으로 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애최초주택 구입은 사회

진출 초년기에 해당하는 가구가 많고, 무주택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미루

어보아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하여 금융시장 요인과 주택시장 변화에 많은 영

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최초주택 구입 시 많은 영향을 많은 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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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소득 및 자산, 이자율, 주택가격 상승률 등의 변수들을 금융 및 자

산특성 변수군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의 구성은 아래의 <표 3>과 같

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3> 생애최초주택 수요 관련 주요특성 및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변수의 설명

종속

변수

생애최초주택 구매여부 0 = 없다, 1 = 있다

주택 점유형태 0 = 차가, 1 = 자가

독립

변수

가구

특성

가구주 학력 0: 저학력, 1: 고학력

가구주 연령
현재 가구주 연령

(Min: 17, Max: 92)

가구원 수
현재 가구원 수

(Min: 1, Max: 7)

주거

특성

거주지역 0: 비수도권, 1: 수도권

주택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타

주거면적 현재 거주면적

주택가격 자가가구 현재 주택가격

임대료 차가가구 현재 임대료

금융

및

자산

특성

월평균 소득 지난 1년간 월평균 총소득

금융자산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현재 보유한 부동산자산(주택자산 포함)

총자산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

부채 총 부채액

순자산 총자산에서 부채액을 제외한 순자산

항상소득 생애주기의 기대 평균소득

상대가격
사용자비용에서 임대료를 나눈 가격

※ (식 3)에 설명

사용자비용 ※ (식 3)에 설명

임대료 ※ (식 3)에 설명

이자율 연도별 이자율

주택가격상승률 연도별 주택가격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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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주거수요특성 분석

1. 가구특성

가구특성에 해당하는 무주택가구의 가구주 학력, 연령, 가구원 수의 요

인들이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08년 이후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한 가구들은 임차주택을 구입

한 무주택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이었으며, 연령이 높고, 가구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최초주택 구입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

미 최열, 이고은(2010)이 밝힌 바와 같이 학력은 여전히 생애최초주택 구입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주택을 구매한 가구는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을 가진 가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임차주택을 구매

한 가구는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물론 가구

주의 학력이 높은 가구가 소득도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력은 소득

을 통해 주택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한 가구가 임차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생

애최초주택의 구입은 가구주의 연령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임차주택을 구입한 가구주 역시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또한 많이 나타났다. 아래의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두 가구집단의

평균 연령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평균 연령

이 무주택가구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가구주의 연령이 생

애최초주택 구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평균 연령이 40세 이상이라는 점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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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분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

무주택

임차가구
전체

항목 단위 평균 평균 평균

가구주

학력

저학력 % 44.3 59.3 55.0

고학력 % 55.7 40.7 45.0

가구주 연령 세 42.45 40.31 40.93

가구원 수 명 2.36 3.06 2.56

루어 짐작하건데, 생애최초주택의 최대 잠재수요인 신혼가구나 젊은 층의

자가수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생애

최초주택 구입가구의 평균 연령이 임차주택 구입가구와 많은 차이가 나타나

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잠재수요계층의 가구주가 자가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정책적 지원을 통

해 생애최초주택구입 촉진에 많은 개선의 여지가 보여준다.

가구원 수 역시 가구주의 연령 요인과 마찬가지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인 주택수요의 이론적 배경에 의하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주택구매율이 상승하고,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구매율이 하

락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임차주택 구입가구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비율 중 상당부분이 2인가구가 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즉, 많은 신혼가구들이 결혼시점 또는 자녀

가 생기기 전에 자가주택의 구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혼가구

의 경우 대부분 자산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

게 된 이유는 상당수의 신혼가구가 대출이나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최

초주택을 구입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대출조건 완화에 대한 생애

최초주택 구입촉진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4>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가구특성(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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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특성

주거특성에 포함된 요인들은 무주택기간, 거주지역, 주택유형, 주거면적,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있다. 주거특성을 정리하자면, 생애최초주택매매는 수

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무주택기간은 7.65년으로 나타났으며, 평

균 주거면적은 94.1이고 평균 주택가격은 1억 3,6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

다.

생애최초주택 마련기간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

후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가구의 약 27%는 무주택기간을 1년 이상 거치지

않고 자가주택을 구입하였다. 결과적으로 무주택기간은 가구의 생애최초주

택을 구매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초주택 마련기간 중 1년 이하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생애주택

구입가구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상당수의 가구가 가구주가 됨과 동시에

주택을 구매하고 있음을 뜻하며, 이는 대부분의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가

사회초년기이거나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상당수의 가구가 개인

의 경제능력을 나타내는 자산이나 소득 등의 요인보다 대출이나 부모의 경

제력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의 핵심인 최초주택수요함수의 추정을 위해 가구 및 주거특성 외에도 다른

연구에서 투입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시장경제의 외부요인들을 변수에 추가

하였다.

위와 같은 기술통계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 최초

주택 마련소요기간은 7.65년으로서, 마강래, 강은택(2011)이 도출한 최초주택

마련소요기간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14) 기존의 연구가 금융위기 이전

에 이루어진 모든 최초주택수요를 포함한 반면, 본 연구는 현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상황에 맞춰 연구의 기준시점을 금융위기 이후에 발생한 최초주

택 구입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계결과가 기존 연구결과와 차

14) 마강래・강은택(2011)은 평균 생애최초주택 마련의 소요기간이 4.8년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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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서 해석하였듯이 상당수의 최초주

택 구입가구가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금융위

기 이후에 기존 무주택가구가 개인의 능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욱 어

려워지고 주택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의 생애최초주택 마련

기간이 늘어났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결국 새롭게 나타난 생애최초주택 마

련기간은 금융위기에 의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심리적 변화가

많은 무주택가구의 주택소유의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

여 주택을 마련하려던 무주택가구들은 자가주택 구매에 어려움이 더욱 커져

주택구매 소요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생애최초주택의 구입은 지방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수도권에서는 임차주택의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강래, 강은택(2011)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로서 그들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지역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 생

애최초주택을 구매한 무주택가구는 거주지역에 따라 생애최초주택 구매여부

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이 생애최초주택 구

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만으로는 이

러한 해석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비수도권의 높은 생애최초주

택 구매율이 순수한 지방거주가구의 상승 수요인지, 수도권에서의 주거이동

이나 비수도권의 투기와 같은 현상에서 비롯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거주지역이 생애최초주택의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생애최초주택 구매수요가 높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그 밖에 생애최초주택의 주택구매유형은 아파트가 67.1%로 월등히 높았

으며, 임차주택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48.3%로 가장 높고 아파트는 35.7%를

차지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의 평균 주택면적은 94.1 , 임차주택은 58.8

이며, 생애최초주택의 평균 구매가격은 약 1억 3,629만원, 임차주택의 평균

임대료15)는 114.5만원으로 나타났다.

15) 차가가구의 평균 임대료는 보증금을 고려한 평균 임차주택의 임대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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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분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

무주택

임차가구
전체

항목 단위 평균 평균 평균

무주택기간
(최초주택마련기간)

년 7.65 8.09 -

거주

지역

비수도권 % 56.5 48.7 51.0

수도권 % 43.5 51.3 49.0

주택

유형

단독주택 % 18.3 48.3 39.6

아파트 % 67.1 35.7 44.7

연립주택 % 13.4 12.5 12.7

기타 % 1.2 3.5 3.0

주거면적  94.1 58.8 69.0

주택가격 만원 13,629.4 - -

임대료(보증금고려) 만원 - 114.5 -

<표 5>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주거특성(기술통계)

3. 금융 및 자산특성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금융과 자산특성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주

택 구입가구는 임차주택 구입가구에 비해 월평균소득이 높게 나타났으며 총

자산과 순자산 또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금융자산은 낮으며 부동산자산은

원등히 높았다. 평균 항상소득과 상대가격을 비교한 결과, 생애최초주택 구

입가구가 임차주택 구입가구에 비해 둘 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가격

은 자가주택일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높게 나타난 이유는 부

채에 의한 사용자비용이 일반적인 자가가구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그 밖에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사용자비용은 622.7만원이며 임차주택

구입가구의 임대료는 221.6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입시기의 이자율과 주택가격상승률은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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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들이 생애최초주택의 구매의사결정에 있어서 소득수준에 의

한 영향력이 크다고 밝혔듯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두 집단 간의 소

득수준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표 6>에서 나타나듯이 두 집단 간의 현

재소득(월평균소득)은 어느 정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항상소득에서

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상대가격, 사용자비용(자가의 주

거비용)과 임대료(차가의 주거비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금융위기 이후에 발생한 생애최초주택의 수요는 소득보다는 주택시장

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한편 자산수준은 두 집단 간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채액 역시

큰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최초주택 구입가구와 임차주택 구입가구의 평균

총자산액과 순자산액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경

우 평균 총자산액이 약 2억 원 육박하는 반면, 무주택가구는 겨우 5천만 원

정도에 머물렀다. 그 중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에서 큰 차이를 보였지만,

최초주택 구입가구는 부채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금융자산의 경우 최초주택 구입가구에 비해 임차주택 구입가구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주택 구입가구는 약 61%가 부채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부동산자산이 금융자산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미루어 보아, 이들의 주택구매를 위해 주택대출을 이용하였

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가구의 주택구매시기에 따라 해당하는 연도의 주택

가격 상승률 변동수치를 투입한 변수로서, 생애최초주택을 구매한 가구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임차주택 구입가구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앞서 밝힌 무주택가구의 자가구입 선택의사에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가 매우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뒷

받침해 준다. 반면 평균이자율은 오히려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출이자율보다 주택의 투자가치가 무주택가구의 생애

최초주택 구입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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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분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

무주택

임차가구
전체

항목 단위 평균 평균 평균

월평균소득 만원 330.8 226.3 256.5

금융자산 만원 3,844.2 4,839.8 4,552.4

부동산자산 만원 19,436.3 702.7 6,111.0

총자산 만원 23,280.6 5,542.6 10,663.5

부채 만원 4,739.2 1,019.5 2,093.4

순자산 만원 18,541.4 4,523.0 8,570.1

항상소득 만원 288.7 243.4 256.5

상대가격 만원 6.3 3.7 4.4

사용자비용 만원 622.7 - -

임대료 만원 - 221.6 -

이자율 % 6.27 6.11 6.16

주택가격상승률 % 2.77 2.38 2.50

<표 6>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금융 및 자산특성(기술통계)

4.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주거수요특성 요약

제Ⅳ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로 새로운 주택수요가 이루어진 무주택가구

를 대상으로 가구특성, 주거특성, 금융 및 자산특성으로 구분 짓고 생애최초

주택 구매여부를 기준으로 자가와 차가를 나누어 각 집단의 주택수요특성을

기술통계하여 분석하였다.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한 가구와 주택구매를 포기

하고 임차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주택수요특성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은 가

구가 지닌 가구주의 학력, 거주지역, 월평균소득, 자산수준에서 뚜렷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그 밖에도 현재주택구입시기의 주택가격 상승률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특성에는 학력, 연령, 가구원 수 요인이 포함이 되었는데, 학력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과 가구원 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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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한 가구가 임차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비해 고학력의 비

율이 약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학력에서 비롯되는 미래예상소득이 저학력에 비해 고학력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적기 때문이라 예상된다.

주거특성은 무주택기간을 비롯하여 거주지역, 주택유형, 주거면적, 주택

가격 및 임대료가 포함이 되었는데, 거주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였

으며 무주택기간과 주거면적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났고, 구입주택의

유형은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생애최초주택의 수요는 비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에서는 임차주택의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는 대부분이 아파트를 구입한 반면, 임차주택에 대한

선택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아파트 순이었다.

주거특성을 살펴본 결과로서 나타난 특이점은 거주지역으로서, 생애최초

주택의 수요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수도권지역 전

세수요 및 전세값 상승이 무주택가구의 주택구매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주거점유형태의 결정의사가 달라진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수도권

의 주택가격이 2008년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이 상승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애최초주택의 수요가 더 많이 발생

하였다는 이유는 각 지역 간의 주택매매가격 차이를 떠나 수도권의 주택가

격 하락에 의한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기대심리가 줄어든 것이 무주택가구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

주택가구의 주거점유형태 선택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투자심리가 주거안정

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 및 자산특성은 소득과 자산, 이자율과 주택가격상승률이 포함되었

는데 월평균소득을 비롯한 자산, 상대가격, 그리고 주택가격상승률의 평균값

에서 두 집단 간의 크고 작은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평균 월평균

소득은 약 10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자산에서는 특히 부동산자산에서 가

장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으며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는 주택소유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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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총자산과 순자산에서 임차주택 구입가구와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

만 이들의 부채액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에

는 부모의 경제력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일정수준의 자

산을 보유한 가구에 한하여 금융위기 이후의 금리저하가 생애최초주택 구입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 결과일 가능성을 제시해 본다. 따라서 앞으로의 생애

최초주택 구입의사결정에 주택자금 대출제도가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무주택가구의 상당수가 주택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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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주거수요행태 분석

1. 생애최초주택 수요함수

1) 항상소득 함수 추정

항상소득의 추정은 주택점유형태 선택함수와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독립변수인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을 위해 필요하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의 수요행태분석을 위한 점유형태 선택함수 추정에 앞서, 항

상소득 함수는 인적자본모델(Human Capital Model)을 통하여 추정한다. 항

상소득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Y = Yp + Yt (식 2)

여기서, Y = 현재소득, Yp = 항상소득, Yt = 임시소득

항상소득은 가구주의 학력이나 연령과 같은 인적자본과 거주지역 같은

비인적자본으로 구성된 함수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소득에 이들 변수를 회

귀(Regression)하여 나온 결과(Fitted Value)를 항상소득이라고 할 수 있

다.16) 항상소득 추정을 위해 종속변수를 가구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총소득

(여기서는 현재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으로, 독립변수를 가구주의 학력 더미

와 연령, 거주지역 더미인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소득함수를 추정한다. 이

때, 소득은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일정수준까지 상승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연령과 소득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연령변수를 제곱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인적자본 모형의 변수

 16) 이수욱 외(2007),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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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일반적으로 항상소득 함수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새로운 주거수요가 이루어진 무주택가구의 항상

소득을 추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항상소

득 추정결과는 Pseudo- 이 0.17로서 어느 정도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학력 더미, 연령, 지역 더미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무주택가구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항상소득이

높았으며, 연령은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항상소득이 다시 줄어든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항상소득이 높아지고 비수도권일수록 항상 소득

이 줄어든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주택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동일하다.

<표 7> 항상소득 추정결과

종속변수 현재소득(월평균 소득)

독립변수 계수값 t 유의확률

상수 -167.60 -10.38 0.000

학력 105.14 22.85 0.000

연령 16.72 24.69 0.000

연령 -0.18 -27.48 0.000

지역 31.87 7.95 0.000

  0.17

표본 수 6624

2) 사용자비용 및 상대가격

사용자비용이란 주택구입에 투입 된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주택구입시

차입한 타인자본에 대해 지불한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 보유

세 등을 합한 것에서 주택 판매 시 얻을 수 있는 예상자본이득을 차감한 것

을 정의한다.17) 즉, 가구가 현재 주거하는 주택을 사용하기 위해 부담하는

17) 이중희(1997). 「주택경제론」.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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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이라고 짧게 정의할 수 있다. 상대가격은 사용자비용에 임대료로

나눈 값으로서 일반적인 주택의 이론적 배경에 의하면 상대가격이 낮을수록

가구는 주택구매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상대가격이 높

다는 것은 주택을 보유하는 비용이 임대료보다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18) 자가가구의 사용자비용과 임차가구의 주거비용은 다음의 식과 같

이 계산된다.

상대가격 = 사용자비용/임대료 (식 3)

(1) 자가 가구 사용자 비용

=[(1-소득세율)×평균이자율+실효보유세율+유지관리비 및 감가

상각률-주택가격상승률)]×당 주택가격

※ 평균이자율 = [(대출금리×LTV)]+[수신금리×(1-LTV)]

(2) 임차가구 주거비용 = (임대보증금×평균이자율+월세×12)/주거면적

(3) 자가 가구의 월임대료 = 주택가격×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월전세이율

(4) 차가 가구의 주택가격 = 전세금(월세)/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상대가격을 비롯하여 자가의 임대료 및 차가의 주택가격은 선행연구와

각종 통계자료를 참조하였다. 부득이하게 몇몇 자료는 연구시기에 맞는 적

절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최대한 가까운 연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하

지만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기준시점인 금융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변화

하지 않아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자가가구의 주거비용인 소득세율과 실효보유세율 등은 다음과 같은 자

료를 참조하였다. 소득세율은 20%, 실효보유세율은 0.2%, 유지 및 감가상각

률은 2.5%로서 정의철 외(2010)에 의거하여 가정하였다. 평균이자율은 한국

은행에서 발표한 각 연도별 주택담보 대출금리, 저축성 수신금리를 사용하

18) 이수욱 외(2007),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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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LTV(loan to Value) 비율은 40%로 설정하였다. 주택가격상승률 또한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19)를 이용하여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주택가격 변화율을 사용하여 각 연도별 연평균 상승률을 적용하였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2012. 01)과 월세전환이율(2010. 12)은 한국감정원

의 조사자료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표 8> 사용자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가정

(단위: %)

구분 평균값

소득세율  20

실효보유세율  0.2

유지 및 감가 상각률  2.5

주택가격 상승률 
2008 년 5.1

2009 년 1.4

2010 년 1.4

대출금리 
2008 년 7.61

2009 년 7.09

2010 년 6.58

수신금리 
2008 년 6.91

2009 년 5.25

2010 년 4.59

LTV 40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57

월세전환이율  0.92
주 : 1) 2) 3) 정의철 외(2010)

4) 2008, 2009, 2010 연도별 주택가격지수. 국민은행

5) 2008, 2009, 2010 연도별 주택담보 대출금리. 한국은행

6) 2008, 2009, 2010 연도별 저축성 수신금리. 한국은행

7) 2012년 1월 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한국감정원

8) 2010년 12월 월세전환이율

19) 주택가격지수는 2013년부터 한국감정원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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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점유형태 선택함수 추정

무주택가구의 특성이 생애최초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Heckman의 2단

계 추정법을 이용하여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수요 결정모형을 추정하였다. 1

단계인 주택점유형태 선택모형은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이용하여 추

정한다. 종속변수는 자가=1, 차가=0 으로 구성된 이항변수이며, 독립변수는

항상소득, 상대가격, 이자율, 주택가격상승률,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거주

지역으로 구성하였다. 이자율과 주택가격상승률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주거점유형태 선택함수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변수들이며, 이자

율과 주택가격상승률은 무주택가구의 주택시장변화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투입되었다. 여기서 가구주 학력과 임시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종속변수 Y가 이항변수이고, X가 독립변수의 벡터라고 할

때, 프로빗 모형은 일반적으로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20)

Pr      ′ (식 4)

여기서, :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 최우수추정법(maximum likelihood)에 의해 추정한 파라미터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점유형태 선택함수 즉, 무주택가구의 생애

최초주택 구매결정요인에 대한 선택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생애최초주택의 구매확률은 항상소득이 높고, 상대가격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확

률이 높아진다. 거주지역 변수의 경우는 기존 연구에서 지역이 생애최초주

택 구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주택점

유형태 선택함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금융위

20) 이수욱 외(2007),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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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후의 주택시장의 변화에 의하여 무주택가구의 주택점유 수요행태에 변

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상대가격은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자가를 구매할 확률이 높다

고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의 집단이 무주택가구라는 특성상 최초주택을 구

매한 가구들은 상대가격이 높을수록 생애최초주택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진

다고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의 주택점유형태 선택함수의 추정결과에서는

상대가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지만, 본 연구자는 무주택가

구는 일반주택의 구매양상과는 달리 생애최초주택의 구매여부는 상대가격이

높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생애최초주택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하는 바

이다. 반대로 해석하자면, 임차주택을 구매한 무주택가구는 상대가격이 낮더

라도 최초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며,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무주택가구들은 주거사용비용에 상관없이 자가를 구입하는 것을 망설이

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주택의 투자성의 위축에

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추정된 주택점유형태 선택함수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자율과 주택

가격상승률로서 생애최초주택의 구입은 이자율이 낮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

을수록 더 높은 확률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주택매매의 투자성

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수록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

확률이 상승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무주택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선택

함수 추정결과는 앞으로 정부가 주목해야하고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하

여 많은 것을 암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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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점유형태

독립변수 계수값 z 유의확률

상수 -3.85 -6.74 0.000

항상소득 0.003 8.29 0.000

상대가격 0.31 37.00 0.000

이자율 -0.19 -1.81 0.070

주택가격 상승률 0.35 8.06 0.000

가구원 수 0.25 13.57 0.000

연령 0.02 10.79 0.000

지역 -0.68 -14.22 0.000

Prob>chi2 0.000

Pseudo R2 0.39

<표 9> 주택점유형태 선택함수 추정결과

4) 주택수요함수 추정

항상소득과 주택점유형태 선택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와 임차주택 구입가구의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ㅍ

<표 10>과 같다. 주택수요함수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사용면적이며 독립변수는 항상소득, 임시소득, 이자율, 주택가격

상승률, 가구원 수, 연령, 지역 더미가 포함되었다. 변수의 설정은 추정된 계

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을 제외시키는 반복적인 추정작업

을 통해 결정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력, 사용자비용 및 임대료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으나 그 밖에 이자율과 주택가격상승률 같은

몇몇 변수들은 본 연구의 핵심요인으로서 통계적 유의성이 낮더라도 연구방

향과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변수제외가 불가피하였다. 하지만 임차주택 구입

가구의 주택수요함수 추정은 임차주택 구입시 이자율과 주택가격상승률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독립변수에서 제외되었다.

무주택가구의 주택수요함수는 전반적으로 이론적 배경과 비슷하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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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생애최초주택의 수요행태는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이 모두 높을수록

주거면적이 상승하고,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애최초주택의 면

적은 증가하지만, 반대로 연령의 제곱항은 음의 부호(-)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 생애최초주택의 주거면적 수요는 일정연령 이후로는 줄어드는 것을 확

인하였다. 거주지역 역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주거면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이자율과 주택가격상승률은 비록

유의수준이 높진 않지만, 연구가설과 일치하는 계수값이 추정되었다. 생애최

초주택수요는 이자율이 낮을수록 상승하고, 반대로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

질수록 주거수요가 상승한다고 나타났다. 그들의 주택수요는 일반주택에 대

한 일반적인 수요행태와 동일한 결과이며, 본 연구를 통해 서민들의 생애최

초주택의 구매의 어려움은 금융위기 이후의 이자율 상승과 주택가격상승률

의 뚜렷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자

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앞으로의 무주택가구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을 위한

서민정책의 핵심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임차주택 구입가구를 대상으로 임차주택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연령

을 제외한 항상 소득, 임시소득, 가구원 수, 지역 더미 변수가 자가 주택 수

요 함수 추정 결과와 동일한 부호를 나타냈고, 연령은 반대로 나타났다. 전

체적으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가와 동일하게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이 높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임차주택의 수요면적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차가수요면적

이 상승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할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비교하자면 가구주의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주택점유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무주택가구의 수요함수가 동일한 부호를 추정하였다.

이에 비해 연령은 자가와 차가에 대한 주택수요함수가 정반대의 양상을 보

인다. 자가와 차가 모두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거면적은 상승하며, 가구원 수

가 많고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주거면적이 상승한다. 하지만 소득이 두 집

단에게 주는 영향력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가구원 수 변수가 주



- 40 -

종속변수
자가 차가

주거면적 주거면적

독립변수 계수 유의확률 계수 유의확률

상수 25.00 0.587 14.19 0.000

항상소득 0.01 0.810 0.07 0.000

임시소득 0.03 0.000 0.04 0.000

이자율 -7.87 0.310 - -

주택가격
상승률

2.21 0.481 - -

가구원수 4.53 0.005 7.42 0.000

연령 2.52 0.017 -0.39 0.008

연령 -0.02 0.136 0.01 0.000

지역 -7.12 0.063 -5.99 0.000

샘플수 1410 5214

  0.04 0.34

는 영향력은 임차주택을 구입할 때 더 크게 작용하며 거주지역은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할 때 더욱 크게 적용된다.

<표 10>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와 임차주택 구입가구의 주택수요함수

2.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주택수요행태 분석

금융위기 이후의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무주택가구의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주택수요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세 가지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

째, 무주택가구의 생애최초주택 점유형태 선택함수와 주택수요 함수를 추정

하기 위한 항상 소득 함수를 추정하였다. 항상 소득은 학력이 높고 가구원

수가 많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많고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높아진다고 나타

났다. 둘째, 그들의 주택점유형태 선택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사용자비용과

상대가격을 추산하였다. 이에 대한 과정은 이미 상세히 설명되어있다.

마지막으로 항상 소득과 상대가격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주택가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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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점유형태 선택함수와 주택수요 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일부변수에서

기초통계분석에 의한 예상 영향력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변수요인들이

존재하였다. 무주택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선택과 관련된 특성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무주택가구는 주택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상식적인 일반주택 구

매가구의 이론적 수요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모든 요인들 중 거주 지역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

화 중 하나는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마무리되고 이에 방해 지방

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세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택시장

의 추세를 미루어보아, 무주택가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주

택에 대한 투자심리가 내 집 마련의 꿈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

시하며, 금융위기 이후 자가 마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 밖에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이자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본 연구를 통해 무주택가구의 주택마련 의사결정에 뚜렷한 영향력을 미친다

고 나타났다. 반면 상대가격의 경우, 높을수록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에 대한 이론적 배경지식과는 상반되는 결과로서,

더 많은 연구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택수요 함수추정의 결과는 자료적 한계로 인하여 차가에 비해 자가의

주택수요함수가 상대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는 임차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비해 자가를 구입한 가구의 수가 너무 적어 분석적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추상된다. 따라서 주택소비의 행태는 상대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차가의 주택수요 함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무주택가구가 생애최초 주택을 위한 자가 수요를 결정하는

데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항상 소득, 임시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모든 연도에 있어서 생애최

초주택을 위한 자가 수요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임시소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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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이자율,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택점유형태 선택함

수를 통해 중요성이 확인되었지만, 자가 주택 수요 함수를 추정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성이 떨어져,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본 연구의 시점인

2008년부터 2010사이에 최초주택구입 자금 대출과 같은 대출혜택정책이 시

행되기 전이라는 것과 2009년과 2010년의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차가주택수요 함수 추정 결과에서는 이자율과 주택가격 상승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이자율이 높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자가가 아닌

차가주택을 소비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로 미루어보아, 비록 자가의 이자율

과 주택가격 상승률의 계수 값이 유의성은 낮게 나타났지만 차가의 소비특

성과는 반대로 추정되어, 두 변수가 자가소비를 결정하는데 일정수준의 영

향력은 미치고 있다고 빗대어 생각할 수 있다.

차가주택 소비와 관련된 특성을 정리하자면, 모든 연도에서 소득을 고려

하여 면적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자율과 주택가격 상승률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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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애최초주택 구입지원정책의 추진방향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정책지원

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과 함께 중요한 주택정책으로 다루어진다. 생애최

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가구형성 초기의 주거안정은 가

구의 생애에 걸친 생활을 좌우하는 바탕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2년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주로 저금리대출로 주택구입에 따

른 금융비용을 경감시켜 이들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관한 현황분석에 의하면 결혼 등으로 가구를

형성한 초기에 주택을 마련하는 비율은 27%이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7년 6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를

형성한 사람들의 절반 정도만이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이내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많은 편차가 있으며, 그만큼 자력으로 최초주택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정책은 보다 많은 사람

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관한 정책

은 금융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

애최초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에 있어서도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여

러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 가구의 특성이나 주택시장의 상황에 적합한 정

책수립이 따라야 할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거소비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주택점유선택

모형과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향후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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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반적인 주택수요함수와는 달리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결정에 있

어서는 소득의 영향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초구입 주택

의 경우 가구의 자력에 의한 구입능력보다는 시장상황이나 금리, 세제 같은

정책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의 경우 대개 현재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젊은 사회초년생

이거나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모자라서 주택구입을 미루어왔던 가구이기 때

문이다.

둘째, 주택점유행태의 선택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

구의 자가마련은 상당부분 주택대출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자율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해외사례에서도 저금리의 대출이나 소득공제,

주택보조금 등은 중요한 대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생애최초주택구입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금리의 인하가 중요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

애최초주택 구입 가구에 대한 낮은 금리의 대출지원은 상당한 효과를 보였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수요함수의 추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주택구입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필요

하다. 따라서 저금리대출과 함께 소득공제의 확대나 보증 같은 지원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용자비용과 임대료에 기초한 상대가격의 경우 일반적인 이론과

는 다르게 상대가격이 높을수록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기간인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주택가격은 하락

한 반면에 전월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데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다른 조건이 고정되어 있을 때 주택가격의 하락은 실질적인 사용자비용

을 높이며, 임대료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상대가격의 변화는 주택가격 하락

과 임대료 상승의 상대적인 크기에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

서 임대료 상승의 영향이 주택가격보다 상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면

상대가격은 하락하고 생애최초주택의 구입확률은 낮아진다. 이는 가격의 지

속적인 하락을 우려한 가구가 주택구입을 상당 기간 연기하는 성향을 보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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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가구들에 있어서 내집마련능력은

상당히 격차가 심한 편이다. 따라서 정책대상가구의 소득이나 자산 등의 주

택구입능력과 함께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소요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대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주택수요함수의 추정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는 가격상승기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는 결국

주택시장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려는

가구는 비교적 소득이 적고 자기자금의 동원능력이 부족한 반면 대출의존도

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의 불안정은 최초주택의 구입을 희망하

는 가구의 의사결정을 망설이게 만든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대책이 따라야 한다.

여섯째,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행태분석에 있어서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지역 등의 변수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정책은 일률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구나 지역특성에 관한 맞

춤형 정책이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행태분석에서 지역적인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감안하면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정책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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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금융위기 이후, 최근 주택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영

향은 주택구입 능력이 부족하고 주택시장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애

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주거행태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금융위기 이전시점을 포함한 선행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이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달리 금융위기 이후를 기

준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이자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무

주택가구의 주택구매 의사결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

력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원수 같

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도 역시 생애최초주택 구매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생애최초주택 구입지원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내용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주택은 가구의 생애주기에

걸친 생활에 기본적인 요소이며, 주택마련은 일생동안의 소득이나 소비활동,

저축 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입은 주택구입 이후 생

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의

사결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주택을 구입하는 가우에 대한

지원정책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 구입여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정책변수 가운데 금리, 세제 등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

이며 이들 정책변수의 효율적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가구는 대게 사회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며 주택구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나 세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체증

식 상환방식의 적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원금상환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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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적게 하고 나중에 많아하는 방식, 또는 이자부담을 초기 몇 년 동안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부담의 경우 초기 몇 년 동

안 재산세 면제나 최초주택 매각식 양도소득세 감면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연령이나 가구원 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고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지

원정책은 연령 또는 가구원 수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화한 지원을 하거나 연령대별로 지원내용을 다르게 하

는 방안 등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나누어진 세분된 시장(segregated

market)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무주택가구 주택점유형태 분석이나 자

가와 차가의 주택수요 함수에서 지역변수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우

리나라의 주택시장 역시 지역적으로 세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는 향후 생애최초주택 구입지원정책의 춘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정책을 펼쳐서는 정책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에 따라 차등화 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각 지자체별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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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manding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of First-time Home Buyers

SOHN, JUN IK

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n housing market experienced many

changes. Although Korean real-estate market had no direct impact from

financial crisis, housing market had to face economic downturn. As

results, it decreased housing sales prices and increased rental prices(as

known as Jeon-sae) because households’ housing demands shifted from

purchase to rent. Eventually, it made housing market instable. Especially,

these impacts seem to greatly effected on non-homeowners’ demanding

behaviors. It is because they have lack of housing affordabilities, and

they are sensitively reacting to market changes. In this situation, Korean

government adopted new policy for first-time home buyers to support

their home-ownership.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great policy effects,

due to insufficient studies about characteristics of first-time home

buyer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first-time home buyers’ current

demanding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of housing through the Heckit

Model. The study also found first-time home buyers’ demanding function



and tenure choice function of housing. In the end, this paper proposed

political opinions about improvement of policy of first-time home buyers

based on study results.

As results of the study, impact of living areas on demanding

behaviors of first-time home buyers was the highest. Their housing

demands were also impacted by householders’ ages and numbers of

household. Futhermore, this study found that impact of interest rates and

growth rate of housing sales prices were higher than impact of incomes.

It seems that these results are because demanding behaviors of

first-time home buyers changed in response to changes of housing

market. Therefore, the study is suggesting the necessities of policy

improvement for first-time home buyers in response to their demanding

behavioral changes.

◆ Key words : First-time home buyer, Housing demand characteristics,

Housing demand behaviors, Heckit Model, Housing

demand function, Tenure choice function

◆ Student Number : 2012-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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