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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은 2000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경제가 신속하게 성장하

고 도시의 규모와 인구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도시의 규모 확장은 수많

은 도시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야기한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공급

을 대폭 증가하는 방식으로 도시건설을 진행하여 왔다.

중국은 이처럼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지나친 토지사용 및 토지양도로 

인하여 지방정부의“토지재정”을 초래하였다. 토지재정은 토지 양도를 

통해 얻는 수입으로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늘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

었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 도시화과정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지방정부의“토지재정 의

존도”를 상승시키고 주거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부동산 산업의 핵

심인 분양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용주택을 포함

한 보장성주택 공급은 해마다 부족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토지재정수입의 최소 10% 이상을 보장성주

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보장성주택 건설에 

사용된 지출은 정책에 비해 훨씬 낮으며 보장성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

은 제대로 조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용주택의 재원이 되는 “토지재정”은 시

간이 흐를수록 증가하지만 경제적용주택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의

식을 갖고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용지 간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경제적용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

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분양주택공

급의 증가에 따라 토지재정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용주택공급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효과이다. 분석한 결과 분양주택공급의 증가는 토지

재정이 증가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고, 토지재정의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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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용주택공급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두 번

째는 분양주택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용주택공급에 제공되는 토지

를 대체하지에 대한 효과이다. 분석한 결과 분양주택과 경제적용주택 간

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이는 분양

주택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용주택에 제공되는 토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바 중국의 경제적용주택이 감소하는 이

유는 제한된 토지공급에서 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용주택에 제공

하는 토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국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건설용지 특징, 중국 지

방정부의 “토지재정”의 현황 및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보장성주

택과 분양주택 현황을 통해 중국의 토지재정과 주택유형별 공급 간의 관

계를 이해하는데 있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 경제적용주택의 재원이 되는 토지재정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이에 비해 경제적용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경제

적용주택에 공급되는 토지가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을 내세워 공

간 도시화로부터 인구 도시화 전환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도시화

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1억명의 농민을 도시로 

유입하는 것이다. 

이에 향후 중국의 도시화과정에서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특히 중

ᐧ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주택의 수요도 따라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므

로 향후 경제적용주택을 포함한 보장성주택용지 공급이 필요할 것이며 

보장성주택용지 공급의 증가는 일정한 측면에서 “토지재정”으로 인한 

분양주택 가격을 억제하고 완화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주요어 : 토지재정, 경제적용주택, 보장성주택, 분양주택, 경로분석

학  번 : 2015-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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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은 2000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경제가 신속하게 성장하

고 도시의 규모와 인구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도시의 규모 확장은 수많

은 도시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야기한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공급

을 대폭 증가하는 방식으로 도시건설을 진행하여 왔다.

중국의 토지공급은“토지사용권 유상양도”와“토지사용권 행정배분”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여기서“토지사용권 유상양도”는 입

찰, 경매, 협의 등 공개방식을 통하여 공업, 상업, 분양주택에 필요한 토

지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토지사용권 행정배분”은 도시기반시설, 보

장성주택, 특수용지1)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 유상양도”를 통하여 재정수입을 크게 증가시켰다. 특히 

2002년 중국 국토자원부가 「경매입찰방식을 통한 국유토지사용권 규

정」2)을 반포 후 지방정부의 토지양도수입3)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의 17%에서 2011년의 60%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이처럼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지나친 토지사용 및 토지양도

로 인해 지방정부의“토지재정”을 야기하였다. “토지재정”은 지방정

부가 사실상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의 수용 및 양도를 통해 지방재정수입

을 늘리는 것을 가리킨다. 지방재정수입의 증가는 지방관원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저가의 토지로 투

자자들의 투자를 얻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고, 고가의 토지경매

1) 여기서 특수용지는 군사시설, 영사관시설, 종교시설, 교도소시설 등 용지를 말함(舊版
   城市用地分類與規劃建設用地標準GBJ137-90).

2)「경매입찰방식을 통한 국유토지사용권 규정」(이하 국토자원부령 제11호령)은 부동산 

   토 지는 반드시 경매방식을 통해서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여기서 토지양도수입은 토지의 양도를 거쳐 얻는 수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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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는 도시건설에 이용하여 업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므로 지방

정부는 토지를 재정수입 증대의 주요 자원으로 삼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중국의 주거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지방정부는 토지양도수입과 부동산 관련 세수를 최대한 많

이 확보할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그 결과 토지를 무상

으로 공급해야 하는 보장성주택공급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여 중ᐧ저소득

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부동산산업의 핵심이 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경제적용주택을 포함한 보장성주택공급은 해마다 부족한 양상을 보

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토지재정수입의 최

소 10% 이상을 보장성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보장성주택 건설에 사용된 지출은 정책에 비해 훨씬 낮으며 보장성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제대로 조달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용주택의 재원이 되는 “토지재정”은 시간이 흐를수

록 증가하지만 경제적용주택 용지공급은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의식을 갖

고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3자간의 관계를 통해 경제적용주택용지 공급이 감소하는 이

유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분석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양주택용지 공급의 증가에 따라 토지재정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

적용주택용지 공급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효과이다. 두 번째는 분양주택

용지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용주택용지 공급에 제공되는 토지를 

대체하지에 대한 효과이다. 최종 이 효과 간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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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3자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는 중국의 270개 지급도

시4)를 선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도시별 토

지양도수입, 총 건설용지면적, 주택유형별 용지 공급면적, 인구규모, 소

득수준 등을 선정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의 다양한 도

시화 과정에서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3자간의 관계에 대

해 경로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문헌조사는 중국의 토지재정과 주택공급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고

찰을 통해 토지재정과 주택용지 공급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찾아낸다.

현황분석은 중국의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에 관한 현황

조사와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변수 선정과 3자간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한다.

경로분석은 중국의 270개 도시별 통계자료를 근거로 토지재정과 경제

4) 여기서 지급도시는 중국의 제2급 지방행정단위로 행정지위가 지구(地區)와 유사하며 

  지급시로 불리며 1983년 정식으로 구획술어(術語)로 고정되었다. 참고로 중국은 4개 행 

  정단위로 나뉘며, 제1급은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제3급은 직할시 및 하이난

  성 이외의 현급시(縣級市), 현(縣), 자치현(自治縣), 기(旗) 등 현급 행정단위, 제4급은 

  향(乡), 진(鎮)의 향급 행정구(하이난성과 직할시를 제외)로 구성되었다. 2016년 9월 30

  일 기준으로 중국은 총 334개 지급행정구 중 293 지급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270개 지급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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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3자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경로분석은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장점이 있기에 인

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경로분석에서는 주

로 stata14 프로그램을 사용되었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제Ⅰ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그리고 연구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Ⅱ장에서는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에 관한 선행연구

를 검토하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밝힌다.

제Ⅲ장에서는 중국의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에 관한 현

황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간의 

이론적 관계를 제시하고, 최종 변수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밝힌다. 

제Ⅳ장에서는 분석 자료, 분석틀 및 변수 구성에 대해 제시한 후, 토지

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다. 실증분석은 경로분석을 사용하여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

주택을 핵심으로 총 건설용지, 1인당 GRDP, 도시 인구밀도를 통제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연

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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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고찰

1. 토지재정에 관한 선행연구

1) 토지재정의 정의

중국의 토지재정은 홍콩의“토지사용허가제도(土地批租制)”를 벤치마

킹하여 생겨난 것으로서 토지 국가소유 행태를 취하고 있는 중국 특유의 

제도이다(邵繪春, 2007).

중국의 부동산시장에서는 사실상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토

지수용을 통해 토지를 독점 공급한다. 지방정부가 이와 같은 독점권을 

활용하여 토지를 양도하여 재정수입을 증가시킨다. 토지재정수입의 핵심

이 되는 국유토지양도수입은 2006년까지 통상적인 예산외 수입에 속했지

만, 현재는 지방정부의 기금수입으로 분류된다.5) 그렇지만 그 재원은 여

전히 지방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자율적 수입으로서 엄격한 규율이 적용

되는 예산내 재정의 수지체계와 구분하여“제2재정”이라고 불린다(전상

경, 2014).

일반적으로 토지재정은 토지양도제도, 토지세수제도, 토지수수료수입제

도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법률제도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토지를 통해 

재정수입을 거둘 수 있는 합법적 토대가 된다(秦勇, 2013).

토지재정의 정확한 의미와 그 정책적 함의 고찰은 <표 2-1>과 같이 협

의의 “토지재정Ⅰ”, 중범위의 “토지재정Ⅱ”, 광의의 “토지재정Ⅲ” 

등 세 범주로 구분된다(駱祖春, 2012).

5) 중국의 예산외 수입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사회단체 등 정부기능을 대신하여 국가

  법률, 법규에 따라 국가의 예산수입관리 포함되지 않은 수입을 말한다. 예컨대 토지재

  정수입, 공상세 부가, 도로 통행료, 사회복지수입, 위생, 과학연구 등 수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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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관리

분류
내용

토

지

재

정

Ⅲ

토

지

재

정

Ⅱ

토

지

재

정

Ⅰ

비

세

수

입

토지자산수익

국유토지

양도수입 예산외

수입국유토지임대 

및 전매

행정수수료

수입

재정, 토지, 

기타 부분의 

수수료 

예산외 

또는 예산내 

수입

세수입
토지와 연관된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세수

예산외

수입

음성적인(隱形) 

토지수입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수입

예산외

수입

<표 2-1> 토지재정 유형 및 내용

 
출처: 駱祖春(2012:37), 「中國土地財政問題研究」, 濟科學出版社

협의의 “토지재정Ⅰ”은 지방정부 예산외 수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

분으로서 토지자산수익과 행정수수료수입으로 구성되고, 현행 예산관리

체제하에서 비세수입(非稅收入)이다. 이 중 국유토지양도수입이 협의의 

토지재정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6) 중범위의 “토지재정Ⅱ”은 토지와 연

관된 부동산업 및 건축업으로부터 파생된 세수입을 합친 것이다. 국유토

지사용권의 양도를 거쳐 부동산의 개발, 전매, 보유 등 과정에서 나타나

는 세수로서 예산내 수입으로 분류된다. 이것을 세분화 하면 경작지점유

세, 토지부가가치세, 부동산거래세로서의 영업세, 부동산사용세로서의 도

시토지사용세 및 주택세, 부동산소득세로서의 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

6) 여기서 토지자산수익은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수입과 국유토자사용권 거래의 임대와 재

  양도 소득으로 구성되지만 국유토지양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행정수수료수입은 

  토지관리 부서가 받는 수수료, 재정부서의 수수료, 그리고 기타 관련부서들이 토지의 

  징용에서 양도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관련 수수료 등 세 종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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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기타 세수로서 취득세와 도시유지보호건설세 및 인지세 등 10가지가 

있다. 상술한 10개의 조세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기업소득

세와 개인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수는 모두 지방정부의 수입이다. 광

의의 “토지재정Ⅲ”은 “토지재정Ⅰ” 및 “토지재정Ⅱ”에 음성적인 

토지수입을 포함한 것이다. 

음성적인 토지수입은 지방정부가 토지를 담보로 하여 조달한 대출수입

을 뜻한다(전상경, 2014). 중국의 「예산법(豫算法)」에 의하면 지방정부

는 균형예산을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재정적자는 불허하며, 지방정부는 

기채권이 없고 법률이나 국무원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특히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없다.7) 하지만 지방정부 

산하의 토지비축센터 및 개발구를 융자의 디딤돌로 삼아 토지를 담보로 

차입행위를 통해 음성적인 토지수입을 얻는다. 

이상 토지재정의 정의를 정리해 보면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입은 국유토지양도수입이다. 본 연구에서도 국유토지양도수

입을 토지재정의 지표로 삼아 분석에 사용된다.  

 

2)  지방정부의 “토지재정”행위에 관한 선행연구

중국은 지난 20년간 부동산업의 발전, 도시기반시설 건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및 도시외각의 농촌경제발전 등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하여 획

기적인 개선을 가져왔다. 그 가운데서 “토지재정”은 아주 중요한 역할

을 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정수입의 출처가 되었고, 도시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경제성

장과 재정수입의 이중적인 추구로 과도하게 토지를 매매한 결과, 지방정

부의 재정지출은 지나치게 토지재정에 의존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

다. 심지어 토지양도수입으로 지방부채를 상환하는 주요한 경로로 삼고 

7) 중국「예산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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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劉德炳, 2014). 

이러한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의존행위에 대한 백승기(2015)의 연구

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 “토지재정”의존행위의 유발요인은 중국의 

분세제8)의 실시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와 지방관료 실적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중앙정부의 “政績考核”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로 

부작용은 토지양도수입을 도시건설에 더 많이 투입해야 하므로 토지를 

무상공급 해야 하는 경제적용주택 공급에 소극적이 되어 중ᐧ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주택이 부족하며, 반면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건설에는 보다 적극적이었다고 제시하였다.

전상경(2014)은 중국의“토지재정”의존행위로 인하여 주택가격의 폭

등 및 보장성주택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고, 

錢勝(2009)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가격 폭등 및 보장성주택 공급이 부족

한 문제는 지방정부가 토지양도수입과 부동산 관련 세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목적으로 토지양도가격 및 부동산가격을 의도적으로 상승시킬 내

재적 유인을 갖기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토지개발원가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되어 주택가격의 급등을 

초래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李保春(2010)에 따르면, 주

택가격의 폭등은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능력을 지속적으로 위축시켰고, 

8) 분세제(分稅財政管理體制)는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수입의 집중관리에서 중앙과 지방

  의 재정수입원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권(事權)을 

  명확히 구분한 후, 행정권과 재정권(財政)의 相應原則하에 전체 재정수입을 중앙재정 

  고정수입분(관세, 소비세, 세관에서 대신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중앙정부 소속 국영기

  업의 기업소득세, 지방은행, 외자은행 및 은행 이외 금융기구의 기업소득세 등) 및 지

  방재정 고정수입분(지방정부 소속 국영기업의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도시토지사용

  세, 고정저산조절세 등)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는 공통수입분(부가가치세: 75%는 

  중앙정부, 25%는 지방정부에 귀속 등 외)으로 구분하고 공통수입분에 대한 중앙과 지 

  방간 분할 또는 배분 비율은 일정한 주기 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 이에 따라 양자의 재정지출 기본금액을 확정한 후 지방정부의 중앙납부분과 중

  앙 정부의 지방보조금을 확정하며, 지방재정 고정수입분과 공통수입분을 합쳐 지방지

  출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전부 중앙재정에 상납하며 반대로 미달시에

  는 중앙재정으로부터 보조받는 제도이다(한상국, 1997,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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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주택의 공급부족은 중산층 이하의 주민들의 주택수요를 시장에서 

해결하게끔 하게 되어 높은 주택가격은 오히려 내수확대에 부정적 효과

를 미쳐 경제전체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3)  토지재정의 용도에 관한 선행연구

중국은 토지양도 수입을 통한 지출정책은 토지양도 수입정책에 비해 

늦게 제정 및 실행되었다. 1990년, 국무원에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국유토지사용권양도임시조례」9)와 1995년부터 실행한 「중화인민공

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에서는 토지사용권 양도금은 특별기금 관리방식

으로 재정예산에 편입되어 주로 도시건설, 토지개발, 도시기반시설에 사

용하도록 규정되었다. 그에, 일련의 정책 및 관리방법을 통해 토지양도

순수입의 15%를 농업토지개발에, 토지양도순수입 중 최소 10%를 보장성

주택건설에, 그리고 토지양도수입 중 각각 10%를 교육과 농경지 및 수

력건설 자금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錢坤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보장성주택에 사용하는 토지양

도금액은 실제 규정과 달리 지역별로 다양하며, 광둥성(広崬渻), 후난성

(湖南省), 네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등 지역은 매년 토지양도수입 중 

3%~5%이상의 자금만 추출하여 보장성주택건설에 사용하고, 허난성(河南
省), 장시성(江西省), 산시성(山西省) 등 지역은 토지양도수입 중 10%이상 

자금을 보장성주택건설에 사용한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보장성주택건설에 사용되는 금액을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토지양도수입은 27,464억(위안), GDP는 

401,202억(위안)으로서 토지양도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4%

이다. 토지양도 지출정책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토지양도수입 중 최소 

10%를 보장성주택건설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보장성주택건설 투자비

9)「중화인민공화국도시국유토지사용권양도임시조례」부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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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안팎에 불과하다. 반면, 싱가포르는 

1990년에 이미 보장성주택건설 투자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이상이다(劉廣平ᐧ陳立文, 2015).     

2.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선행연구

1) 경제적용주택 공급에 관한 선행연구

중국의 보장성주택은 분양주택10)과 달리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주택을 

시장가격으로 구매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가 직접 

출자하여 건설 및 구매하거나 혹은 정부가 디벨로퍼한테 일정한 인센티

브를 부여하여 디벨로퍼가 건설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중ᐧ저소득층에

게 분양 및 임대한다. 

보장성주택은 경제적용주택, 저가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

한다. 여기서 경제적용주택은 정부가 무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각종 행

정 및 세제상의 우대정책, 개발대출이율 혜택, 표준화된 건축 및 판매가

격의 엄격한 통제 등을 통하여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분

양주택이다.11) 

홍원표(2009)의 연구에 따르면, 베이징시를 사례로 경제적용주택에 필

요한 토지의 공급원은 장기적으로 농경지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도심지

의 기타용지를 주택용지로 전용하는 것이 개혁개방 초기에 빈번했던 공

정시설의 외곽으로의 재배치를 통해 어느 정도 완료되어 현재는 거의 없

는 상태고, 도심지의 토지는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타 용도와 경쟁이 심

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용주택용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

10) 분양주택(商品房)은 중국에서 80년대 발전하기 시작하여 시장경제하에 경영자격이 

    있는 부동산업체에서 토지양도를 통해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후 주택개발을 운영하

    여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11) 中國指數研究院數據信息中心，中國保障性住房研究報告(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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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고, 汪利娜(2009)에 따르면, 2002년부터 중국은 토지 입찰, 경

매, 공개판매제 시행 이후 토지가격은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따라서 지

방정부는 토지를 무상공급 하는 보장성주택 및 경제적용주택 개발에 공

급된다면 이익이 줄어드는 반면 동일한 토지를 분양주택 등 부동산 개발

에 공급된다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보장성주

택 건설규모에 영향요인에 관한 石光只ᐧ劉傳俊(2014)에 따르면 토지공급

면적, 주택투자액, 분양주택 평균판매가격이 보장성주택건설 규모와 상

관관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王波ᐧ蔣和勝(2016)의 연구에 따르

면, 대규모의 보장성주택공급은 수요측면에서 임대료 감소 및 투자수익

의 하락은 중ᐧ저소득층의 규모가 일정할 때 수요의 대체작용으로 인해 

분양주택의 거래의 양과 분양주택 가격이 감소된다. 반면, 공급측면에서 

토지 및 자금 등 생산요소가 제한적이므로 보장성주택공급 증가는 분양

주택의 개발원가와 분양주택 평균가격은 진일보로 상승하여 보장성주택

은 분양주택의 자원에 대한 구축효과를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토지양도수입과 보장성주택 융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토지양도수입은 

보장성주택 융자에서 주요한 자금출처이지만, 陈多长(2013)외 연구에 따

르면 현행 보장성주택 공급에 투자한 비용은 정책에서 규정한 토지양도

수입의 10%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하였고, 錢坤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용주택건설과 토지재정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왔으며, 刘广平ᐧ陈
立文(2015)의 토지재정의존과 보장성주택 및 분양주택가격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제적용주택공급량은 분양주택가격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이 나왔다. 

2)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선행연구

중국의 부동산업의 발전은 “토지재정”을 형성한 주요원인 중 하나이

며, 지방재정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이다. 부동산업 중 핵심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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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선행연구

토지재정에 

관한 선행연구

백승기(2015)
중국 지방정부 

“토지재정의존행위”의 분석

전상경(2014)
중국 지방정부 “토지재정”행위의 

정치경제

錢勝(2009) 中國地方政府經濟發展與土地財政
李保春(2010) 我國土地財政現象若幹思考
刘德炳(2014) 哪個省更依賴土地財政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에 

관한 선행연구

홍원표(2009) 중국 경제적용방 공급정책의 평가

汪利娜(2008) 重建住房保障的問題及對策 
石光只ᐧ劉傳俊

(2014)
保障性住房建設規模影響因素分析

王波ᐧ蔣和勝
(2016)

保障房建設對商品房價格的
傳導機制研究

錢坤ᐧ徐霞ᐧ徐
慧穎(2014)

保障性住房建設與土地財政關系的
實證研究

劉廣平ᐧ陳立文
（2015）

土地財政依賴，保障房與商品房
價格關系

陈多长ᐧ周宇霆
ᐧ虞晓芬(2013)

基於土地出讓收入的我國保障房融資
問題研究

劉琳(2002) 房地產市場互動機理研究

하는 분양주택은 전반 부동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

 토지양도와 부동산증량(增量) 양자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劉琳(2002)

의 연구에 따르면, 토지양도면적은 부동산증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지며 토지양도가격과 부동산가격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2-2>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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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토지재정”은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

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지방정부의 지나친 토지사용으로 “토

지재정”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그에 따른 토지 및 주택가격의 폭동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대규모 부동산개발은 오히려 중ᐧ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수요가 날로 부족하여 주거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지방정부의 “토지재정”행위는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재

정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지방부는 부동산

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중국 부동산업은 주택시장의 활성화

로 인한 원인보다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열행위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부동산 가격을 지

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정부는 계속하여 지가를 상승시켜 더 많은 

재정수입을 얻게 된다. 부동산가격 및 지가 상승은 토지재정을 확보하는 

효과를 주어 지방정부는 부동산가격과 토지양도가격을 높이는데 급진적

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장성주택 및 경제적용주택은 부동산시장의 일부분이지만 실

제 토지양도수입이 보장성주택 및 경제적용주택 공급에 대한 투입효과는 

낮으므로 지방정부는 보장성주택 및 경제적용주택 건설에 대한 자금조달

이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의존도

가 높아 유상양도 할 수 있는 용지에 우선 공급하므로 보장성주택 및 경

제적용주택에 필요한 토지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및 자금 

등 생산요소가 제한되기에 보장성주택 및 경제적용주택 공급의 증가는 

분양주택의 개발비용과 분양주택 평균가격을 상승하여 보장성주택 및 경

제적용주택은 분양주택의 자원에 대한 구축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면적, 토지재정과 분양주택

면적 및 가격 그리고 경제적용주택면적과 분양주택가격 등 관계에 대해

서는 많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면적 및 분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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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가격 이 3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주택공급에 있어서 

용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3자간의 연구는 미비하다.

토지재정은 토지의 유상양도를 통해 수입을 얻는다. 그러므로 용지면

적을 기준으로 주택 공급유형에 따른 경제적용주택 용지면적, 분양주택 

용지면적 및 토지재정 이 3자간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2-1> 토지재정과 지방정부 및 부동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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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국 토지재정 및 주택공급 현황분석

1. 토지재정 현황분석

1) 토지재정 형성배경 및 유발요인

(1) 토지재정 형성배경

개혁개방 전 중국 도시의 국가소유 토지는 행정획발12)에 의하여 분배

가 이루어졌다. 국가는 소유하가나 징용한 모든 땅을 무상 또는 무기한

의 방식으로 땅을 사용하는 이에게 제공이 되었다. 이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함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토지자원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申衛星외, 2013).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86년에「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을 반포하여 독립적인 토지행정관리기구를 설립하고“토지재정”권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1988년 헌법에 이르러서는 “토지사용권은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였고,13) 1990년

에 공포한 「도시의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임시조례」에서는 토지사용권

은 협의, 입찰, 경매 등 3가지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되어14) 토지재

정은 본격적인 발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 발전과 시장경제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토지

재정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지방정

부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2) 행정획발은 토지사용자가 토지 징수과정에서 일정한 철거보상 및 재정착 비용을 납

    부한 후 사용 혹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13) 1988년 「헌법」제10조 4항
14)「城鎮國有土地使用權出讓和轉讓暫行條例」제13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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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분세제(分稅制) 재정개혁은“재원의 중앙집권화, 업무의 지방

분권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재정권과 업무권의 부정합이 발생하

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게 되었고, 재정

압박에 직면한 지방정부가 고안해 낸 것이 이른바 “토지재정”이다. 중

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력을 보완해 줄 능력이 없으므로 토지재

정을 통한 예산외 수입의 확보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게 되었다(전상경, 

2014:129 재인용).

지방정부는 “토지재정”을 늘리기 위해 초기의 협의양도 방식으로 토

지양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협의양도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토지수입유실로 인한 부패와 회색수입을 초래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토지양도수입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국 국토자원부에서는 

1999년「입찰과 경매를 통한 국유토지 사용권의 양도 확산을 위한 통

지」, 2000년「국토자원부의 유형토지시장의 토지사용권의 규범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통지」 및 2001년 국무원의 「토지자산관리 강화에 대

한 통지」등 일련의 정책을 공포 및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건설

용지 사용권에 대한 교역관리제도가 발전하게 되었고, 그 후 안정적인 

토지제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申衛星외, 2013).

이상 정책은 토지양도의 시장화를 추진함으로써 토지재정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토지양도가격 상승과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초래

하게 되어 중ᐧ저소득층의 주택공급과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2) 토지재정 유발요인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의존행위가 유발하게 된 요인은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첫째, 분세제의 실시로 인해 재권(財權), 행정권(事權)15)의 불

균형으로 지방재정의 수입이 감소되고 지출은 날로 늘어나는 현상을 초

15) 행정권은 1급 정부(중앙, 성정부)가 공공사무와 공공시설 등 책임져야 할 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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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게 되었다.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1978년, 중국의 지방재정은 부단히 증가하는 

반면 중앙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1993년의 경우 총 세수

에서 중앙정부의 몫은 22.9%에 불과하였다. 중앙정부 세수의 축소는 지

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 약화,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부

족, 전국적 분배기능 수행을 위한 중앙의 세수부족 등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1994년 분세제 재정개혁을 추진하였으며(김의섭, 2006), 분세

제 개혁을 통해 세원이 크고 집중되어 있는 稅種은 중앙세로, 세원이 분

산되고 영세한 세종은 지방세로 규정하게 되었다. 

분세제의 실시는 재권과 행정권의 불균형을 발생하여 지방정부는 심각

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陣多長, 2014). 그 결과 <그림 3-1>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지출은 수입에 비해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앙과 지방재정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행정권 즉 의무교육, 기초의료, 도시기반시설 건설, 환경보호 그리

고 사회보장 등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지방정부로 이관되어 지출액이 크

게 증가하게 되었다(張彰, 2014).

  <그림 3-1> 2001~2010년 지방정부 재정수지 현황

출처: 중국통계연감(2001~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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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분세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으며 이를 개

선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부동

산개발과 토지양도에 의존하게 되었다. 토지양도를 통해 얻은 재정수입

은 예산 외 수입으로서 중앙에 상납하지 않으므로 지방재정수입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더 많은 토지양도수입

을 획득하기 위해 토지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결국 지방정부

는 토지재정을 통해 새로운 “세수재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둘째, 부동산업이 지방의 기간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4년, 중국 

국무원은「도시 및 농촌주택제도 심화개혁에 관한 결정」을 반포하여 중

국 부동산 시장화에 대한 주택제도 개혁의 붐을 일으켰으며, 이로써 중

국은 부동산업 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히 발전하게 되었다. 2003년,「부동

산시장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통지」에서는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촉진

시켜 내수시장 확대 및 투자 증대를 제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쾌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黃石松ᐧ陳紅梅, 2009). 

부동산개발 투자액은 2003년의 10,154억(위안)에서 2010년 42,267억(위

안)으로 연평균 24.9%로 증가하였으며, 당시 국내총생산액(GDP)은 

135,823억에서 101,202억(위안)으로 연평균 17%로 증가하였다. 즉 부동산

업의 증가속도는 국내총생산액의 증가속도에 비해 높은 것이다. 그 후 

해마다 부동산개발 투자는 상승하게 되었는데, <그림 3-2>에서 알 수 있

듯이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국내총생산액 중 부동산개발 투자액이 차

지하는 비중은 15%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형자산 투자16) 중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부단히 상승하였다. 

부동산개발 투자의 증가는 토지재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 <표 

3-1>에서 보다시피 2001년부터 2008년 사이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부동산업을 통한 수입은 지방재정의 50%~75% 차지하며, 그 중 토지

재정은 지방의 부동산수입 중 50~70%를 차지한다. 지방정부는 부동산업

16) 유형자산의 종류로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 차량운반구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로 토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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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토지

재정

부동산 

수입 

지방재

정수입  

지방재정 중 

부동산수입 

비중

지방부동산수입 

중 토지재정 

비중
2001 1,318 2,240 2,219 28.4 59.4

2002 2,454 3,723 3,678 43.2 66.7

2003 5,706 7,618 7,411 75.2 77.0

2004 6,459 8,932 8,787 73.9 73.5

2005 5,942 9,158 8,940 59.2 66.5

2006 8,109 12,187 11,860 64.8 68.4

2007 12,247 18,070 17,515 74.3 69.9
2008 10,414 17,309 16,474 57.5 63.2

을 기간산업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토지재정을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업을 

일방적으로 기간산업으로 발전시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초래하게 되었

다. 이는 주택공급에 있어서 중ᐧ저소득층의 주택구매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림 3-2> 2001~2010년 유형자산 및 GDP 중 부동산 투자비중

 출처: 2001~2010년, 중국통계연보

<표 3-1> 2001~2008년 지방정부 토지재정 및 부동산업 수입현황

출처: 骆祖春(2012:99)의 <표7-1>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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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재정 현황 및 기술통계 

(1) 토지재정 규모 및 의존도 현황

중국의 토지재정 규모는 주로 총 건설용지의 양도면적 및 양도금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림 3-3>은 2001년부터 2009년 사이 건설용지 양

도면적과 양도금액의 변화 추이를 보면, 토지재정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

며, 양도금액은 양도면적에 비해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토지가

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 2001~2009년 양도면적과 양도금액 추이

중국의 지역별 경제수준 및 도시화율 차이로 인하여 토지재정 규모가 

지방예산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도 다양하다. <표 3-2>에서 보듯이, 1999

년부터 2009년 사이 성ᐧ직할시별 지방예산수입 중 토지재정의 평균 비

율을 보면, 동부지구가 제일 높고 서부지구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동부지구의 도시화율 및 부동산업 등은 발전은 서부지구보다 

훨씬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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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성, 직할시 토지재정

동부지구

베이징 0.35
텐진 0.54

허베이 0.34
료닝 0.33

상하이 0.24
장쑤 0.61
저장 0.80
푸젠 0.49
산둥 0.38
광둥 0.21

하이난 0.32
평균 0.42

중부지구

지린 0.22
헤이룽장 0.13
산시 0.14

안후이 0.53
장시 0.39
허난 0.21

후베이 0.37
후난 0.31
평균 0.29

서부지구

네이멍구 0.14
광시 0.28
충칭 0.46
스촨 0.55

구이저우 0.17
윈난 0.2
시장 0.17
산시 0.23
간쑤 0.14

칭하이 0.11
닝샤 0.32
신장 0.13
평균 0.24

<표 3-2> 1999~2009년 지방예산수입 중 토지재정 비중

출처: 중국통계연보(1999~2009년) 

토지재정 규모가 클 수로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의존도가 높다. 이에 

중국경제연구원과 중국경제주간(周刊)에서 발표한 중국 23개 성시(省
市)“토지재정 의존도17) 순위”보고서에 의하면 저장(浙江, 66.2%)이 1위, 

톈진(天津, 64.5%)이 2위로 두 지역은 채무의 약 2/3를 토지재정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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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시, 현급 정부 토지재정 
의존도 순위

토지재정 
의존도(%)

저장 시급(11개), 현급(55개) 1 66.2

텐진 구,현(16개) 2 64.5

푸졘 시급(8개), 현급(67개) 3 57.1

하이난 시급(2개), 현급(12개) 4 56.7

충칭 구,현(36개) 5 50.8

베이징 구,현(14개) 6 50~60

장시 시급(11개), 현급(90개) 7 46.7

상하이 구,현(16개) 8 44.0

후베이 시급(13개, 현급(72개) 9 42.9

쓰촨 시급(18개), 현급(111개) 10 40

랴오닝 시급(13개), 현급(49개) 11 38.9

광시 시급(14개) 12 38.0

산동 시급(14개), 현급(81개) 13 37.8

장쑤 시급(13개), 현급(73개) 14 37.4

안후이 시급(16개), 현급(78개) 15 36.2

헤이룽장 시급(8개), 현급(18개) 16 36.1

후난 시급(14개), 현급(96개) 17 30.8

광둥 시급(19개), 현급(63개) 18 26.9

산시(陕西) 시급(10개), 현급(32개) 19 26.7

지린 시급(6개), 현급(18개) 20 22.9

간쑤 시급(10개), 현급(28개) 21 22.4

헤베이 시급(11개), 현급(59개) 22 22.1

산시(山西) 시급(6개), 현급(10개) 23 20.6

하고 있다. 의존도가 가장 낮은 산시(山西, 20.6%), 허베이(河北, 22.1%)도 

최소 1/5을 토지재정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표 3-3> 중국 23개 성시 토지재정 순위

출처: 刘德炳(2014), 哪個省更依賴土地財政

17) 토지재정 의존도=토지재정으로 상환을 약속한 채무/성·시·현급 정부의 총 채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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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비율(%) 2008 2009 2010 2011
토지양도 원가 지출  

(토지징수 및 철거 보상)
37.14 42.03 49.66 71.75

농업토지개발 및 농촌 

기반시설 지출 
16.28 18.99 8.33 7.14

교육자금 지출비중 - - - 0.60

농경지 및 수리건설 지출 - - - 0.37

도시건설 지출 29.84 27.10 27.92 18.11

보장성주택 지출 1.39

11.18

1.72 2.03

 부도 혹은 기업 구조조정 직원 

재정착 지출(공기업)
15.35 12.37 -

토지양도 관련 업무 지출 - 0.70 - -

(2) 토지재정 지출현황

토지양도수입의 지출현황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토지징수 및 철거 

보상에 대한 지출비중이 제일 높고, 그 버금으로 도시건설에 대한 지출

이다. 정책에 따르면 토지양도수입 중 최소 10%를 보장성주택에 지출하

도록 규정하였지만, 실제 지출현황을 보면 2%이내에 불과하였다<표 

3-4>.

<표 3-4> 2008~2011년 토지재정 지출구조

출처: 劉明慧ᐧ路鵬(2014), “地方土地財政收益分配：基本邏輯與轉型路徑”

(3) 토지재정 기술통계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부터 2009년 사이 중국의 토지재정수입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4>. 

여기서 토지재정수입은 주로 토지양도수입 즉 건설용지 사용권의 유상

양도를 거쳐 얻은 수입을 가리킨다. 건설용지 사용권은 행정획발과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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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양도된 건설용지사용권은 공업, 상업, 분양주

택 등 용지에 대해 입찰, 경매, 협의 등의 공개방식으로 토지를 양도한

다. 행정획발이 된 건설용지 사용권은 도시기반시설, 보장성주택 등 용

지를 말하며, 대부분 공익성을 띄어야 하며 토지의 양도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18) 

<그림 3-4> 1999~2009년 중국 토지재정 수입현황

         출처: 중국통계연감(1999~2009년)

중국의 총 건설용지는 유상양도 및 행정획발로 구성되었다.<그림 3-5>

에서 보듯이 양도된 건설용지는 공업, 상업, 분양주택 등 용지로서 주로 

토지의 양도를 거쳐 토지재정을 증가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획발된 건설

용지는 주로 무상배분으로서 공공시설, 인프라 시설, 보장성주택(경제적

용주택), 특수용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3-5>에서 2003년과 2013년 두 연도의 용지별 양도면적과 양도금액

을 비교한 결과 공업, 상업, 분양주택 등 용지의 총 양도 면적 및 가격

은 95%이상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토지의 유상양도를 거쳐 공

급하므로 양도 면적과 금액이 높은 반면, 도시기반시설, 보장성주택 및 

특수 용지 등은 대부분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에 극소수의 토지만 양

도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18) 參見「城市房地產管理法」第3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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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별
양도면적(ha)

양도금액

(억위안)

양도면적

비율(%)

양도금액

비율(%)

2003 2013 2003 2013 2003 2013 2003 2013

공업 99,435 187,385 1,247 4,055 52.15 50.54 23.26 9.32

상업 39,082 65,381 1,386 13,015 20.50 17.63 25.85 29.93

분양주택 43,323 105,308 2,589 25,623 22.72 28.40 48.28 58.92

기반시설 7,215 12,011 108 654 3.78 3.24 2.01 1.50

보장성

주택
- 526 - 134 - 0.14 - 0.31

특수 1,618 185 32 6 0.85 0.05 0.60 0.01

계 190,673 370,796 5,361 43,487 100.0 100.0 100.0 100.0

<표 3-5> 2003, 2013년 용도별 양도 면적 및 금액 비교 

출처: 중국 국토자원통계연보(2003, 2013)

<그림 3-5> 총 건설용지와 토지재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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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설용지 중 

용지별 차지하는 

비율(%)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변동

계수

공업용지 61.34 3.73 65.07 33.09 11.68 0.35

분양주택용지 37.21 3.72 40.93 18.38 7.14 0.39

상업용지 21.90 1.82 23.72 8.46 3.91 0.46

경제적용주택용지 22.23 0.06 22.28 2.85 2.88 1.01

인프라 시설용지 70.92 1.07 71.99 22.60 14.08 0.62

공공시설용지 44.74 3.18 47.92 13.24 6.59 0.50

도시 270 　

중국은 총 건설용지 및 용지별 공급 차이로 인하여 도시별 토지재정 

규모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270개 도시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3

년 사이 4년 평균 용지별 공급비율을 분석하였다. <표 3-6>에서 보듯이, 

총 건설용지 중 인프라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20.67%)이 제일 높고, 그 

버금으로 공업(33.09%)과 분양주택(18.38%)이다. 표준편차를 보면 인프라 

시설(14.08)이 제일 높게 나왔고, 그 버금으로 공업(11.68)이 높게 나왔다. 

여기서 인프라 시설, 공업, 분양주택 및 경제적용주택 등 비율의 표준편

차가 큰 이유는 중국이 급속한 공업화 및 도시화과정에서 개발규모가 다

양하므로 도시별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표 3-7>에서 볼 수 있는데 토지재정 표준편차가 크게 나왔으며, 토

지재정 최댓값과 최솟값의 비례를 보면 대략 450배 차이로 도시별 토지

재정의 격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총 건설용지

는 다양한 도시화과정에서 건설용지면적과 개발규모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표 3-6> 2009~2013년 4년 평균 용지별 공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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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만위안) 13,333,586

최솟값 29,678

최댓값 13,363,264

최댓값/최솟값 450 

평균(만위안) 1,127,510

표준편차 1,835,218

<표 3-7> 270개 도시 토지재정 기술통계

2. 주택공급 현황분석

1) 중국 주택공급 정책현황

중국의 주택정책은 개혁개방 이후부터 1998년 이전까지 임대료 인상과 

주택가격의 할인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이전의 주택제도의 토대인 주택실물분배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

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근로

자에 대한 주택제공 등 의무에 따른 재정부담은 결국 주택의 시장화 길

을 모색하게 되었고, 1998년부터 “주택분배 화폐화정책”이 시행에 들

어가 주택의 실물분배가 사라지고 새로운 주택공급 체계가 형성되었다

(백승기, 2003). 중국의 주택공급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제1단계는 계획경제(1949~1978)단계이다. 건국 이후 주택제도는 국가계

획, 무상분배, 저임대료,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실물복지이다. 이 제도

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심각한 폐단과 모순이 있다. 이 

제도의 근본문제는 국가가 도시주민들에게 주택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

서 결국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객관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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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의 발전이 느려지는 문제가 있다. 저임대료 제도는 월세가 저렴

하기에 국가가 주택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지불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주

택건설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없었다. 이외 매년 많은 보조금을 투입

해야 했기에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도시주

택제도에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고, 체제전환의 실현을 통해 새로운 주택

제도를 설립하고 주택의 시장화 실현이 필요하게 되었다(範誌勇，2008). 

제2단계는 주택개혁단계(1979~1998)이다. 개혁개방 이후 주택개혁이 본

격적으로 추진 된 것은 1978년 9월 “도시주택건설공작회의(城市住宅建
設工作會議)”에서 개혁방침을 공포한 후, 1987년 국무원에 의해 중국의 

煙臺, 蜂埠, 唐山, 審陽 등 4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주택제도개혁이 이

루어졌다(백승기, 2003). 

(1) 주택가격의 할인

주택가격 할인은 보조금 없이 주택건설원가 전액을 분양가격으로 정하

게 되었다. 주택의 분양방식은 중앙정부가 주택건설 자금을 지원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후, 개인에게 건설원가를 분양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건설원가로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주민소득에 비해 너무 높아 분양실적이 부진했다. 게다가 당시에는 전통

적인 공유주택에 대한 저임대료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공공주택의 분양은 부진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공공주택의 실제 가격에서 30%~67% 할인율을 적용하기도 했지만 판매부

진을 극복하지 못했다(전현택, 2001).

(2) 임대료 인상 및 주택자금 지원 

중국 정부는 1987년에 煙臺시 등 3개 지역을 주택임대료제도 개혁의 

시범으로 지정되었으며, 핵심내용은 “임대료 인상과 보조금 지급,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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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분양의 결합, 임대료 인상을 통한 분양촉진”이었다(백승기, 2003).

煙臺시는 1987년 8월 1일부터 68,085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임대료가 1㎡당 1,28위안 인상되었다. 

이 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보다 0.13위안 높은 것이었다. 이 방법은 공공

주택을 판매한다는 목적에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지만, 불법적으로 공

공주택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던 주민들에게 주택 한 개 이외에는 포기

하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다(전현택, 2001).

 종합해보면 중국의 시장화 전략은 “가격조정을 통한 시장화”와 

“다양한 소유제 도입을 통한 시장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택 임대가

격이 1980년부터 1999년까지 6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시장임대가격에 다 

다르지 못함으로써 가격조정을 통한 시장화는 실패하였다. 후자의 경우

도 시장경제 속성이 강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상품으로 주택을 공급하였

지만 단위(單位)가 다시 그 상품을 구입하여 공유주택으로 판매함으로써 

일반적 시장화의 두 가지 방법 모두 실패하게 되었다(전현택, 2001).

제3단계는 주택제도 시장화단계(1998~現)이다. 1998년 이후 실물주택 

분배제도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면서 주택상품화와 주택시장의 활성

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장화 운영은 주민의 주거 환경을 많이 

개선을 하는 동시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 주택상품화는 부동산

업의 과열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일부 도시들은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조절하고 중ᐧ저소득계층을 위해 

1998년 7월, 국무원은 「도시주택제도개혁 심화와 주택건설의 가속화에 

관한 통지」19)를 정식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정책의 핵심은 최저소득가

구는 정부 혹은 기관에서 제공한 저가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중·저소득가

구는 경제적용주택을 구입하게 되고 고소득가구는 분양주택을 매매함으

로써 새로운 주택보장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갖추어지게 되었다(朱亞鵬, 

2008). 

19)「國務院關於進壹步深化城鎮住房制度改革加快住房建設的通知」,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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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무원(國務院) [도시저소득주택난에 관한 몇 가지 의견]20)에서 

주택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가 제기되었고, 의견에 따라 도시 저

가임대주택제도를 정밀하게 수립하고 경제적용주택제도를 규범화시켰다. 

도시에서는 주택건설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주택이 착공되었다. 예를 

들면, 면적 90㎡이하의 주택 비중이 반드시 총 주택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저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중소규모 분양주택의 건설

용지는 연간 주거용지 총 공급량의 70%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도시건설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가 2009~2013년에「저소

득임대주택자금관리방법」,「경제실용주택관리방법」,「저소득임대주택

보장기획에 관한 통지」,「공공임대주택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등 공문이 연속적으로 반포됨으로써 중국은 경제적용주택, 저가임대주

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택보장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류관남

ᐧ심성훈, 2014).

2)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현황 

 (1) 경제적용주택 공급현황

 경제적용주택은 1994년 중국 건설부, 재정부, 국무원 주택개혁조직에

서 공포한「도시경제적용주택 건설관리방침」에 따라 정부가 자금 및 정

책성 대출을 제공하였다. 토지는 행정배분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주택설계와 기능은 주민의 기본생활수요를 충족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건설 및 공급한다. 주택 가격은 건설 및 공급을 주관하는 행정

기관과 물가부문의 건설원가를 근거하여 정한다(高燕衡, 2012). 

 중국의 경제적용주택 공급현황을 보면 경제적용주택 준공면적은 중국 

전체 주택준공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의 26%로 최고 정점에 

20)「國務院關於解決城市低收入家庭住房困難的若幹意見」,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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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했다가 그 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으며 2009년에는 6%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그림 3-6>. 

 <그림 3-6> 1996~2009년 중국 주택준공면적 중 경제적용주택 비중

출처: 保障性住房的模式選擇與政策支持, CRIC 研究部, p.28, 2010

(2) 분양주택 공급현황

중국은 주택개혁을 통해 주택시장을 가속화하고 앞서 주택공급에 관한 

많은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기존 주택의 실물분배가 사라지고 새로운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분양주택 공급과 판매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표 3-7>에서 보듯이,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분양주택 공급면적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양주택 판매액은 공급면적에 비해 높은 상승

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주택 공급의 증가로 인해 평균 1인당 주거면적도 늘어났고, 주택

건설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고되었다. 또한 주택금융 업무

의 신속한 발전과 주택소비주체의 변화로 개인이 주택대출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개인이 상품주택을 구입하는 비율이 대폭 증가되었다.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부터 2004년 사이 개인이 분양주

택을 구입하는 면적은 1985년의 14%에서 2003년의 96%로 증가했다. 이

러한 개인 주택매매 시장의 활성화는 주택 상품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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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비율(%)
1985 14
1995 53
1999 61
2000 89
2003 96

         <그림 3-7> 2005~2014년 분양주택 공급면적 및 판매액 추이 

          출처: 중국통계연감(2005~2014년)

<표 3-8> 분양주택 개인구매 비율 추이

 
출처: 백승기(2003) 162

3)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기술통계

중국은 전체적인 주택공급에 있어서 경제적용주택 공급은 해마다 감소

하는 추세이고 반면 분양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270개 도시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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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별

용지공급면적
2009 2010 2011 2013

주택용지 81,548 115,272 126,452 141,966
분양주택 69,089 97,887 103,696 112,913
보장성주택 11,737 16,673 22,359 28,928
경제적용주택 10,343 13,292 16,238 22,072
주택용지 중 분양주택 

비중(%)
84.7 84.9 82.0 79.5

주택용지 중 경제적용

주택용지 비중(%)
12.7 11.5 12.8 15.6

보장성주택용지 중 경

제적용주택용지 비중(%)
88.1 79.7 72.6 76.3

2013년 사이 주택유형별 공급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한 결과 <표 

3-9>에서 보듯이, 주택용지 공급면적은 해마다 증가하지만 주택공급 중 

경제적용주택 비중은 분양주택에 비해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보장성주택용지 공급 중 경제적용주택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보장성주택공급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경제적용주택이 

주요한 주택보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9>  2009~2013년 270개 도시 주택유형별 공급현황

출처:「중국 국토자원통계연감」을 참조하여 통계함

주: 2012년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은 이유로 2012년 데이터 제외

실제 270개 도시 중 경제적용주택 용지가 많이 공급되는 상위 20위 도

시를 분석한 결과, <표 3-10>에서와 같이 경제적용주택 공급용지가 많을

수록 분양주택 공급용지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분양주택과 경제적용주택 

간의 공급비례를 보면 차이가 크지 않다. 반대로 <표 3-11>는 분양주택 

용지가 많이 공급되는 상위 20위 도시를 분석한 결과, 분양주택 공급용

지가 많을수록 경제적용주택 공급용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따라서 분양

주택과 경제적용주택 간의 공급비례의 격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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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도시
경제적용주택

용지면적(ha)

분양주택

용지면적(ha)

분양주택/

경제적용주택

1 重慶 585.50 2,477.53 4

2 寧波 487.42 1,006.22 2

3 南京 475.36 429.72 1

4 杭州 399.79 1,033.04 3

5 天津 390.44 1,459.00 4

6 武漢 339.44 1,053.79 3

7 成都 337.69 886.50 3

8 蕪湖 307.07 322.43 1

9 鄭州 260.85 818.91 3

10 贛州 246.31 275.99 1

11 長春 234.82 851.25 4

12 合肥 221.46 382.89 2

13 蘇州 218.73 1,225.62 6

14 青島 215.06 1,384.93 6

15 無錫 200.85 685.69 3

16 淮南 194.30 156.07 1

17 臨沂 173.91 1,036.89 6

18 溫州 165.93 374.00 2

19 銀川 159.96 389.93 2

20 葫蘆島 157.66 330.69 2

<표 3-10> 2009~2013년 4년 평균 경제적용주택 상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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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도시
분양주택

용지면적(ha)

경제적용주택

용지면적(ha)

분양주택/

경제적용주택

1 重慶 2,477.53 585.50 4

2 濰坊 1,867.87 10.49 178

3 煙臺 1,585.94 28.25 56

4 沈陽 1,503.33 15.44 97

5 大連 1,463.72 145.72 10

6 天津 1,459.00 390.44 4

7 青島 1,384.93 215.06 6

8 鹽城 1,230.90 25.41 48

9 南通 1,230.60 100.44 12

10 蘇州 1,225.62 218.73 6

11 營口 1,109.00 120.86 9

12 威海 1,097.86 9.17 120

13 鄂爾多斯 1,084.71 91.67 12

14 武漢 1,053.79 339.44 3

15 臨沂 1,036.89 173.91 6

16 杭州 1,033.04 399.79 3

17 寧波 1,006.22 487.42 2

18 哈爾濱 993.93 106.52 9

19 廊坊 910.61 11.13 82

20 成都 886.50 337.69 3

<표 3-11> 2009~2013년 4년 평균 분양주택 상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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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중국은 분세제 실행 후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수입에 비해 훨씬 높아

지고 따라서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재정난을 개선하

기 위해 중앙에 상납하지 않는 토지재정에 의존하게 되었고, 지방정부는 

더 많은 토지양도수입을 획득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용지를 공급하게 되

어 도시규모가 급격히 확장하게 되었다. 도시규모의 확장은 인구가 급속

하게 성장하게 되어, 이에 따른 주택수요를 야기하게 되었다. 

토지재정은 건설용지의 양도를 통해 토지양도수입을 얻는다. 그리고 

토지양도수입은 토지징수 및 철거, 토지개발, 농업 및 농촌 토지개발, 도

시건설과 그리고 보장성주택 건설에 지출한다. 여기서 토지재정의 재원

으로 되는 건설용지로는 주로 공업, 상업, 분양주택 용지이고, 토지재정

의 지출에 의존하는 용지는 도시 인프라 시설 및 보장성주택 용지이다.

주택공급 현황을 보면 경제적용주택을 포함한 보장성주택 공급은 전체 

주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분양주택 공급에 비해 격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도시별 도시화율 및 개발규모가 다양하므로 총 

건설용지를 통제한다. 이외 도시의 인구규모 및 소득수준을 통제하여 주

택공급에 있어서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의 공급용지 차이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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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관계분석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중국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테이터 베이스”(中國經濟
與社會發展統計數據庫)21)에서 제공하는 중국통계연감(中國統計年鑒), 중

국국토자원통계연감(中國國土資源統計年鑒), 중국재정연감(中國財政年鑒), 

중국부동산연감(中國房地產年鑒), 지방통계연감(地方統計年鑒)등 데이터

를 참고로 분석을 진행하였다.22) 

중국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테이터 베이스(中國經濟與社會發展統計數據
庫)는 중국지식기초공정(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이하 

CNKI)에서 발행한 자료이다. CNKI는 1999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칭화대

학(清華大學)이 주도하고 중국 교육부, 과학기술부, 신문출판본부(新聞出
版總署),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 국가계획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학술계, 

교육계, 출판계, 도서정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구축하였다, 

CNKI는 중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공신력 있는 지식정보를 교류하고 과학

적이고 합리한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23) 

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도시화율이 상대적으로 높

은 270개 성급ᐧ지급 도시를 선정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4년 

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부 도시의 데이터가 집계과정에서 존재

하는 결측값을24) 보완하기 위함이다.

21) http://data.cnki.net

22) 여기서 중국통계연감, 중국국토자원연감, 중국재정연감은 중국 국가통계국, 국토자원

   부 및 재정국에서 집계 및 편집하였고, 중국부동산연감은 중국부동산협회를 비

   롯한 전문가들이 구성하여 집계 및 편집하였다.

23) http://cnki.net/gycnki/gycnki.htm
24) 여기서 결측값은 존재하지 않는(null) 값의 일종으로, 변수(variable) 등이며 값은 존재

   하는 것이지만, 그 시점에서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값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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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용주택의 재원이 되는 토지재정은 시간이 흐

를수록 증가하지만 경제적용주택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는데 대한 문제의

식을 갖고, 실증분석을 통해 토지재정과 주택공급 유형에 따른 경제적용

주택과 분양주택 3자간의 관계 및 경제적용주택이 감소하는 이유를 밝히

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분석경로가 있다. 첫 번째는 분양주택 공급용

지는 토지양도를 거쳐 토지재정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토지재정의 증

가로 인하여 경제적용주택공급이 증가하는 효과, 두 번째는 분양주택 공

급용지가 증가가 경제적용주택 공급용지에 제공되는 토지를 대체하는 효

과이다. 최종 목적은 이 두 효과 간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분양주택이 증가하면 토지재정의 증가에 도움이 되

므로 분양주택과 토지재정 관계는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예측

된다. 토지재정이 재원이 되는 경제적용주택은 토지재정이 증가하면 따

라서 증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토지재정과 양(+)의 상관관계일 것으로 예

측된다. 

반면,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재정 의존행위”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

화 되고 따라서 토지 상품화의 심화과정에서 무상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보장성주택 및 경제적용주택 공급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였다. 그러므로 

동일한 주택공급에서 분양주택과 경제적용주택 간에 음(-) 상관관계가 

나타나면 주택용지 공급측면에서 대체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측된다.

토지재정,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3자간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총 건설용지, 1인당 GRDP25), 도시 인구밀도 통제변수로 추가하고 인과

25) 여기서 GRDP는 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으로 국내총생산

   (GDP)과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한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추계하는 공통점이 있으

   나,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자료가 일부 상이하고 자료이용방법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 39 -

관계를 구조화하여 경로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1인당 GRDP와 도시 인

구밀도가 증가하면 도시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며 토지수요가 많아

지므로 도시의 총 건설용지도 따라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총 건설용지, 1인당 GRDP, 도시 인구밀도와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

택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주택공급은 총 건설용지 공급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1인당 

GRDP는 도시의 소득수준을 반영하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주민

의 주택구매력이 증가하게 되기에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간에 양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도시 규모의 증가는 인구밀도가 증

가하게 되고 따라서 주택수요도 증가하기에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간에 양(+)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3. 변수 구성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3자간의 관계에서 종속변수는 

경제적용주택용지 면적이고, 설명변수는 분양주택용지 면적이다. 그리고 

토지재정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분양주택공급이 경제적용주택공급에 영

향을 주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경로분석에 활용된 통제변수로는 총 건설용지, 1인당 GRDP 및 도시 

인구밀도를 선정하였다. 총 건설용지를 통제변수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중국의 다양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별 총 건설용지 공급의 차이가 크고 

총 건설용지 공급이 높을수록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택공급에서 경제적용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차이를 총 건설

용지로 통제하였다. 

중국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규모뿐만 아니라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되

었다. 도시인구는 대부분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하여 증가하였으며 도

시인구의 증가는 주택수급 문제를 야기한다. 토지재정은 도시의 대규모 

부동산개발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분양주택과 보장성주택의 공급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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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변동
계수

토지
재정
(만위안)

13,333,586 29,678 13,363,264 1,127,510 1,835,218 1.6

1인당GDP
(위안)

151,542 6,511 158,053 36,697 23,078 0.6

총 건설
용지
(만㎡)

13,057 230 13,286 1,745 1,581 0.9

분양주택
(만㎡)

2,446 32 2,478 326 336 1.0

경제적용
주택
(만㎡)

585 0.43 586 52 82 1.6

인구밀도
(명/k㎡)

9,837 32 9,869 985 1,023 1.0

도시 270개

차가 심해졌다. 또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중ᐧ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부족은 도시의 주거양극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도시 인구밀도

와 1인당 GRDP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주거양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용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의 차이를 통제한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3-2>와 같다. 기술통계

에서 단위가 다양하므로 변동계수로 상대적인 편차를 비교하였는데 이 

중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용지의 변동계수(1.6)가 동일수치로 제일 높

게 나왔다. 이는 270개 도시의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의 편차가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 변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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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1)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3자간의 인과관

계를 알아보며, 경로분석을 진행하기 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3자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4-1>에서와 같이 270개 도시의 분양주택과 토지재정 간의 산포

도를 본 결과 분양주택 공급용지와 토지재정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다.

<그림 4-1> 토지재정과 분양주택 산포도

<그림 4-2>는 270개 도시의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간의 산포도로

서, 경제적용주택 공급용지와 토지재정 간의 상관관계는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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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산포도

<그림 4-3>는 270개 도시의 분양주택과 경제적용주택 간의 산포도로

서,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공급용지 간 산포도와 마찬가지로 상관관

계가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분양주택과 경제적용주택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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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와 같이 270개 도시의 주택공급 중 분양주택 용지비율과 

경제적용주택 용지비율 간의 산포도를 본 결과, 분양주택의 용지비율이 

증가하면 할수록 경제적용주택 용지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4-4> 주택용지 중 분양주택과 경제적용주택 비율 산포도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4-2>에서와 같이 1인당 GRDP

와 인구밀도 간의 상관관계를 제외 한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

(+)의 상관관계가 나왔다. 이 중 토지재정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분양주

택(0.729)이 제일 높게 나왔고,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은 각각 총 건

설용지 간의 상관관계가 제일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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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정

경제적

용주택

용지

분양

주택

용지

총 

건설

용지

1인당

GRDP

인구

밀도

토지

재정

상관계수 1 .667** .729** .716** .512** .204**

유의수준 　 .000 .000 .000 .000 .001

경제적

용주택

용지

상관계수 .667** 1 .570** .672** .338** .139*

유의수준 .000 　 .000 .000 .000 .022

분양주

택용지

상관계수 .729** .570** 1 .903** .425** .177**

유의수준 .000 .000 　 .000 .000 .004

총 

건설용

지

상관계수 .716** .672** .903** 1 .439** .138*

유의수준 .000 .000 .000 　 .000 .024

1인당

GRDP

상관계수 .512** .338** .425** .439** 1 .118

유의수준 .000 .000 .000 .000 　 .053

도시 

인구

밀도

상관계수 .204** .139* .177** .138* .118 1

유의수준 .001 .022 .004 .024 .053 　

도시 270

<표 4-2> 변수 상관관계

주: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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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분석

경로분석은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

델(설명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을 설정하고 

그 연구모델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경로분석은 설명

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로 구성 된 모델을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기초

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통계분석방법이다.26) 또한 경로분석에서는 경

로도(path diagram)을 구축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시각적으로 표

현한다(이희연ᐧ노승철, 2013).

본 연구의 경로분석은 <그림 4-5>와 같이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3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음 두 가지 분석경로를 거친다. 

경로1: 분양주택 공급용지가 증가하면 토지재정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

서 경제적용주택 공급용지가 증가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경로2: 분양주택이 증가함에 있어서 경제적용주택 공급에 제공하는 토

지를 대체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그림 4-5>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관계

26) 채구목(2014), 「SPSS와 AMOS를 이용한 고급통계학」, 양서원: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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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3자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력을 높이기 위해 <그림 4-6>과 같이 총 건설용지, 1인당 GRDP, 인구밀

도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그림 4-6> 분석 경로도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로그변수로 변환하여 경로분석을 진행

하였다. 로그변환은 극단값(extreme value)의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변수

들의 분산을 안정화하며 우편향(positively skewed)분포를 갖는 변수를 정

규분포화 할 수 있다.27)

본 연구의 경로분석은 stata1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추정한 결과,

<그림 4-7>과 <표 4-3>에서 같이 분양주택과 경제적용주택 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왔다. 토지재정과 분양주택용지 간 양

(+)의 상관관계, 경제적용주택용지 간에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27) 고길곤(2014),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문우사: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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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Std. Err. z p>｜z｜

토지재정        ← 분양주택용지 1.206 0.044 26.85 0.000

경제적용주택용지← 토지재정

                   분양주택용지  

                   총 건설용지

                   1인당GRDP  

                   도시인구밀도

0.031

-0.386

1.238

0.216

0.146

0.120

0.186

0.193

0.140

0.088

0.26

-2.07

6.39

1.54

1.65

0.792

0.038

0.000

0.124

0.098

분양주택용지    ← 총 건설용지

                   1인당 GRDP

                   도시인구밀도

0.917

0.723

0.186

0.037

0.047

0.027

24.25

1.52

6.74

0.000

0.128

0.000

총 건설용지     ← 1인당 GRDP

                   도시인구밀도

0.530

0.197

0.693

0.042

7.65

4.59

0.000

0.000

 
<그림 4-7> 경로모형

<표 4-3> 경로모형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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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statistic Value Description

Likelihood ratio

chi2_ms(3)

p>chi2

chi2_bs(14)

p>chi2

 

81.109 

0.000

1054.560

0.000

model vs. saturated

baseline vs. saturated

Population error

RMSEA

90% CI, lower bound

upper bound

pclose

0.311 

0.254

0.371

0.000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Probability RMSEA <= 0.05
Information criteria

 AIC 

  BIC

 

3284.054 

3352.424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aseline comparison

CFI 

  TLI  

 

0.925

0.650 

Comparative fit index

Tucker-Lewis index

Size of residuals 

 SRMR

CD 

0.044

0.394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경로모형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아래와 같이, CFI(0.925)/TLI(0.650)의 

값은 1에 가깝고, SRMR은 0에 가까우므로 모형은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표 4-4>. 그리고 <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 모형

의 설명도는 39%로 다소 높게 나왔다.

<표 4-4> 경로모형 적합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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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vars
 Variance  

fitted   predicted   residual  R-squared

observed  

            토지재정

    경제적용주택용지

        분양주택용지

         총 건설용지

1.4645   1.0655     0.3990

1.7480   0.5875     1.1604

0.7321   0.5813     0.1507

0.5326   0.1425     0.3901

0.72

0.33

0.79

0.26

 overall 0.39

<표 4-5> 경로모형 결정계수

3) 분석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경로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분양주택용지→토지재정: 분석한 결과 분양주택용지 증가는 토지재

정을 증가한다. 이는 분양주택 토지를 분양하여 시장에 공급함으로서 토

지재정의 재원이 되는 역할을 한다.

(2) 토지재정, 분양주택, 총 건설용지, 1인당 GRDP, 도시인구밀도→경

제적용주택용지: 분석한 결과 총 건설용지 및 도시인구밀도가 증가할수

록 경제적용주택이 증가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반

면, 토지재정 및 1인당 GRDP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용주택용지가 증가

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그리고 분양주택용지

가 증가함에 있어서 경제적용주택은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토지재

정의 증가는 경제적용주택용지의 증가에 큰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분양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용주택에 공급하는 토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총 건설용지 1인당 GRDP, 도시인구밀도→분양주택용지: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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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총 건설용지 및 도시인구밀도의 증가와 분양주택용지의 증가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다. 반면 1인당 GRDP와 분양주택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4) 1인당 GRDP, 도시 인구밀도→총 건설용지: 분석한 결과 1인당 

GRDP 및 도시 인구밀도의 증가는 총 건설용지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이상 경로분석을 정리해보면 중국의 토지재정은 증가하지만 경제적용

주택 공급용지가 감소하는 이유는 토지재정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용주택 

공급용지 증가 효과보다는 분양주택이 경제적용주택 공급용지를 대체하

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경제적용주택 공급용지가 감소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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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지나친 토지사용 및 토지양도로 인하

여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을 야기하였다. 토지재정은 토지 양도를 통

해 얻는 수입으로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늘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

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 도시화 과정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의존도”를 상승시키고 주거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부동산 산업의 

핵심인 분양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용주택을 포

함한 보장성주택 공급은 해마다 부족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용주택의 재원이 되는 “토지재정”은 시

간이 흐를수록 증가하지만 경제적용주택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의

식을 갖고 중국의 270개 도시를 선정하여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지재정,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3자간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경제적용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경로분석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분석이 있다. 첫 번째는 분양주택 공

급의 증가에 따라 토지재정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용주택 공급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효과이다. 분석한 결과 분양주택 공급의 증가는 토지

재정이 증가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고, 토지재정의 증가는 

경제적용주택 공급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두 번

째는 분양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용주택 공급에 제공되는 토

지를 대체하지에 대한 효과이다. 분석한 결과 분양주택과 경제적용주택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이는 분

양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용주택에 제공되는 토지를 대체하

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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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분석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용지, 1인당 GRDP, 도시 인구

밀도를 통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총 건설용지를 통제한 이유는 도시

별 건설용지 공급의 차이가 크므로 건설용지 공급이 높을수록 도시개발

이 활발하게 진행되기에 경제적용주택과 분양주택의 개발규모와 공급용

지 간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중국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규모뿐만 아니라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되

었다. 도시 인구는 대부분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하여 발생하였으며 도

시 인구가 늘어날수록 주택수급 문제를 야기한다. 토지재정은 도시의 대

규모 부동산개발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분양주택과 보장성주택

의 공급의 격차가 심하게 되었다. 또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중ᐧ저소득층

을 위한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도시의 주거양극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도시 인구밀도와 1인당 GRDP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주거양

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용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의 차이를 통제하

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바 중국의 경제적용주택이 감소하는 이

유는 제한된 토지공급에서 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용주택에 제공

하는 토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용지의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토

지재정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를 보완하였다. 또한 

“토지재정”행위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의존도가 높아지고 

중ᐧ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실정에 대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국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건설용지 특징, 중국 지

방정부의 “토지재정”의 현황 및 대규모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보장성주

택과 분양주택 현황을 통해 중국의 토지재정과 주택유형별 공급 간의 관

계를 이해하는데 있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 경제적용주택의 재원이 되는 “토지재정”

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이에 비해 경제적용주택 공급의 감소하는 것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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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용주택에 공급되는 토지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을 내세워 공

간 도시화로부터 인구 도시화 전환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도시화

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1억명의 농민을 도시로 

유입하는 것이다. 이에 향후 중국의 도시화과정에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

이며 특히 중ᐧ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주택의 수요도 따라서 늘어날 전

망이다. 그러므로 향후 경제적용주택을 포함한 보장성주택용지 공급이 

필요할 것이며 보장성주택용지 공급의 증가는 일정한 측면에서 “토지재

정”으로 인한 분양주택 가격을 억제하고 완화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간의 관계에서 건축

면적이 아닌 용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용지에 대해 도시별 평당 양

도가격이 다르기에 지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데이터의 부재로 연

구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총 건설용지 및 분양주택 개발에 관한 활성

화는 도시별 지방세수의 차이를 통제하는 지방의 재정자립도 변수가 필

요하지만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 제외

되었다. 또한 도시별 경제적용주택의 건축면적과 판매가격에 대한 데이

터가 구축되면 향후 연구에서 진일보로 보완이 될 수 있다. 

보장성주택건설에 관한 정책에 의하면 토지양도수입에서 최소 10%를 

보장성주택에 건설에 지출할 것으로 규정을 한바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

를 보면 실제 지출한 비율은 규정에 비해 훨씬 낮게 나왔다. 그리고 보

장성주택 중 경제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각각의 지출비율에 대

해 명확한 규정과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기에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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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中國土地財政與經濟適用房及商品房

供給關系的實證研究

　　　　　　　　　　　　　　　　　　　　　　　    

                                            

金承華

　　　　　　　　　　　　　  環境大學院環境規劃系　

　　　　　　　　　　　　　　　城市與區域規劃專業

　　　　　　　　　　　　　　　　　　首爾國立大學

　進入2000年以後，中國的城市化呈加速發展趨勢，城市經濟不斷上

升。隨著城市經濟的快速發展和城市人口的快速增加，城市規模需要不

斷擴張，而城市規模的擴張必然會引起城市土地需求的大量增加。為了

滿足城市土地需求，中國的地方政府以大規模增加土地供應的方式推進

城市建設。

  目前中國在城市化過程中過分依賴土地供應及土地出讓來滿足城市建

設的需求，這將導致地方政府依賴“土地財政”。土地財政是通過出讓土

地來獲得土地收入，同時增加地方財政的需求，是地方財政的重要收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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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段，且逐年上升趨勢。

  與此同時，在城市化過程中大規模房地產開發提升了地方政府的土地

依賴度，而且導致了居住兩極化。近年來，中國大部分城市住宅供應來

看商品房供應不斷上漲，而保障性住房供應逐年下降。從2009年開始，

為解決保障性住房供應問題，政府規定將土地出讓凈收益的10%用於廉租

房等城市住房保障資金。但實際用於保障性住房建設的資金遠低於政策

規定的範圍，因此保障性住房建設所需的資金難以籌措。

  土地財政作為保障性住房建設的主要資金來源且逐年增長。相比之

下，保障性住房的土地供應卻逐年下降趨勢。本文擬通過土地財政與經

濟適用房及商品房供應之間的關系進行路徑分析，並揭示經濟適用房供

應減少的原因。

  本文通過路徑分析，總結以下內容。第壹，主要分析土地財政隨商品

房土地供應的增加而增加，其結果是否經濟適用房土地供應也隨土地財

政的增加而增加的效果。其分析結果是，商品房土地供應與土地財政之

間存在著正向關系，且非常顯著。但在土地財政與經濟適用房土地供應

之間雖然存在正向關系，但不顯著。第二，主要分析商品房土地供應的

增加是否存在對經濟適用房土地供應的替代效應。其分析結果是，商品

房土地供應與經濟適用房土地供應之間的關系存在著負向關系，且非常

顯著。這意味著隨商品房土地供應的增加對經濟適用房土地供應存在著

替代效應。

  以上的分析可以看出，中國的經濟適用房土地供應下降的原因是土地

供應有限的情況下隨商品房土地供應的增加對經濟適用房提供的土地存

在著替代效應。

  本文研究意義是，了解中國的建設用地使用權的特征和地方政府土地

財政的現狀，並通過保障性住房和商品房的供應現狀分析，揭示土地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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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與住宅供應類型之間的關系。

  土地財政作為保障性住房建設的主要資金來源且逐年增長。但相比之

下，保障性住房的土地供應卻逐年下降。為此本文通過實證分析得知經

濟適用房土地供應嚴重不足。

  2014年，中國推出《國家新型城鎮化規劃（2014-2020年）》，其主

要目的是通過空間城鎮化轉化為人口城鎮化來擴大內需市場，並推進城

鎮化。《規劃》的核心目的就是把1億農民流入城市。對此，未來中國在

城市化過程中住宅需求增加，尤其是中ᐧ低收入家庭的保障性住宅的需求

也隨之增加。因此，未來對經濟適用房在內的保障性住房用地供應需求

量越來越大。保障性住房用地供應的增加壹定的層面緩解並抑制由“土地

財政”引起的商品房價格的上漲。

關鍵詞：土地財政，經濟適用房，保障性住宅，商品房，路徑分析

學  號：2015-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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