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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Wang(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1994년에 시작된 중국의 주택
제도 개혁이 동, 서부지역의 주택 균형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각각 분석함
으로써 그 영향을 지역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국가의 비효
율적 배분정도가 개혁 후의 주택 균형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의 지역
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주택제도 개혁을 진행함에 따라 국가
의 주택배분 시스템이 초래한 가격왜곡현상이 사라짐으로써 가구의 주택소
비가 증가하고 주택 균형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주택제도 개혁이 동부지역에 미친 영향은 서부지역에 미친 영향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중국, 주택제도 개혁, 주택배분, 동·서부 지역차이, 주택균형가격
학번: 2011-2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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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20세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중국 도시지역에서는 영향력이 비교적 

큰 경제체제 개혁을 진행하였다. 그중에는 교육체제 개혁, 의료체제 개혁, 

주택제도 개혁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

들이 먹고 입는 등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요구도 한층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제도 개혁은 중국 개혁

개방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1994년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주택제도 개혁은 주택균형가격 및 중국의 거시경제에 어

떤 영향을 미친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Wang(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더 

디테일한 실증분석을 통해 동, 서부 지역차이를 중심으로 중국의 주택제도 

개혁이  주택 균형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1.1.1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경제격차 

 중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인구가 매우 많은 발전도상의 나라이다. 따라서 동
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경제발전 정도에도 큰 차이가 있다. 
Chen(2001)는 1998년 중국의 경제통계 데이터를 이용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의 경제격차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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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지도

  중국지도 출처: 인터넷 자료

 
  정태(定態)적 관점으로 볼 때:
① 국내총생산(GDP). 1998년 중국의 GDP는 82780.61억 위안(CHY)에 달했
는데 그중에서 동부지역의 GDP는 48114.90억 위안이고 서부지역의 GDP는 
11552.05억 위안이다. 즉 동부는 서부의 4.2배에 달한다. 동부지역의 일인당 
GDP는 9482.82위안이고 서부지역의 일인당 GDP는 4051.93위안이다. 즉 동
부지역의 일인당 GDP는 서부지역의 2.3배이다.    
② 공업총생산액(GNP). 1998년 중국의 공업총생산액은 119048.13억 위안이
다. 그중에서 동부지역의 GNP는 78668.74억 위안, 전국의 66.08%를 차지
하였고 서부지역의 GNP는 10736.64억 위안으로써 전국의 9.02% 밖에 차지
하지 못했다.  
③ 사회소비재 소매총액(social retail goods). 1998년 중국의 최종 소비는 
43724.38억 위안인데 그중 동부지역의 소비총액은 23413.97억 위안,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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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를 차지하고 서부지역의 소비총액은  7729.80억 위안으로써 전국의 
16.53%를 차지한다. 동부지역의 소비총액은 서부의 3.2배에 달한다.  
 
  동태(動態)적 관점으로 볼 때:
① 경제증장 속도의 차이. 개혁개방 후 중국의 생산력 국면과 구역발전 정책
의 조정으로 하여 동부 연해 지역의 경제가 신속히 발전하게 된 반면에 서
부 내륙 지역의 경제발전은 느렸다. 그리하여 두 지역의 경제격차는 더 커졌
다.   
② 대외개방 정책의 차이. 동부지역은 우월한 지리적 위치와 국가의 우대정
책에 의해 많은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고 집중자금을 마련하는 등 면에서 모
두 서부지역보다 우월하였다. 1998년 말 동부지역에서 이용하는 외국투자금
액은 서부의 28.8배에 달했다. 이는 서부경제가 동부에 비해 몹시 낙후됐다
는 것을 설명하였다. 
③ 재정수입과 개인수입의 변화. 개혁개방 후 동부지역의 경제력 증강에 비
해 서부지역의 재정수입의 증가는 느리고 자아발전 능력은 약화되었다.
  근 20여 년간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은 전국 및 동부 연해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서부 지역은 자연조건이 그리 유리하
지 않고 생태환경이 취약하며 교육수준이 뒤떨어져 동부지역과 선명한 격차
를 이룬다. 때문에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실행한 주택제도 개혁이 동부지역
에 미친 영향은 경제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지역에 미친 영향보
다 뚜렷할 것이다.  

1.1.2 주택제도 개혁과정

  <표 A>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주택제도 개혁의 과정에 대해 간략하

게 설명했다. 1994년에 실행한 주택 제도 개혁은 국가에서 소유하던 주택을 

국유기업의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이다. 즉 후생 복지형 주택 배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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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특징
1980년 6월 개인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을 허용; 

사적 주택 소유권 허용.

1986년 2월
주택의 임대가격 높이고, 주택 구매를 촉진; 
분배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 주택의 상품화, 
전문화를  진일보 실행.

1991년 6월
임대가격이 낮은 공공 주택에 대한 개혁;
공공 주택의 실물 복지 분배제도를  화폐 임금 
분배제도로 점차 전환시킴.

1994년 7월
전국 범위 내에서 주택 상품화의 개혁 방향을  
확정. 주택건설 가속화, 거주조건 개선, 도시주민
의 주택수요를 충족.

1998년 7월
후생 복지형 주택 배분 방식을 폐지;
제도적으로 마케팅 주택 체제를 건립, 주택의 마
케팅화, 화폐화를 실행.

(福利分房:국가나 회사가 주택 구입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을 실시하기 시

작함으로써 국유주택 거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유주택에 대한 전부 

혹은 일부의 주택 재산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표 A> 주택제도 개혁 과정 

출처: 중국 경제 정보망(CEI) : 중국 주택제도 개혁 과정 회고。2008-10-16.                
    

  국유주택 단위에서 청구 받은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고 대 부분 국

유주택에 거주하던 가구에서는 그들의 주택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구입하려

고 한다. 1994년부터 실행한 주택제도 개혁은 중국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주

택소유권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로 발전되게 하였다.1)

  

1)  Privatization of Public Housing Units. Figure 1. (Wa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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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많은 학자들은 이미 주택개혁 정책, 주택가격 등 다양한 부문에 관해 분
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Yin 외.(2009)는 CHNS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주택제도 개혁이 소비증가를 늘이는데 적극적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현저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Zou 외.(2010)은 내구 소비재 이론
에 근거하여 중국 도시주민들의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대해 연구하였다. 주
택가격의 상승은 주요하게 공급과 수요에 의해 초래되고 건축비용과 개인소
득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
다.  Lok 외.(2006)는 홍콩의 국유주택의 후원 판매가 개인주택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Campbell 외.(2005)는 주택가격은 가구의 
재부수준을 증가하고 신용제약을 약화시키는 것을 통해 소비수요를 자극한
다고 주장하였다. 신용제약은 중국의 주택소비의 제한요인이기도 하다. 그러
나 신용제약 이론은 중국의 주택제도 개혁이 개인시장의 주택 균형가격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택 소비의 왜곡 
즉 국가의 비효율적 배분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1.3 연구 목적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비효율적 주택자원 배분의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려
고 한다. 중국의 동, 서부지역의 경제격차는 아주 뚜렷하다. 때문에 전 지역 
수준에서의 주택제도 개혁 후 국가의 비효율적 배분이 주택균형 가격에 미
치는 영향은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각각의 영향에 대해 정확하게 반응하지
는 못한다. 그리하여 비효율적 주택자원 배분이 주택제도 개혁 후 동, 서부
지역에 각각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지역차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가구(households)
들이 주택제도 개혁과 관련된 변화에 응하여 그들의 주택소비를 재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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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에 대해 평가한다. 예측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택개혁 전 미스매치 
평균수준이 높은 지역은 주택제도 개혁 후 주택가격도 크게 증가하는지에 
대해 관찰함으로써 국가의 비효율적 배분의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1.4 연구 방법

  1.이론분석과 실증분석 방법을 결합. 본 논문은 이론 모형에 기초하여 

국가의 비효율적 주택자원 배분의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려고 하였다. 이 

기초 하에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이론분석과 

실증분석을 결합하여 주택제도 개혁이후 국가의 비효율적 주택자원 배분이 

주택 균형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해 본다.

  2.종합분석과 비교분석을 결합. Wang(2011)은 중국 전 지역 수준에서 

주택제도 개혁이후 국가 비효율적 배분정도가 주택 균형가격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영향의 지역적 차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중국을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으로 나눈 후 각 지역의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의 비효율적 주택자원 배분이 부동한 지역의 주택 

균형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해 비교분석한다.

제2장 이론체제 및 이론모형

  Wang(2011)의 이론모형을 응용하여 국가 주택에 대한 주택 사유화 제도 
즉 주택제도 개혁(1994년)이 국가소유 주택 및 개인소유 주택의 균형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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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추가적으로 주택제도 개혁이 동, 
서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다. Fallis(1984)의 모형에서
는 임대료 통제의 진입으로 하여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설명하였
다. 이는 Wang(2011)의 이론체제에서 초기균형에 대해 설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2.1 초기균형

  경제학적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국가소유 주택(c)을 포함한 통제를 받는 시
장과 개인소유 주택(u)을 포함한 통제를 받지 않는 시장으로 나누었다. 대부
분의 개인소유 주택은 자가 거주 형식이고 대부분의 국가소유 주택은 임대 
형식이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개인소유 주택의 임대가치를 가격이라고 간주
한다. 가구는 국가소유 주택시장에 자유로이 진입할 수 없다. 왜냐면 누가 
국유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지, 어떤 주택을 제공해줄 지는 국가에서 결정하
기 때문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직원들만이 국가에서 배분하는 공공임대주택
에 거주할 수 있다. 주택은 위치, 사이즈, 퀄리티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주택 서비스 량의 단일 지수에 근거하여 주택을 분
류하였다.
  국유주택을 제공받는 가구에서는 국유주택을 거절하고 개인소유 주택시장
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사적 시장에서의 가구 총수를 q라고 하고 사적 시
장의 소비자를 두 개 그룹으로 나눈다. 그중에서 n개 가구는 국유기업의 직
원이 아니거나 국유기업의 직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지 못한 사람
들이다. 그러므로 n개 가구는 가격통제를 받는 국유 주택시장에 진입할 권
한이 없다. 사적 시장에서의 두 번째 그룹의 소비자는 국유기업의 직원이며 
국가주택을 제공받은 q-n개 가구이다. q-n개 가구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
지 시장(국가 통제를 받는 시장과 국가 통제를 받지 않는 시장)에서의 주택
은 대용품이며 그들은 주택의 상대가격과 주택 서비스 량에 따라 국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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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거나 개인주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사적 시장에서의 수요 총계를 라고 한다. 는 가구 i의 개인 주택 서
비스의 수요에 대한 합이다. 

    =  
  



d( , ) + 
    



g( , , , )                      (1) 

여기서  는 인구통계학적 지수에 대한 벡터를 표시하는데 이는 가구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는 사적시장에서 매 단위 주택 서비스의 균형가격이다. g
는 국유 시장에서 주택임대에 대한 선택자유 있는 가구들의 수요함수 이다.
  국유주택 서비스 총량과 가격을 각각 와 로 표시하는데 이는 정부에 
의해 선택받는다. 특정가구 i가 국유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서비스 량
은 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 의해 정해진다. 국유주택 시장에
서 지불한 주택가격과 제공받은 서비스 양을 각각  , 로 표시하는데 i∈
[n+1,q]에 속하는 가구에만 적용된다. 즉 국유기업의 직원이며 국가복지주택
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국가 복지주택을 제공받은 모든 가구는 
사적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주택을 더 선호하는 가구의 관점에
서 보면 그들이 개인주택에 대한  수요는 제로이다. 즉 (1)식에서 g( , ,
 , )=0 이다.
  주택제도 개혁 전 국유주택 시장의 수요공급곡선은 <그림 2>과 같다. 공
급곡선은 완전 비탄력적 이고 국가에서는 총 단위만큼의 주택서비스를 제
공한다. 수요곡선은 국유주택 시장에서의 가구의 지불용의를 나타낸다. 국가
에서 주택임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 지불한 가격은 시
장 균형가격보다 낮다, 즉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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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개혁 전 국유주택 서비스시장

  사적시장에서 주택의 공급량은 가격에 대한 함수로 표시한다. 벡터 Z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
규제, 토지 매매 등이다.

                           = f( , Z)              (2) 

여기서 의 값은 개인주택에 거주하거나 국유주택으로 이사 가려하지 않는 
거주민들 국유기업의 직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사적시장에서 수요 총량과 공
급량이 같을 때의 주택가격을 균형가격 라고 한다. 이는 (3)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d( , )+ 
    



g( , , , )= f( , Z)= .       (3)  

2.2 주택제도 개혁이 가격에 미친 영향

  주택제도 개혁을 실시하면서부터 가구가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복지주택에 
대한 사적 재산권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제도 개혁은 주택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을 변화시킨다. 이는 국유주택의 주식자본이 사적시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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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입함에 따라 사적시장에서의 주택 공급을 증가시킨 다는데서 초래된다. 
주택제도 개혁 후 사적시장의 공급량은  ′로 표시한다. 이는 주택제도 개혁 
전 국가에서 소유했던 주택 서비스의 구체적 총량만큼 증가한다.

                  ′=f(
′ , Z) +  .             (4)  

여기서 
′ 는 주택개혁 후 사적시장에서 주택서비스의 단위가격이다. 주택공

급의 상대적 변화량은 국유주택 주식자본이 사적시장으로 진입함에 따라 
<그림 3>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증가한다.

                   <그림 3> 주택제도 개혁이 사적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주택개혁 후 국유시장은 사적시장과 결합 돼 있기 때문에 사적부문에서의 
수요함수는 반드시 예전의 국유주택 시장에 있던 가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i
∈ [z+1, q] 에 속하는 가구는 개혁 전 국유주택에 거주하던 주민들이다. 따
라서 주택 수요량도 증가하는데 개혁 후의 총 수요량을  아래와 같이 표시
할 수 있다.

          ′=
  



d(
′ , ) + 

    



d(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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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제도 개혁이 균형가격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가설을 
한다. 모델에서는 이사(mobility) 과정에 거래비용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가정
한다. 이사 과정에 많은 거래비용이 든다면 주택 수요량의 증가를 억제한다. 
가구의 수요함수 g와 d하에서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든 국유주택에 거주
하는 가구든 상관없이 관찰 가능한 가구 특징(X)들은 똑 같다고 가정한다. 
개혁후의 균형가격을 

′ 로 표시하고, 아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
  



d(
′ , ) +  

    



d(
′ , ) = f(

′ , Z) + = ′           (6)

주택제도 개혁 후 통제를 받는 시장의 가구들이 사적시장으로 진입함에 따
라 사적시장의 수요가 변하는데 이는 주택균형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개혁 

후 사적시장에 진입한 수요량은 
    



d(
′ , ) 이고 공급량은 이다. <그

림 3>은 수요와 공급의 증가량이 똑같은 특수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순 효과는 불명확하다. 주택가격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량의 비율 및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등에도 의존하기 때
문이다.
  공급의 변화량에 관계되는 수요량의 변화는 주택제도 개혁 전 국가의 주
택 배분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가구가 국가로부터 분배받은 주택 서
비스 량이 개혁 후 주택 균형가격 

′ 하에서 소비하려고 했던 주택 서비스 
량보다 적으면 수요량은 공급량보다 많고 가격은 증가한다. 반면에 가구가 
국가로부터 분배받은 주택 서비스 량이 개혁 후 주택 균형가격 

′ 하에서 소
비하려고 했던 주택 서비스 량보다 많으면 수요량은 공급량보다 적고 가격
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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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가의 비효율적 배분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 

  주택제도 개혁 전 국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은 주택 서비스 소비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정부규정에 근거하여 국유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다. 
국가시장에 속한 가구들이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와 전혀 다
른 주택소비를 선호할 수도 있다. 국가 주택시장에 속한 가구들이 소비하는 
주택 서비스 량과 그들이 사적시장에 참여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하려고 
하는 서비스 량의 차이를 미스매치로 나타냈다. 미스매치의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 서비스 량의 차이 때문이다. 가구 i의 미스매치 값
을 로 표시하는데 (7)식에서 표시한 것과 같다. 

                       = d( , ) -                  (7)

여기서 는 국유주택의 공급량(가구들에게 배분한 주택수량)을 의미한다. i
∈ [z+1, q], z≥n 일 때 >0 이다. 가구 i의 가격 하에서 미스매치 값의 
크기는 ∆로 표시한다. 
                             ∆=                    (8)

국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미스매치 값의 총 값은 ∆이다. ∆는 주택제
도 개혁 전의 가격   및 (7), (8)과 결합하여 아래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
다.

                    ∆= 
    



d( , ) -
             (9)

여기서 i∈ [z+1, q] 에 속하는 가구들은 개혁 전 국유주택에 거주하던 사람
들이다. 만약 국가에서 가구에 배분하여준 주택 서비스 량이 사적시장에서 
소비하려 했던 서비스 량과 마침 똑같다면 미스매치는 제로, 즉∆=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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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수일 때 국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은 국가에서 배분 받은 것 보다 
더 많은 량의 주택 서비스를 선호한다. 반면에 ∆이 부수일 때 국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은 국가에서 배분 받은 것 보다 더 적은 량의 주택 서비스
를 선호한다. 
  주택제도 개혁 전 국가의 비효율적 배분과 개인주택의 균형가격의 변화사
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0인 경우를 고려해 보자. 

                   < 
    



d( , )                 (10) 

즉 국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국유기업에서 제공한 것보다 더 많은 량의 
주택 서비스를 선호한다. (6)식에서 제공한 주택제도 개혁 후의 균형과 (10)
식을 결합하면 (11)을 얻을 수 있다.

      
  



d(
′ , ) + 

    



d(
′ , ) < f(

′ , Z) + 
    



d( , )     (11) 

개혁 전 통제를 받지 않은 시장에서의 주택가격은 개혁 후의 가격보다 높다
고(

′ < ) 가정한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는 증가한다. 즉 (12)에서 표
시한 것과 같다.

             
    



d( , ) < 
    



d(
′ , ).             (12)

가격하에서 (3)식이 성립한다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보다 낮은 가격
′

하에서 공급량은 수요량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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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 Z) < 

  



d(
′ , )             (13) 

(12)과 (13)을 결합해보면 (11)식과 모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위의 
가정이 틀렸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0일 때 

′ >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이 정수일 때 국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국가에서 배분받은 것보
다 더 많은 량의 주택서비스를 선호하고 주택제도 개혁 후의 주택가격은 개
혁 전 통제를 받지 않는 시장에서의 주택가격에 비해 증가한다는 것이다. 마
찬가지로 ∆<0일 때  

′ < , ∆=0일 때 
′ =  이다.  <그림 3>에서 나타 

낸 것이 바로 ∆=0인 경우이다. 
  위의 이론모형에서는 주택제도 개혁이 주택 균형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구체적으로 토론하였다.

제3장 미시적 검증

3.1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중국 보건영양 조사망(CHNS)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CHNS는 중국의 9개성(광서, 귀주, 흑룡강, 하남, 호북, 호남, 
강소, 요녕, 산동)의 데이터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각
성을 4개 구역으로 나눈 후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이
다. Wang(2011)이 사용한 데이터를 학술저널 AER(American Economic 
Review)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뒤 그중의 6개 성의 데이터 및 CHNS의 
일부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데이터는 각성의 성도
(성 정부 소재지) 및 개인 소득수준이 낮은 한개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실
증분석에서 사용한 패널 데이터는 1989년, 1991년, 1993년, 1997년, 2000
년, 2004년의 자료이다. 이 논문에서는 도시주민들만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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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93년 각성의 일인당 GDP

였다. 왜냐면 주택제도 개혁은 도시지역에서만 실시됐기에 때문이다.
  1993년(초기균형) 9개성의 일인당 GDP의 수치는 <그림 4>에서 표시한 것
과 같다. 일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높은 요녕, 강소, 산동은 동부 연해지역
에 위치해 있고  일인당  GDP가 낮은 귀주, 하남, 광서는 서부 내륙지역에 
위치해 있다. 일인당  GDP의 차이가 현저한 동부 연해지역의 3개성과 서부 
내륙지역의 3개성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 제도 개혁이 동, 서부 지역에 대
한 영향을 각각 분석해 보았다. 주택제도 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한 1994년을 
기준으로 하여 개혁 전과후의 차이를 비교한다.

출처: 중국통계연감 (1990-1999)
 
3.2 기초 통계량

  가구들이 자가 평가한 주택의 시장임대가격을 이용하여 가계들의 주택에 
공급되는 주택서비스 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용품을 만들었다(Wang2011). 
CHNS의 자료에서는 주택의 퀄리티를 여러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평가하였
다. 그중에는 바닥면적, 수세식 화장실, 전기공급, 식수공급 등 요소가 포함
된다. 주택의 위치 및 연한 등도 주택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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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나타내지만 아쉽게도 이에 관한 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CHNS
의 자료에서는 가구의 주택 소유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가구가 
국가의 복지 주택을 임대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각성의 자료에는 주택의 위치, 연한 등에 관한 구
체적인 정보도 없었다. 
  <표 1-1>, <표 1-2>에서는 주택제도 개혁 전 사적소유 시장과 국가의 통
제를 받는 시장에서의 두 가지 종류 주택들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가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복지주택의 가치는 대체로 개인주택의 가치보다 작다. 이
런 차이는 동부지역에서 더 선명하다. <표 1-1>동부지역의 국유주택 시장 
매달기준 임대가격은 개인주택에 비해  약 26위안, 20% 적다.  <표 1-2>서
부지역의 국유주택 시장 매달기준 임대가격은 개인주택에 비해 약 14위안, 
14% 더 적다. 동부지역의 개인주택과 국유주택의 매달기준 임대가격은 서부
지역에 비해 가각 32위안, 20위안 많다. 국유주택의 바닥면적도 개인주택에 
비해 훨씬 작으며 거의 개인주택 수준의 절반밖에 못 미친다. 대체적으로 동
부지역에서의 개인주택 바닥면적은 94.62평방미터이고 서부지역 개인주택의 
바닥면적은 98.09평방미터로써 두 지역에서의 수치가 거의 비슷하다. 국유주
택의 현대화 편의시설은 개인주택보다 훌륭하고 동부지역의 편의시설은 서
부지역에 비해 더 보편적으로 갖추어졌다. 예를 들면 수세식 화장실, 전기공
급, 식수공급, 주택 주변 환경(배설물 있느냐 없느냐) 등 이 있다.
   <표 1-1>, <표 1-2>은 또한 주택제도 개혁 전 두 가지 종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동부지역의 두 그룹의 가구주들
의 연령은 거의 비슷하고 서부지역에서는 개인주택 가구주들의 연령은 국유
주택 가구주들보다 조금 많다. 내구 비 주택 자산은 가구들이 자가 평가한 
내구 자산에 대한 시장가치의 합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
과 주택자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부지역의 개인주택 시장에서의 가구
당 평균 가족 수는 국유주택 시장의 가구당 평균 가족 수와 거의 비슷하고 
서부지역의 개인주택 시장에서의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국유주택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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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택에 거주         국유주택에 거주  
    
주거특성

시장 임대가격 129.27 
(103.97)

102.88
(36.92)

바닥 면적 94.62
(45.57)

42.58
(21.02)

식수 공급 0.83
(0.37)

0.93
(0.23)

수세식 화장실 0.39
(0.49)

0.58
(0.49)

전기공급 1
(0)

1
(0)

주거주변 배설물 없음 0.79
(0.40)

0.93
(0.23)

가구 특성

가족 수 3.34
(1.22)

3.31
(1.04)

내구 비 주택 자산 4,221
(6,766)

4,044
(8,239)

월평균 소득 723
(518)

465
(333)

가구주의 연령 49.08
(13.65)

49.45
(11.21)

가구주의 교육정도 7.41
(3.91)

10.77
(4.58)

관찰수 132 102

평균 가족 수보다 0.87멤버 더 많다. 이 통계량은 국가에서 제공한 복지주택
은 개인주택보다 면적크기가 훨씬 작고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주택의 면
적 크기에도 영향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국유주택 가구주들의 교육
수준은 개인주택의 가구주들보다 높고 동부지역의 교육수준은 서부지역보다 
뚜렷하게 높다. 개인주택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국유주택 가구소득 보다 많
고 동부지역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서부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표1-1> 1993년 도시가구의 요약 통계량  (동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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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택에 거주           국유주택에 거주 

주거특성

시장 임대가격 97.08 
(113.90)

82.90
(40.95)

바닥 면적 98.09
(74.87)

45.02
(19.49)

식수 공급 0.86
(0.34)

0.93
(0.25)

수세식 화장실 0.18
(0.32)

0.33
(0.45)

전기공급 1
(0)

1
(0)

주거주변 배설물 없음 0.71
(0.45)

0.86
(0.34)

가구 특성
 
가족 수 4.16

(1.48)
3.29
(1.26)

내구 비 주택 자산 3,672
(4,804)

3,281
(1,593)

월평균 소득 542
(1,853)

439
(205)

가구주의 연령 55.83
(14.48)

50.26
(15.55)

가구주의 교육정도 5.16
(14.48)

8.62
(4.75)

관찰 수 101 94

<표1-2> 1993년 도시가구의 요약 통계량  (서부지역)

3.３ 비효율적 배분에 관한 추정     

  국가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인주택
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주택소비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비효율적 배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임대가격으로 측정된 주택 서비스의 단일 지수화에 근거하
여 추정을 진행하였다. 이런 측정을 통해 국유주택 가구 및 균형 조건하의 
주택개혁 전 개인주택 시장의 가구들이 겪은 주택 미스매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다. 
  Wang(2011)은 Glaeser(2003)의 연구와 비슷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전
국적인 수준에서 같은 도시의 국유 주택 거주민과 개인주택 거주민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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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배분에 대해 측정하였다. 이 기초 하에 본 논문에서는 동부지역과 서
부지역의 비효율적 배분에 대해 따로 측정함으로써 그 영향을 지역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의 주택 시스템의 변화를 
이용하여 개혁 전과 후의 똑같은 가구들의 주택소비를 관찰할 수 있다.  주
택 크기가 아닌 주택 서비스 량에 근거하여 비효율적 배분을 측정하였다. 
  1989년 , 1991년 , 1993년 개인주택에 거주하던 가계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 방정식에서의 주택의 월평균 시장임대가격의 로그에 대해 측정한다. 
   는 가구i, 성(province)j, 연도t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2)

                     =+ ++             (14) 

여기서  는 가구주들의 연령에 관한 3차 함수, 월평균 가구소득의 로그 
및 가구 총 자산에 대한 로그 등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는 성-연도의 지
표이다. 식(14)을 통해 측정된 계수를 주택개혁 전 국유주택의 가구들의  

의 가치와 결합하여 국유기업으로부터 복지주택을 분배받지 못했을 때 국유
주택 가구들이 소비하려고 하는 주택서비스 량의 예측치를 구할 수 있다. 가
구 수준에서 볼 때 미스매치는 가구들의 예상한 주택 소비의 차이로부터 계
산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 임대가격과 실제 금액의 차이의 관점으로부터 구
할 수 있다. 즉∆= - 이다. 이 측정치는 식 (9)에서 제공된 ∆의 이
론적 정의와도 일치하다. 개인주택의 가구들의 주택개혁 전의 평균 미스매치
수준은 ∆로 표시하는데 이는 반드시 제로라고 설정한다. 국유주택의 가계
들이 주택 개혁 전 미스매치의 값이 정수(부수)로 측정됐을 때 ∆는 가구들
이 국유기업으로부터 복지주택을 배분받지 않았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
는 주택보다 퀄리티가 더 낮은(높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
다. 
  아래와 같은 가정에 의존하여 가구 당 미스매치를 측정할 수 있다. 즉 국

2) 월 시장 임대가격에 관한 방정식 (12) (Wang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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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과 개인주택 가구들을 비교해 볼 때 관찰할 수 없는 주택 선호도는 
차이점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 국유기업의 직원이 아닌 가구들을 놓고 볼 때 
개인주택에 거주한다고 내린 결정은 주택의 선호도 보다 직업의 선호도에 
더 많이 의존한다. 더욱이 1993년에 국유기업에  의해 고용된  대부분 가구
들은 개인주택에 거주한다. 왜냐면 그들은 국유주택의 대기명단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구들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이미 국유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과 비슷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유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거절
한 가구들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국유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존 가구들
과는 다를 것이다. 주택개혁 전과 후의 똑 같은 가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므로 실증
분석을 진행하여 데이터의 패널구조를 활용한 가정의 유효성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였다.  
  위의 가정에 의해 주택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고 표
시한다.3)

           
                 =+ +++               (15) 

여기서 는 가구 i의 관측되지 않은 시 불변 주택선호도를 표시한다.  는 
식(14)로부터 얻은 것이고 ∆= - =+ 이다. 여기서 는 주택분
배에 의해 초래된 미스매치의 참값이다. 국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주택
선호도()가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과 다르다고 할 때 =0과 식(12)
에 대한 추정은 편향 된 미스매치의 측정결과를 가져올지라도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993년에 국유주택에 거주한 가
구들의 주택개혁 후의 미스매치∆

′ 에 대해 계산하였다. 앞의 모델에서는 국
가 복지주택과 관련된 왜곡이 제거되었을 때 기존의 복지주택 주민들의 주
택소비의 미스매치 참값은 제로에 접근(

′ =0)한다고 예측하였다. 그러므로 

3) 주택 소비에 관한 방정식 (13) (Wang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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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전                   개혁 후 
                                                
가구 소득(Log) 0.225

  0.068 
0.374

  0.120

자산(Log) 0.084
0.020

0.176
  0.060

가구주 연령 0.089
0.119

-0.059
0.204

가구주 연령 0.002
0.002

0.001
0.003

가구주 연령 -0.000
0.000

-0.000
0.000

가구주의 교육정도
0.004
0.011

-0.014
0.019

관찰수 415 202

∆
′ =0은  선호도의 차이는 ∆의 계산결과로부터 초래된 것이 아님을 암시

하였다. 그 뜻인즉 예전에 국유주택에 거주하던 가구들의 개혁 후의 미스매
치 수준이 제로이면 우리는 두 그룹의 가구들이 주택에 대한 취향이 다르지 
않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1>, <표 2-2>의 첫 번째 열에서 표시한 것은 주택개혁 전 데이터
(1989년, 1991년, 1993년)와 이 시기 개인주택에 거주한 가구들을 샘플로 
한 식(14)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두 번째 열의 수치는 주택개혁 후 데
이터(1997년, 2000년, 2004년)와1993년에 이미 개인주택에 거주한 가구들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 2-1> 동부지역의 결과로부터 볼 때 가구소득의 로
그의 계수는 주택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뜻하는데 개혁 전 0.22에서 개혁 후 
0.37로 변화하였다. <표 2-2> 서부지역의 수치로부터 볼 때 가구소득의 로
그의 계수는 개혁 전 0.11에서 개혁 후 0.15로 변화하였다.  
  첫 번째 열에서 측정한 계수를 이용하여 주택개혁 전 ∆ (미스매치)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 열에서 측정한 계수를 이용하여 주택개혁 후 ∆

′ 정
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두 가지 샘플에서의 주택소비는 가구소득과 
자산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부지역에서의 소득과 자산
은 서부지역에 비해 더 뚜렷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2-1> 개인주택 가구들의 주택소비에 대한 추정 (동부지역)



- 22 -

R 0.21 0.57

                                          개혁 전                 개혁  후

가구 소득(Log) 0.110
   0.092

0.159
   0.127 

자산(Log) 0.046
   0.035

0.128
   0.062 

가구주 연령 -0.002
0.358

-0.067
0.286

가구주 연령 -0.006
0.006

0.001
0.005

가구주 연령 0.000
0.000

-0.000
0.000

가구주의 교육정도
0.005
0.021

-0.016
0.018

관찰 수 307 164

R 0.18 0.37

<표2-2> 개인주택 가구들의 주택소비에 대한 추정  (서부지역)

            ,     ,    

  
  <표 3-1>, <표 3-2>에서는 개혁 전과 후의 동, 서부지역에서의 가구 당 
미스매치를 제시했다. 설정에 의해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미스매치 평
균수준은 제로다.
  동부(서부)지역을 놓고 볼 때 개혁 전 국유기업에서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
는 가구의 주택의 가치는 그들이 개인주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택가치보
다 17%(12%) 작다.   
   <표 3-1>, <표 3-2>두 번째 열에서의 개혁 후 결과를 놓고 보면 1993년
에 국유주택에 거주한 가구들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1993년에 개인주택에 
거주한 가구들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위에
서 가설한 조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

′의 추정치는 크기 상 아주 작
아 통계학적으로 놓고 볼 때 제로와 차이가 없다. 더 나아가서 동부지역의 
결과로부터 보면 ∆

′의 측정치는 기존의 국유주택 거주민들의 주택의 미스
매치 수준은 개혁 전 사유주택에 거주한 가구들의 미스매치 수준보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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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전                  개혁 후

국유주택 거주자 0.178
   0.782 

-0.006
0.871

개인주택 거주자 0.000
0.652

0.000
0.582

                                             개혁 전                 개혁 후

국유주택 거주자 0.127
   0.789 

-0.002
0.642

개인주택 거주자 0.000
0.973

0.000
0.762

려 0.6%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부지역에서 ∆
′의 측정치는 기존의 국

유주택 거주민들의 주택의 미스매치 수준은 개혁 전 사유주택에 거주한 가
구들의 미스매치 수준보다 0.2% 낮다. 

                  <표3-1> 미스매치의 평균치 (동부 지역)

              
               <표3-2> 미스매치의 평균치 (서부 지역)

        

제4장 실증분석 

4.1 주거 유동성에 미친 영향

  제2장의 이론체제에 근거하여 개혁 전 국유주택 주민들이 최적의 주택소
비에 순응하도록 허용한다고 하면 주택제도 개혁에 의해 국유주택 사유화를 
실현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민들의 주거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구들이 주택을 바꿀 확률은 주택개혁 전 미스매치 
절대치 값의 크기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아래의 프로빗(probit) 회귀분석을 
통해 ∆가 주민들의 주택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4)

4) 비효율적 배분 및 주거 유동성에 관한 방정식 (14) (Wang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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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전               개혁 후

∆ 0.022
0.033

0.076
   0.041 

가구주 연령 -0.004 -0.014

             Pr(Zit=1)=g(∆ + Xit +   +  it)            (16)  

여기서 Zit는 더미변수이고 가구 i가 t시기 조사에서 주택을 옮겼는지에 대해 
표시한다. Xit는 통제 변수, 는 연간지표,  it는 오차 항이다. 미스매치의 절
대치 값에 대해 회귀분석을 진행해야만 적절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왜냐
면 너무 많은 량의 주택서비스를 공급받은 복지주택 거주민들은 퀄리티가 
좀 낮은 주택으로 옮겨 비 주택 재화에 대한 소비를 늘이려 하지만 퀄리티
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을 공급받은 가구들은 주택서비스 수준이 더 높은 
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주택 개혁 전 ∆이 국유주택 가구
들의 이사를 하려는 경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찰하였다.
  (16)식의 결과는 <표 4-1>, <표 4-2>에서 표시한 것과 같다. 두 번째 열
의 측정치는 개혁 전 미스매치의 절대치 값이 큰 가구들일수록 더욱이 이사
를 가려고 할 것 같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주택개혁 전 미스매치 절대치가 
배로 증가할 때 동부지역의 주거 유동성은 7.6% 증가하고 서부지역의 주거 
유동성은 9.3%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부지역의 주택 유동성의 증가
율은 동부지역보다 높다. 이는 동부지역의 주택가격이 서부지역보다 훨씬 높
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결과지
만 그 영향은 극히 작다. 왜냐면 이사하는데 많은 거래비용이 들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국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에서는 현존 주택을 수리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한다. 이는 주택 소비량과 가격이 증가하고 주택 유동성
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해석할 수 있다. 데이터 자료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위의 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도 있다.  

  <표4-1> 이사율에 대한 프로빗 추정량 (동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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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0.004 

가구주 연령 0.000
0.000

0.000
   0.000 

가구주의 교육정도 -0.005
0.002

0.010
   0.004 

 1991년 0.086
0.026

 2000년 -0.034
0.060

 2004년 -0.029
0.042

관찰 수 387 292

                                                 개혁 전               개혁 후

∆ 0.053
  0.054

0.093
   0.062 

가구주 연령 -0.009
0.007

-0.017
0.012]

가구주 연령 0.000
0.000

0.000
   0.000 

가구주의 교육정도 -0.005
0.003

0.007
   0.006 

1991년 0.104
0.025

2000년 -0.073
0.065

2004년 -0.061
0.073

관찰 수 329 258

<표4-2> 이사율에 대한 프로빗 추정량 (서부 지역)

        ,     ,    

4.2 주택 소비에 미친 영향

  개혁 전의 미스매치 값이 클수록 개혁후의 가구들이 소비하는 주택서비스 
량이 증가한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 1993년
에 국유주택에 거주한 가구들을 샘플로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정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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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회귀분석을 진행한다.5)

       Cit =   + ×∆ +   + ∆ + Xit  +  it     (17)

여기서 Cit는 t연도 가구 i의 주택의 서비스에 대한 측정량이다. 이런 측정량
은 바닥면적, 수세식 화장실지표, 식수공급, 전기공급 등 의 로그수이다. 
는 더미변수이고 개혁 후의 표본자료에서는 1과 같다. Xit는 주택 서비
스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구들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총 
자산, 가구주들의 연령에 대한 3차 함수, 가구주들의 교육수준, 성-연도 지
표 등 의 로그수이다. Xit에 함유된 변수들은 주택크기에 대한 수요의 변화 
및 다른 변화에 의한 주택 퀄리티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구
소득의 증가 혹은 주택 편의시설에 대한 지역적 가격의 변화 등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4.1의 회귀분석에서 사용했던 ∆의 절대치 값 대신 ∆의 
실제 값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에서 계수 은 개혁 전 가구의 미스매치 수
준이 개혁 후 주택소비의 증가에 미친 영향을 포함하였다. 상관 항으로부터 
추정된 계수 을 정수라고 한다. 이는 가계들의 미스매치 값이 부수일 때 
주택서비스 수준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하고 미스매치 값이 뚜렷한 
정수일 때 개혁 후 주택서비스 수준이 훨씬 높은 주택을 소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1993년에 국유주택에 거주한 가구를 샘플로 사용하여 식(18)에 대해 회
귀분석을 진행하였다.6)

        Cit =   + 
 ≥ 

×∆ + ∆ + Xit  +  it         (18) 

 식(17)에 비해 융통성 있는 설명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가구들의 주택 개혁 

5) 비효육적 배분 및 가구별 소비에 관한 방정식 (15) (Wang2011).
6) 방정식(15) (Wang2011)에 비해 융통성 있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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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스매치 수준의 영향에 대해 검사하도록 허용하였다.   
  식(17)에 대한 동, 서부지역의 회귀분석결과는 <표 5-1>, <표 5-2>의 패
널 A에서 보여준 것과 같다. 첫 번째 열에서 식(17)에 부합되는 의 추정
량은 정수이다. 가구의 주택개혁 전 미스매치가 배로 증가할 때 개혁 후 가
구들이 차지하고 있는 주택면적이 개혁 전에 비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구체적으로 동부지역에서는 23%, 서부에서는 18% 증가하였다. 이 결과
는 개혁 전 가구의 미스매치 수준과 국유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가구들의 개
혁 후의 주택 소비량의 변화에는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
시하였다.
  식(18)의 회귀분석 결과는 패널 B에서 보여 준 것과 같다. 이는 또 식(17)
의 추정량과 흡사하다. 1989년×∆와 1989년 지표의 상관계수는 회귀분석에 
의해 누락 되었다. 1991년×∆와 1993년×∆의 계수에 대한 측정치는 1989
년×∆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주택
제도 개혁 후에 상관계수의 규모와 유의성은 급격히 변한다. 
  <표 5-1>, <표 5-2>에 표시된 주택 퀄리티에 대한 회귀분석도 비슷한 점
을 말해주고 있다. <표 5-1>동부지역을 놓고 볼 때 간략화 된 설명에는 개
혁 전의 미스매치 수준이 배로 증가할 때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정도는 17% 
증가하고 주택개혁 후 식수공급은 8% 증가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해
당한 융통성 있는 설명에 대한 측정치는 일반적으로 개혁에 따라 규모와 유
의성면에서 급격히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택 개혁 전 미스매치가 배로 
증가할 때 개혁 후 주태주변의 배설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확률은 4%로 감소
됐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표 5-2>서부지역을 놓고 볼 때 개혁 전의 미스매치 수준이 배로 증가할 
때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정도는 7% 증가하고 주택개혁 후 식수공급은 4%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 후 주태주변의 배설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확률을 8%로 감소시켰다. 
  <표 5-1>, <표 5-2>에서는 주택 개혁 전 미스매치는 개혁 후의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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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면적(Log)   수세식 화장실   식수 공급         전기        배설물 없음
패널 A. 간락된 설명
Post×∆

0.23
   0.13 

0.17
   0.08 

0.08
 0.06

-0.00
0.00

0.04
   0.03 

Post 0.51
   0.13 

0.13
0.08

0.00
0.03

-0.00
0.00

0.25
   0.04 

∆
-0.16

   0.05 
-0.33

   0.06 
-0.06

  0.02 
0.00
0.00

-0.14
  0.03 

1991년
-0.05
0.08

-0.12
0.05

0.00
0.02]

-0.00
0.00

0.04
0.04

1993년
-0.08
0.08

0.09
   0.06 

-0.00
 0.02

-0.00
0.00

0.12
  0.04 

1997년
-0.54
0.17

0.23
0.10

0.10
   0.06

-0.00
0.00

0.22
0.06

2000년
-0.02
0.13

0.01
0.15

0.00
0.01

0.00
0.00

-0.01
0.01

2004년
0.00
0.11

-0.02
0.04

0.00
0.01

0.00
0.00

0.00
0.00

관찰 수 647 669 669 662 657
R 0.19 0.28 0.16 0.05 0.14
패널 B. 융통성 설명
∆×1991 0.07

0.08
-0.04
0.05

0.05
0.05

0.00
0.00

0.01
0.02

∆×1993 0.08
0.08

0.08
  0.07

0.02
0.05

0.00
0.00

-0.01
0.07

전기공급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왜냐면 <표 2>
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이 1993년에 도시의 전기공급 수준은 거의 100%에 
달했기 때문이다.  
  <표 4>와 <표 5>의 측정치는  개혁 후 주택수요 변화는 개혁 전 국유기
업의 주택에 대한 비효율적 배분의 영향을 받는다는 모델의 예측이 정확하
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표 5>의 결과는 개혁 전 국유주택에 거주한 가구
들은 개혁으로 인하여 퀄리티가 더 높고 면적이 큰 주택에 거주하게 됐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가구들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기존 주택에 대한 개선 및 주거유동성도 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동부지역의 주택 사이즈와 주택 퀄리티는 서부지역보다  훨씬 뚜렷
하게 증가하였다.

<표5-1> 미스매치가 주택 규모와 질에 미친 영향(동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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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0.27

   0.15 
0.12

   0.22 
0.06

 0.15
-0.00
0.00

0.09
  0.04 

∆×2000
0.24

   0.20 
0.08

   0.13 
0.15

   0.06
0.00
0.00

0.12
0.04

∆×2004
0.25

   0.21 
-0.06

   0.14 
0.10
0.06

-0.00
0.00

0.10
0.04

∆
-0.07

   0.08 
-0.27

   0.09 
-0.13

   0.04
0.00
0.00

-0.14
0.04

1991년
-0.12
0.09

-0.06
   0.05 

0.05
0.03

-0.00
0.00

0.05
0.04

1993년
-0.15
0.09

0.07
0.08

0.01
0.03

-0.00
0.00

0.11
 0.06

1997년
-0.29
0.11

0.27
  0.11

0.14
  0.07

-0.00
0.00

0.26
   0.03 

2000년
0.24

   0.15 
0.25

  0.09
-0.02
0.03

-0.00
0.00

0.13
   0.05 

2004년
0.27

   0.14 
0.20
0.10

-0.03
0.03

-0.00
0.00

0.15
   0.05 

관찰 수 647 669 669 662 657

R 0.19 0.28 0.17 0.04 0.13

                 바닥 면적(Log)   수세식 화장실    식수 공급        전기        배설물 없음
패널 A. 간략된 설명
Post×∆

0.18
   0.07

0.07
0.05

0.04
0.04

-0.00
0.00

0.08
  0.02

Post 0.07
   0.16

0.12
0.15

-0.05
0.05

0.00
0.00

0.09
  0.05

∆
-0.28

   0.06
-0.09
0.05

-0.02
0.04

0.00
0.00

0.00
0.02

1991년
-0.19
0.08]

-0.06
   0.02 

-0.02
0.06

0.00
0.00

0.03
0.06

1993년 -0.23
0.08

-0.03
   0.07 

-0.08
0.05

-0.00
0.00

0.02
0.06

1997년
-0.62
0.16

0.09
  0.15 

0.20
   0.02 

0.00
0.00

0.00
0.01

2000년
0.01

 0.13
-0.03
0.13

0.03
0.03

0.00
0.00

-0.00
0.00

2004년
0.00
0.07

-0.01
0.12

0.00
0.02

0.00
0.00

0.00
0.00

관찰 수 601 620 620 607 610

R 0.20 0.20 0.09 0.02 0.02

패널 B. 융통성 설명
∆×1991 0.04

0.11]
-0.02
0.06]

0.02
0.08

0.00
0.00

0.01
0.05

∆×1993 0.08
0.01
0.07]

-0.06
0.06

0.00
0.00

-0.07
0.04

<표5-2>  미스매치가 주택 규모와 질에 미친 영향 (서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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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8

∆×1997
0.16

  0.14
0.12

   0.09 
0.03

   0.06 
0.00
0.00

-0.01
  0.02

∆×2004
0.26

   0.07
0.19

   0.02 
-0.00
0.08

-0.00
0.00

-0.02
0.03

∆
-0.35

   0.08
-0.26

  0.07 
-0.09

  0.06 
0.00
0.00

0.01
0.02

1991년
-0.30
0.09

-0.06
0.08

-0.11
0.06

0.00
0.00

0.04
0.06

1993년
-0.24
0.08]

-0.03
0.08

-0.08
0.05

0.00
0.00

0.02
0.05

1997년
0.04

   0.14
0.22

  0.14 
0.15

  0.05 
-0.00
0.00

0.10
  0.05

2000년
0.08

   0.14
0.17

   0.14 
-0.02
0.07

0.00
0.00

0.09
  0.05

2004년
-0.04
0.15

0.09
0.16

-0.04
0.05

-0.00
0.00

0.09
0.05

관찰 수 601 620 620 607 610

R 0.20 0.20 0.09 0.02 0.03

   ,    ,    

4.3 시장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

  4.1, 4.2에서는 수요측면에서 모델의 예측에 대해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미스매치가 주택 균형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표 3>의 국가부문에서의 미스매치 값은 정수이기 때문에 제2장의 이론체제
에 근거하여 주택제도 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매 단위 주택서비스의 균형가
격은 증가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CHNS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에 
대한 예측을 검증해보려고 한다. (19)에 대해 회귀분석을 진행한다.7) 

         =  + ×∆ + 
 +   +  +        (19)   

여기서 는 성 j, 연도 t에서의 가구 i의 주택의 매 평방미터 당 가치의 척
도이다. 이 회귀분석에서 ∆는 개혁 전 가구 단위의 미스매치 수준이 아니

7) 성(province)별 미스매치 및 주택 시장가격 에 관한 방정식 (Wang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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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 j의 모든 가구들을 단위로 한 개혁 전 미스매치의 평균수준이다. 
  종속변수는 주택 서비스 량에 대한 척도가 아니라 매 평방미터당 주택 시
장가격의  로그수이다. 식(19)의 종속변수는 가격과 수량을 모두 포함하였다. 
주택 개혁 후 미스매치가 주택가격을 변화시킨데 미친 영향을 고립시키기 
위해 가구의 고정 요인 을 회귀방정식에 추가함으로써 매 가구의 주택의 
임의의 시 불변 양적특징에 대한 영향을 없애버렸다. 이런 설명은 주택 퀄리
티

의 변화도 통제한다. 
에는 수세식 화장실, 음수공급, 전기 및 주택주

위의 배설물 총량 등이 있다. 계수 는 시 불변량이기 때문에 의 나머
지 변량은 가격이다.   
  이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샘플은 1993년 개인주택에 거주한 가구들이다. 
이 모델에서 은 정수라고 예측하였다. 즉 개혁 전 미스매치 평균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개혁 후 주택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표 6>은 개혁 전 성 단위의 국유주택의 미스매치가 주택의 평방미터당 
가격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열은 (19)의 회귀분석 결과이고 두 
번째 열은 융통성 있는 설명이다. 그 결과는 개혁 전 국유시장 가구들의 미
스매치가 큰 지역일수록 주택개혁 후에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한다는 모델의 
예측을 증명하였다. 
  <표 6-1>동부지역의  개혁 전성 단위의 미스매치가 배로 증가할 때 개혁 
후 주택가격이 매 평방미터당 77% 상승했다는 것을 나타냈다.  <표 6-2>에
서는 서부지역의 개혁 후 주택가격이 매 평방미터당 43%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6-1>,  <표 6-2>두 번째 열은 연도지표와 성 단위의 미스매치의 상
호작용의 측정치이다. 1997년부터 시작하여 계수의 규모에는 급격한 상승세
가 보인다. 1991년과 1993년의 성 단위의 미스매치의 상관계수는 미스매치
가 개혁 전 개인주택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두 개 열의 추정치는 앞의 두 개와 일치하지만 기타 성 단위의 특징
들의 시간가변 효과를 고려하였다. 국유기업 직원의 주택에 대한 미스매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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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v

Post×∆
0.774

   0.551 
0.742

   [0.429

1991년×∆
0.101
0.647

0.001
0.002

1993년×∆
0.144
0.469

0.012
0.296

1997년×∆
0.825
0.314

0.233
0.487

2000년×∆
1.270
0.468

0.499
0.487

2004년×∆
1.972
0.702

0.607
0.768

1991년 0.402
   0.145 

0.406
   0.346 

0.402
   0.179

2.781
3.152

1993년 -1.215
0.994

-0.298
  1.300 

-1.215
 0.907

-5.420
9,274

1997년 -0.630
   0.269 

-0.501
  0.386 

0.324
0.348

 5.192
9.372

2000년 -0.850
   0.256 

-0.892
   0.243 

0.104
0.291

 2.563
7.051

2004년 -0.954
   0.439 

-1.088
   0.395 

1.201
0.783

-0.912
11.829

관찰 수 750 750 750 750

R 0.49 0.49 0.49 0.49

i ii iii iv

Post×∆
0.435

0.594 
0.407

0.532 

1991년×∆
0.112
0.623

 -0.002
0.004

1993년×∆
0.104
0.483

0.014
0.376

1997년×∆
0.392
0.375

0.191
1.066

2000년×∆
0.646
0.329

0.417
1.086

2004년×∆
0.763
0.271

0.449
0.817

지역적 차이는 가격 변화의 지역적 차이의 근원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표6-1> 미스매치가 주택 시장가격에 미친 영향 (동부지역)

<표6-2> 미스매치가 주택 시장가격에 미친 영향  (서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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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0.277
   0.188

0.195
0.088

0.219
  0.213

2.201
3.571

1993년 -0.512
   0.439

-0.338
    0.596

-0.512
  0.439

-4.760
10.283

1997년 -0.003
  0.321

-0.610
  0425

1.016
0.386

5.130
12.816

2000년 -0.849
   0.359

-0.994
  0.460

0.170
0.345

1.397
6.181

2004년 -1.020
   0.332

-1.144
   0.456 

1.079
0.346

-1.012
9.083

관찰 수 689 689 689 689

R 0.40 0.38 0.40 0.38

   ,    ,    

4.4 복지효과

  주택개혁 전 국가의 주택 배분 시스템과 관련된 복지비용을 계산해보자. 
복지주택의 시장임대가격을 임금을 통해 지급받고 그 임금을 주택과 비 주
택 재화의 소비로 나눌 수 있는 국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추가 효용에 
대해 측정한다. 
  주택 비 효율적 배분에 의한 효용의 손실을 추정하려면 가구효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가구의 선호도를 아래 콥-더글러스 효용함수로 표시하였
다.  

              max U(, )=                (20)         
              such that y=g+ 

여기서 g는 비 주택 재화의 소비, 는 주택소비, y는 가계수입, 는 주택 
표준가격, 는 오차 항, ~N(0, )이다. 는 재화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들의 관찰 가능한 특징이다.   
  예산제약식 하에서 효용함수를 극대화 하면 아래와 같은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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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1-)          (21) 

식(21)을 이용하여 개혁 전과후의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델의 매개 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종속변수는 가구들이 
자가 보고한 주택의 월평균 임대가격이다. 미스매치 량의 추정과 같이 관찰 
가능한 특징 에 대한 가정을 이용하여 복지효용을 계산한다. 즉 개혁 전 
국유주택과 개인주택의 가구들이 주택과 비 주택 재화의 소비에서 얻은 효
용이 같다고 가정한다. 그 결과는 <표 7-1>, <표 7-2>에서 표시한 것과 같
다.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서의 의 추정치가 각각 0.909, 0.972이라는 것
을 암시한다.
  복지 이득을 계산하기 위해 주택 서비스 량 h에 대한 추정이 필요한데 이
는 가격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식(14)에서의 성-연도 지표의 계수의 추정
치에 대한 설명을 이용하여 성-연도 가격을 추정한다. 이 가격 측정을 통해 
주택의 시장임대 가격을 분류하여 매 가구의 주택 서비스 량을 고립시켰다. 
  주택 서비스 량과 가구별 소득과 특징에 대한 데이터 및 매개변수 추정치 
와 을 연합하여 국유주택과 개인주택에서의 가구의 평균 복지에 대해 계
산하였다. <표 8-1>, <표 8-2>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주택 개혁 전 국가 복
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복지는 206(동부), 188(서부)이다. 주택 개혁 
전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복지는 216(동부), 194(서부)이다. 동부
지역의 개혁 후(1997년-2004년) 도시 가구의 평균복지는 개혁 전(1989년
-1993년)에 비해 53% 증가하였고, 서부지역의 도시 가구의 평균복지는 개
혁 전에 비해 29% 증가하였다. 
  반 사실적 추론을 통해 주택의 비효율적 배분이 가구의 평균복지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추정하였다. 국가부문에서 복지주택의 시장임대가격을 추가
적 임금으로 지불해 주고 가구들은 주택과 비 주택 재화의 소비량을 최적화 
할 수 있다고 하면 복지의 증가에 대해 계산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개혁 
전에 가격의 변화가 없고 실물(주거)혜택을 소득으로 바꿀 때 세금 연루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표 8-1>, <표 8-2>세 번째 열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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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월 소득
0.091

   0.013 

총 자산
0.000

   0.000 

가구주 연령
1.351
5.606

가구주 연령 0.267
0.107

가구주 연령 -0.001
0.000

가구주의 교육정도
1.299
0.835

관찰 수 1535

R 0.20

개혁 전 국유주택의 거주민들의 평균복지효용은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서 
각각 36%, 12%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택의 비효율적 배분이 
동부지역의 평균복지에 미친 영향이  서부지역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국가부문에 의한 주택의 비효율적 배분은 복지주택에 거주하
는 국유기업의 직원들의 복지에 실질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주택도 일종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이는 과대평가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분석에서는 주택을 오로지 소비재이라고 간주하고 주택가격의 
증가와 관련된 자본수익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밖에 노동력, 기술 등 인적자
원의 비효율적 배분,  지역적 경제정책의 차이 등도 동, 서부지역의 가구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표7-1> 주택의 월평균 시장임대가격에 대한 추정 (동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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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월 소득
0.028

   0.018 

총 자산
0.001

   0.000 

가구주 연령
0.904
4.365

가구주 연령 -0.055
0.197

가구주 연령 0.000
0.001

가구주의 교육정도
0.336
0.942

관찰 수 1463

R 0.24

관측 결과
개혁 전 개혁 후 반 사실적 추론

국유주택 206.4 334.5 282.7
개인주택 216.7 308.0
전체 거주자 211.2 324.4

관측 결과
개혁 전 개혁 후 반 사실적 추론

국유주택 188.5 235.9 210.8
개인주택 194.4 246.0
전체 거주자 191.3 248.5

                     <표7-2> 주택의 월평균 시장임대가격에 대한 추정 (서부지역)

      

                              <표8-1> 가구 평균복지 (동부지역)

                              <표8-2>  가구 평균복지 (서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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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논문은  Wang(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의 동, 서부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국가에서 주택을 배분하는 시스템과 연
관된 왜곡이 동, 서부지역의 주택균형가격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제2장의 이론체제는 국가의 주택배분 시스템 및 주택 사유화가 
주택의 균형가격에 미치는 영향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택개혁 전 국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주택의 
가치는 그들이 사적시장에서 소비하려는 주택의 가치보다 작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구체적으로 개혁 전 동부와 서부지역의 국가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주택의 평균가치는 그들이 사적시장에서 소비하려는 주택의 평균
가치보다 각각 17%, 12%작다. 
  동부지역 주택균형가격이 13.2% 상승하고 서부지역의 주택균형가격이 
5.2% 상승했는데 이는 주택제도 개혁의 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동부지역
의 주택 균형가격의 상승율은 서부지역의 2.5배에 달한다. 국가의 주택배분 
시스템에 의해 동부와 서부지역의 국유주택 거주민들의 복지는 각각 36%, 
12% 줄어들었다.
  종합하여 보면 국가의 비효율적 배분과 주택개혁이 동부 연해지역에 미친 
영향은 서부 내륙지역에 미친 영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 서부 지역의 경제격차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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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Housing Reform on 
Housing Prices in China: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Wang(2011)'s 
research - Focused on differences between eastern 

and western regions 

                                                           JIN DANDAN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based on Wang(2011)'s research, examines the 
equilibrium housing prices in the eastern and western regions 
effects of the housing reform in China.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analyzes that the impact of the housing 
reform on equilibrium housing prices, and the regional differences 
on the impact of housing allocation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the reform of housing policy allowed households to increase their 
housing consumption and cause an increase in equilibrium housing 
prices. Furthermore, the impact of housing reform on eastern 
region is greater than  western region. 

Keywords: China, housing reform, housing allocation, regional 
differences,  housing prices.
Student number: 2011-2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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