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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 가격

상승과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현행 분양가상한제를 중심으로 제도적

한계와 현상의 원인을 분석,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주택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주요항목인 토지비와 분양가격,

가산비 항목을 대상으로 가설을 세우고 실제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분양주택 사례를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가설

검정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고자 분양주택 수익성 검토모델을

활용하여 토지비 변화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토지비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토지비의 상승은 토지비와 무관한 가산비의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토지비의 비중 변화에 따라

주택사업 수익성이 변화되는 현행 토지비 반영 체계의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택지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중심

에서 감정가격으로 변경한 정부정책 변경이 최근의 주택경기 과열

상황에서 그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했을 개연성을 추론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학 번 : 2018-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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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부동산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함께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신규 분양주택 공급과 관련된 각종 제도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지기도 하고, 때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 중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주택 가격을 제한함으로써 주택가격

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의 하나로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 시행된 이래로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분양가 자율화

형태로 일시적으로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소위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급등과 시장 과열 양상이 다시 심화됨에

따라 2007년 4월 주택시장 안정방안으로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격

공시제도와 함께 재차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가격의 인위적인 규제가 시장의 원리를 무시

하는 것이며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견해(장성수 외)와 신규분양 주택

가격이 주택건설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공급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정호진 외) 그리고 가격 규제에 대응하여 건설업체가 건설

원가절감을 위해 주택품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정경훈 외) 등 제도시행 초기 부정적 관점에서의 의견도 많았으나,

지난 10여년의 시행과정을 거치며, 구축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그것이

청약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는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해당 시기별로 적정한 주택건설원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주는 분양시장의 가늠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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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신규로 분양이 완료되었거나 분양을 앞 둔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2~3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분양가격 상승폭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비록

최근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한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신규 분양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높게 형성되고 일부 지역의 경우 로또에 비유되고

있으나,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분양이 시행되어 온 2기신도시 지역을

보더라도 초기 분양사례와 현재의 분양가격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실상 건설공사비지수1)는 최근 4년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그

상승률이 약 13%에 불과하여 기본형건축비 상승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다른 주요항목 즉,

토지비나 가산비 항목에서 많은 상승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토지비 상승의 배경에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이하 중소형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공급가격 체계를 기존 조성원가

중심에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

을까 하는 생각과, 토지비 상승분 이상으로 분양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분양가상한제에서 토지비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토지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산출되는 가산비 항목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만일 토지비

가 토지비와 상관없는 다른 가산비 항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현행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해야할 무엇인가가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보완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

인지를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현행 분양가상한제가 지닌 한계를 파악하고,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시행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사례를 바탕으로

토지비가 분양가격과 가산비 항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1)건설공사비지수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특정 시점

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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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아가 실제 분양주택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비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양가격과 가산비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함이다.

이번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주로 수도권에서 개발 중인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나 청약열기 등

분양여건이 비슷한 분양시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공동주택

분양시장의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시장상황과 지역적 요인, 즉 입지

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미분양이 우려되어 분양가격을

낮추고자 가산비를 한도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구는 분양지역의 조절변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수요자의 인기지역이라 할 수 있는 청약규제지역과 비 규제지역을 구분

하고 부산과 세종 등 지방의 청약규제지역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표 1-1] 쳥약규제지역 지정 현황(‘18.11월 기준)

구 분 지 역

투기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기타 세종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기타 세종, 대구 수성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동탄2
구리, 안양 동안, 수원 광교

기타 부산6개구+기장군(일광면),세종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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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범위로는 분양시장 상황이 비슷하고 비교적 양호했던 최근

3~4년간의 공공택지 분양사례를 바탕으로 주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정부의 중소형 분양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용지공급조건 변경

이 분양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자 최근 택지지구에서

분양한 사례와 동일 택지지구지만 제도변경 이전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

받아 분양을 완료한 수년전 사례를 비교분석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내용적 범위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제도적 근거와

분양가격 산정 체계, 분양가심사위원회, 분양가격 공시제도 등 현 분양가

상한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본사항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최근의

입주자모집공고 사례를 통해 그러한 문제점과 한계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토지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가상의 분양주택사업 모델을 통해 그러한 현상이 야기되는 원인을 밝혀

제도개선방안으로 연결시키는 것 까지를 본 연구의 목표범위로 삼았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당해 연구는 일차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분양주택에서

토지비가 분양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3~4년간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총 105건(민간분양 75건, 공공분양 30건)의 입주자 모집공고사례를 수집

하여 분양가격 공시항목에 기재된 분양가격 합계금액과 항목별 금액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분양주택을 공급유형(공공과 민간)과, 분양지역(청약규제지역

과 그 외 지역), 상품경쟁력(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하고 각 조건에

따라 토지비가 전체 분양가격이나 가산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조절변수 효과에 대해서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사업의 수익분석 모델을 통해 토지비 변화에 따라 사업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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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공동주택용지 공급조건과 관련한 정부정책변경 영향에 대해서는

제도변경 전과 후의 분양사례를 통해 각 항목별 평균 금액을 비교하고

앞선 연구결과와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그 영향을 추론하였다.

본 연구는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대상과 범위, 대강의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이론적 내용으로 제도적 근거, 분양가격

산정체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쟁점사항과 본 연구의 차별성을 언급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문제와 분석 틀, 연구가설과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방법 등 연구 설계내용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수집된 표본의 각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분석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각각의 가설을

검증하고 해석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요약정리와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

연구요약 및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언하였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1장 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대상과 범위

2장 이론적 고찰
․분양가상한제의 이해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장 연구설계
․연구의 분석 틀
․연구가설 및 변수 정의, 연구의 차별성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4장 분석결과
․기초통계량 분석
회귀분석

․가설검증 및 해석

5장 결 론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연구요약 및 한계,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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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분양가상한제의 이해

1. 제도적 근거

현재 시행 중인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제54조 및 제5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아래 지역에서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시 주택법 제5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가. 공공택지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2. 분양가격 산정 체계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

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의 산정방식과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 분양가격 공시 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다.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격 산정항목은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

되며 택지비와 건축비는 각각 정해진 특정 항목의 비용에 대해 가산비로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분양가격의 상한 금액이 결정되면 주택사업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금액범위 내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하여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가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금액

* 심사금액 : [택지비+(건축비(지상층 기본형건축비 +지하층건축비)]

+ 택지비 가산비용 + 건축비 가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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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분양가상한제 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77～
’77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분양가를 일률 규제

*평당 55만원(’77) → 78만(’79) → 105만(’81) → 130만(’88)

‘89.11

원가연동제(택지비+표준건축비) 도입(주택채권)

*분양가는 택지구입비 및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합계

*표준건축비 평당 110만원(’89)→172만(’95)→211만(’00)→288만(’04)

’95.11
단계적으로 자율화하여, ’99.1월 전면 자율화

*’97.6월까지 수도권外는 자율화, ’98.2월 민간택지 아파트 자율화

’05.03

공공택지내25.7평이하분양가규제및분양가공시( 주택법 제38조의2)

ㅇ25.7평 초과 아파트는 분양가 자율화, 택지채권 발행

* ’05.2 투기우려지역의 25.7평 초과는 채권․분양가 병행심사

ㅇ분양가 5개항목 공시(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06.02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으로 분양가규제 확대

ㅇ25.7평 초과 아파트는 분양가규제 + 주택채권입찰

ㅇ분양가 공시항목을 7개로 확대(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07.09
민간택지내 모든 공동주택까지 분양가규제 확대

ㅇ분양가 공시항목을 확대(공공택지 7개→61개, 민간택지 7개)

’09.05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자율화

’10.04
분양가 자율화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

‘12.03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항목을 61개 → 12개로 축소

‘15.0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행

자료 : 국토교통부



- 8 -

1) 택지비의 산정

택지비 산정에 관한 기준은 공공택지와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공급

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택지에서 시행된 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2015년 4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화된 점을 감안하여 공공택지에서

시행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택지개발사업자

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가격으로 토지비를 책정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표 2-2] 공공택지 택지공급가격기준

구 분 공 급 조 건

분양주택건설용지 감정평가액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자료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2) 택지비 가산비의 산정

공공택지 택지비 가산비는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엔지

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용역업체로 신고된 업체

(해당 사업주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인 업체 제외)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

기관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택지비 가산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택지매입을 위해 선

투입되는 토지비에 대한 기간이자로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토지비가 분양가

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여 그 납부일부터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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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택지를 조성한 사업주체가 택지를 자체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

건설사업 착공일을 납부일로, 택지공급가격을 택지비로 보고 기간이자를

계산하되, 해당 택지의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자본비용의 산정기간은

택지조성사업의 착수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주택건설사업 착공일까지로 한다.

[표 2-3] 기간이자 산정방법

1. 기간이자 = 납부한 택지대금 × 납부일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 × 금리

2. 기간이자 인정기간

구분 인정기간

택지비
비중

30퍼센트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30퍼센트 초과～40퍼센트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9개월

40퍼센트 초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4개월

※ 택지비 비중 = 택지 공급가격/ 총분양가격(택지비 기간이자는 제외)

3. 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 0.2

+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 3.3퍼센트] × 0.8

※ 정기예금금리 및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자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그 밖에 가산비 항목은 연약지반 공사비와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지하공사 특수공법 공사비 등 4가지 항목의 공사비로

현장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저감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시설 설치비

에 대해서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반영이 가능

하며, 택지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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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1. 다음 각 목의 공사비

가.
연약지반
공사비

사업지구 택지의 지형, 지질조건 등이 특별히 연약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어 있는 기초공사비(지름 400밀리

미터 이하, 길이 15미터 이하인 콘크리트파일 공사를 기준

으로 한 공사비를 말한다)로는 기초공사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나.
암석지반
공사비

사업지구 택지에 암석지반이 있어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되어 있는 기초공사비로는 지하터파기가 곤란한 경우에

암석지반의 굴착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다.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흙막이 공사비용과 지하수,

하천 등으로 해당 택지의 토질조건이 특별하여 흙막이 공사

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라.

지하공사

특수공법

공사비

지하공사에서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 지하층 공사를

지표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깊이로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지구 택지가 협소하거나 사업지구가 주변 구조물 등에

매우 근접하는 등의 사유로 주변 구조물 등의 침하와 변형이

우려되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타공법(逆打工法) 등 특수한 공법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공법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2. 방음시설 설치비

3.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4. 각 종 필요적 경비

택지의 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및

택지의 명의변경(공공기관 인정서류 제출)

5. 분양가심사위원회 인정비용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

자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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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비의 산정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건축비는 공급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층수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다.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로 나누어 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1일과 9월 15일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을 반영

하여 기준금액을 변경 고시하고 있다.

지상층 건축비의 범위는 지상에 설치되는 제반시설과 설비의 건축비,

지상에 설치되는 주거시설, 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 제반시설 및 설비의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으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기계실의

기계장비, 공동구를 통과하는 배선 등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중 지상층

을 지원하는 부분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1>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산정 개념도

자료 : 황기섭(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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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층수별, 주거전용면적별 지상층 건축비

(단위 : 천원/㎡, ‘19.3월 기준)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646

40㎡ 초과 ～ 50㎡ 이하 1,664

50㎡ 초과 ～ 60㎡ 이하 1,626

60㎡ 초과 ～ 85㎡ 이하 1,608

85㎡ 초과 ～ 105㎡ 이하 1,657

105㎡ 초과 ～ 125㎡ 이하 1,632

125㎡ 초과 1,612

6～10층 이하

40㎡ 이하 1,761

40㎡ 초과 ～ 50㎡ 이하 1,780

50㎡ 초과 ～ 60㎡ 이하 1,739

60㎡ 초과 ～ 85㎡ 이하 1,721

85㎡ 초과 ～ 105㎡ 이하 1,772

105㎡ 초과 ～ 125㎡ 이하 1,745

125㎡ 초과 1,724

11～15층 이하

40㎡ 이하 1,652

40㎡ 초과 ～ 50㎡ 이하 1,671

50㎡ 초과 ～ 60㎡ 이하 1,632

60㎡ 초과 ～ 85㎡ 이하 1,616

85㎡ 초과 ～ 105㎡ 이하 1,663

105㎡ 초과 ～ 125㎡ 이하 1,638

125㎡ 초과 1,618

16～25층 이하

40㎡ 이하 1,671

40㎡ 초과 ～ 50㎡ 이하 1,689

50㎡ 초과 ～ 60㎡ 이하 1,650

60㎡ 초과 ～ 85㎡ 이하 1,633

85㎡ 초과 ～ 105㎡ 이하 1,681

105㎡ 초과 ～ 125㎡ 이하 1,657

125㎡ 초과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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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층 이하

40㎡ 이하 1,697

40㎡ 초과 ～ 50㎡ 이하 1,716

50㎡ 초과 ～ 60㎡ 이하 1,677

60㎡ 초과 ～ 85㎡ 이하 1,660

85㎡ 초과 ～ 105㎡ 이하 1,708

105㎡ 초과 ～ 125㎡ 이하 1,682

125㎡ 초과 1,663

31～35층 이하

40㎡ 이하 1,724

40㎡ 초과 ～ 50㎡ 이하 1,743

50㎡ 초과 ～ 60㎡ 이하 1,704

60㎡ 초과 ～ 85㎡ 이하 1,685

85㎡ 초과 ～ 105㎡ 이하 1,735

105㎡ 초과 ～ 125㎡ 이하 1,709

125㎡ 초과 1,688

36층 이상

40㎡ 이하 1,751

40㎡ 초과 ～ 50㎡ 이하 1,770

50㎡ 초과 ～ 60㎡ 이하 1,730

60㎡ 초과 ～ 85㎡ 이하 1,712

85㎡ 초과 ～ 105㎡ 이하 1,762

105㎡ 초과 ～ 125㎡ 이하 1,735

125㎡ 초과 1,715

가.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나.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

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

의 공사비가 포함되었음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자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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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건축비의 범위는 주택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의해 지하에 설치

되는 제반 시설물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하층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지하에 설치되는 제반시설 및 설비(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오수정화조, 지하저수조, 피트층 등)의 공사비와 지하층 각 부위별

고유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계, 전기 및 통신설비의 공사비를

포함한다.

지하층 기준 면적은 주택 분양 시 계약면적에 반영되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모두 포함하여 기준 면적으로 한다.

지하층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되어 고시되고 있으며 2019년 3월

1일 고시된 지하층 건축비는 다음과 같다.

[표 2-6] 주거전용면적별 지하층 건축비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하층 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5㎡이하 908

85㎡초과 955

가. 지하층 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

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나.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자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2019.3.1)

기본형건축비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형건축비의 100

분의 95 이상 100분의 105 이하의 범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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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비 가산비의 산정

건축비 가산비는 흔히 볼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와 다른 방식

으로 시공되는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등 구조형식에 의한 가산비와 테라스하우스와 같이 주거의 형태가 다른

경우, 초고층 주택인 경우에 대해 가산비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가산비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

을 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인텔리전트설비설치

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이 건축비 가산비 항목에 포함된다.

[표 2-7]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구 분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지상층의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포함)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지하층의

구조형식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8%

철골구조 10.5%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 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 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 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다.

자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2019.3.1)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은

지상층 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을 가산비로 할 수 있으며,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초고층 주택인 경우에도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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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인증 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가산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8] 공동주택 성능등급 평가항목 및 배점

성능
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별 점수

★ ★★ ★★★
★★★
★

소음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3 4 5 6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3 8 13 18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1 3 6 9
교통소음(도로, 철도)의 실내․외 소음도 1 2 3 4
화장실 급배수 소음 3 6 9 12

구조

내구성 1 3 6 9
가변성 3 4 5 6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3 4 5 6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3 4 5 6

환경
자연지반 녹지율 3 4 5 6
생태면적률 3 4 5 6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1 3 6 9

생활

환경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1 3 8 13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2 3 4 5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2 3 4 5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2 3 4 5
세대 내 일조 확보율 3 4 5 6

화재

소방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2 3 4 5
방범안전 콘텐츠 1 3 4 5
감지 및 경보설비 1 3 4 5
제연설비 1 3 4 5
내화성능 1 3 4 5
수평피난거리 1 3 4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1 3 4 5
피난설비 1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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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가산비용 적용기준

점 수 가산비율

103점 이상(총점수의 60%) 4%

96점 이상(총점수의 56%) 3%

91점 이상(총점수의 53%) 2%

86점 이상(총점수의 50%) 1%

한편 소비자만족도라 함은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만족하는

수준을 말하며 30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6개월에서 18개월

이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선정․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만족도 평가 결과 만족도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 평균점수 이상 해당하는 자를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로 선정하며,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형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차기 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 기준)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여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우수업체 선정결과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 2-10] 소비자만족도 7점 척도 점수 기준

7점 척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약 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점수 10 25 40 55 70 85 100

상기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은 기본형건축비 중 지상층

건축비에 대해 가산비율이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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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비용 및 법정 최소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의

설치비용,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 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시설) 설치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이 가산비 항목에 포함된다.

[표 2-11]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구 분 주요내용

구조

형식

지상층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무량판구조 포함),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층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주택품질 공동주택 성능등급, 소비자만족도

특수형태 고급연립 또는 테라스하우스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에 부가되는 조건 충족

인텔리전트설비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 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유비쿼터스설비

초고층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입지특성 임해, 매립지 등

기타비용

시공 및 분양보증수수료,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비용, 후분양할 경우 공사비에 대한 기간이자,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에 대한 반영 비용

자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5) 분양가 산정체계에 대한 고찰

이상으로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격 산정

항목은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구분되며,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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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택지비의 기간이자와 기본형건축비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

하도록 되어 있는 품질향상 관련 가산비 등은 산정체계가 비교적 명확하

게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택지비 가산비 중 연약지반 공사비와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지하공사 특수공법 공사비와 같은 항목은 비록 해당

비용에 대한 산정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산정주체와 사업여건에 따라 그리고 심사자의 전문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산출금액에 대한 변동폭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건축비에서 가산비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인텔리전트설비 시공에

소요되는 공사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

통신 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유비쿼터스설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해당 비용에 대한 검증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루

어질 수밖에 없으나, 아쉽게도 현재 각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에 관한 상황을 살펴보면 그러한 세부적인 공사비에 대해 검토할만한

전문 인력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3. 분양가심사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59조에 근거하고 있으

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 주택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항목의 위원을 1명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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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 관련 전공 조교수(1년)이상자

ㅇ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세무사(자격취득 후 1년 이상 근무)

ㅇ 토목ㆍ건축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ㅇ 주택관리사(자격취득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5년 이상 근무)

ㅇ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주택사업 관련 업무 임직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분양가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승인 전까지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할 때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분양가격의 구성 항목별 비용이 과다 또는 축소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합리적인 비용이 분양가격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제출된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작성

하여 관련 서식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과 같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최대 15일 이내로

그 기간이 짧고, 심사위원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산비 항목의 세부적인 공사비 산출내역의 적정성까지 검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1 -

4. 분양가격 공시 제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분양가격 구성 항목에 대해 입주자

모집 시 공시하는 제도로 주택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

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표 2-12]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18.12월 기준)

대항목 세분류 공시내용

1.택지비
(3)

택지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
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비용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2.공사비
(5)

토 목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 축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그 밖의 공종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3.간접비
(3)

설계비 주택건설을 위해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주택건설을 위해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
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가스·
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4.그 밖의
비용(1)

주택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자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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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분양가격 규제에 관한 선행연구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시장자율에 의한 경쟁 원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분양가격의 과도한 규제는 주택건설업체의 경제활동

자유를 저해하게 되고, 이는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장성수 2007)와

분양가격 제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택건설업체는 건설원가를 낮추기

위해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견해(정경훈

2009)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장성수(2007)는 분양주택은 그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장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질서에 따라 소비되어야 할 상품으로, 분양가 규제는

이러한 자율적 소비구조 질서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택가격의 규제는 주택건설업체의 이윤 감소로 주택품질 저하와 획일화

를 야기하고 기술개발보다는 생산비용 최소화를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

함에 따라 부실시공 위험을 높이는 등 전반적인 주택산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의 즉시 폐지를 주장

하기 보다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비롯한

가산비 등 합리적인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위한 요구사항과 주택건설업계

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상교(2008)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초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분양가 자율화를 가정하여 산출한 분양가격과

분양가상한제에 의거 산출한 분양가를 비교하여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 시행에 따른 주요

문제점으로는 장기간의 전매제한에 따른 미분양 발생 가능성 증대 및

재산권 침해와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에 따른 주택공급의 위축, 아파트

품질 저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고용감소를 예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의 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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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의 폐지, 나아가 민간택지 부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였고 주택품질 향상을 위하여 평면이나 마감

특화에 대한 가산비 인정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김명조(2009)는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파주교하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된 2개 블록의

사례를 통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현지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양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 매입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택지개발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과, 신도시 정책 입안에 있어 신중함을 요구

하였다. 또한,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 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 절차와 운영방법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김종연(2009)의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책 평가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분석과 소비자와 공급자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책평가를 제시하였다. 시장분석과 설문조사 결과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아파트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해 공급자 측과

수요자 측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재로

판단하면서 분양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정착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장우석(2010)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수요와 공급측면, 주택품질

과 가격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서울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자율화

단지의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문제점

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의 규제로 조합원의 부담금

증가와 사업이익 축소로 인한 주택품질 수준 저하, 주택재개발사업의

불안정성 증가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인센티브제도 도입,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 현실화, 분양가심사

위원회의 기능 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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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란(2012)은 남양주 지역 분양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의 운영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분양가상한제를

담당했던 관계 공무원과 주택사업시행자, 분양가산정 용역업체와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가 ‘산출항목’ 측면과 ‘산출과정’ 측면,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준묵(2013)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여부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검증

하고자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주택재정비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경우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한 사업지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정책적 목적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는지 그 정책효과에 대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선분양제 하에서 주택공급가격 상한을 규제하는 것은 수요자 보호 측면

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실증하였다.

2.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요 쟁점사항

분양가격 규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견해의 관점과 논리가

형성되어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의 입장은 시장을 믿고 완전경쟁상황으로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분양가격이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경우

에는 결국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하여 중장기적으로 주거 불안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수요자 측면에서는 분양가격 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으로 공급자는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분양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며 결국 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는 견해로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전에 공공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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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차별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분양가상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정부가 분양주택의 가격을 제한하는 가격규제의 관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자체가 가져올 문제점과 제도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연구방향 또한 분양가 산정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보다 제도의 폐지나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

정성적 측면에서의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등에 관한 의견제시가 많았다.

이에 반해 당해 연구는 최근 공공택지 공동주택 분양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 정부정책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던 공동주택용지 공급조건 변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토지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분양가격과 가산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실제 분양사례를 통해 그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건축비의

상승이 미미한 상황에서 분양가격의 주된 상승요인을 나머지 두 주요

항목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 측면에서는 단위면적당 분양가격과 가산비 항목을

구분함으로써 독립변수인 토지비가 종속변수인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

과, 분양가 구성항목이지만 토지비와는 무관하게 산정되는 종속변수인

가산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정부에서 택지 및 주택 공급여건 변화에 따른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규제 합리화 및 시장원리 전환 명분으로 시행한 공공택지 공동

주택용지 공급정책 변경이 앞서 분석하고자 했던 토지비와 분양가격의

관계, 가산비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도

변경 전․후 분양사례에 대한 항목별 금액비교와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그 영향을 추론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현상 분석에 그치지

않고 현상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자 분양주택사업의 수익성 검토모델을

활용하여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한계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 사례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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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문제와 분석 틀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서 토지비가 분양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최근의 분양사례를 대상으로 실증적

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공택지에서 시행된 분양주택

단지의 전체 공급면적2)을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토지비와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단위면적당 가산비로 구분하여 토지비가 분양가격과 가산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공동주택 용지

공급조건 변경이 상기 분양가격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양가상한제의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한 제도적 한계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모형

공동주택 분양가격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분양성

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미분양이 우려되는 상황에

서는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가격 상한의 규제보다는 분양성 확보를 위한

사업주체의 자발적 가격인하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토지비가

분양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인 본 연구에 있어

사례조사의 대상은 부동산 시장상황이 양호하고 입지에 대한 경쟁력이

확보되어 분양성이 양호한 지구의 분양주택 사례가 기본 바탕이 된다.

2)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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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토지비는 주택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 택지공급가격을 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택지비의 기간이자는 제외한다. 이는 분양가격 중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

에 따라 산정기간이 달라지는 기간이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종속변수인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분석대상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된 분양가격의 합계금액을 전체 공급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 다른 종속변수인 단위면적당 가산비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중 택지비의 그 밖의 비용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그 밖의 비용의 합을 전체 공급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분석한다.

<그림 3-1>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자료 예시

구분 총액(단위:천원)

택지비

택지비 소계 126,674,779
택지공급가격 119,128,830
기간이자 6,300,446
그밖의 비용 1,245,503

건축비

공사비

소계 100,145,667
토목 5,769,446
건축 62,589,249
기계설비 16,978,595
그 밖의 공종 10,428,156
그 밖의 공사비 4,380,221

간접비

소계 8,514,708
설계비 1,603,419
감리비 1,437,548
부대비 5,473,741

그 밖의 비용(가산비) 10,522,586
건축비 소계 119,182,961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감일 A4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그 밖에 공급유형과 분양지역, 상품경쟁력, 물가수준, 주택분양 시장상황

등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공급유형과 분양지역, 상품경쟁력에 대해서는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각각의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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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개념적 분석 틀

독립변수 ⇨ 종속변수

토지비
분양가격(단위면적당)

가산비(단위면적당)↑

통제변수 조절변수

공급유형

분양지역

상품경쟁력

물가수준

주택분양 시장상황

공급유형

분양지역

상품경쟁력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분양가상한제에서 토지비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토지비는 공동주택

분양 시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의하였고,

종속변수인 분양가격은 단지 전체의 분양금액 합계를 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단위면적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나머지 다른 종속변수인 가산비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중 택지비 항목에 포함된 그

밖의 비용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그 밖의 비용의 합을 총 공급면적

으로 나눈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제2장 이론적 논의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은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며, 택지비를

구성하는 택지공급가격과 기간이자, 건축비 중 층수와 전용면적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기본형건축비, 기본형건축비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형식 가산비나 품질향상 관련 가산비는 비교적 산정체계

가 명확하고 간단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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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택지비 가산비 중 연약지반 공사비를 비롯한 몇 가지

공사비 항목이나 건축비 가산비 항목 중에서 인텔리전트 설비의 시공에

소요되는 여러 항목의 공사비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사업지구별로

그 금액의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토지비의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선 투입된 매입비용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이자율을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분양주택사업의 자금투입과 회수를 고려한 자금수지를 본다면 이는 투입

비용에 대한 원금을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다른 조건이 비슷할 경우 토지비가 비쌀수록

주택사업시행자는 이윤과는 무관한 초기 투자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고,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를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분양가 항목 중 상대적으로 변동성의 여지가 큰 가산비의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토지비가 비쌀수록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1-1. 토지비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은 공급주체가 민간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1-2. 토지비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은 청약 규제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1-3. 토지비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은 대기업일수록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토지비가 비쌀수록 분양가격 중 가산비가 상승할 것이다.

1-1. 토지비에 따른 가산비의 상승은 공급주체가 민간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1-2. 토지비에 따른 가산비의 상승은 청약 규제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1-3. 토지비에 따른 가산비의 상승은 대기업일수록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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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본 연구는 현행 분양가상한제에서 토지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할수록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영향이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양주택의 택지비는 공급가격과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공급가격 외에 기간이자 비용은

분양가격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기간이자를 제외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된 택지 공급가격을 전체

공급면적으로 나눈 단위면적당 토지비(천원/㎡)를 독립변수로 삼았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분양가격은 분양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의 총 합계금액을 분양단지의 전체 공급면적으로 나눈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천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다른 종속변수인 가산비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중 택지비 항목에 포함된 그 밖의

비용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그 밖의 비용의 합을 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단위면적당 금액(천원/㎡)으로 정하였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시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분양가격 산정 총액을 심사하고,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공급주체가 분양성을 고려하여 층별, 전용면적별 배분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급면적에 따른 단위세대 유형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3. 통제변수

1) 공급유형

이번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고려한 공급유형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하는 것으로 공공분양이란 LH공사 또는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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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한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 공기업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차이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공급유형에 따라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자격, 청약당첨 이후의 전매제한 조건 등에 차이가 있어 분양

시장 성격이 다소 상이하고 주요 소비층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2) 분양지역

분양지역에 대한 통제는 청약규제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청약규제지역으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세종시 같은 지방(비수도권)의 사례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지방

이라 하더라도 인기가 많은 청약규제지역인 경우에는 주택가격 수준과

시장참여자의 규모, 청약경쟁률 등 청약시장 환경이 수도권과 비슷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 또한 비슷할 것임을 고려한 것이다.

3) 상품경쟁력

상품경쟁력이란 분양하는 주택의 품질경쟁력과 소비자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제품경쟁력을 고려하기

위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경쟁력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당시의

시공평가순위를 적용하였다. 이는 조사대상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공동주택의 브랜드가치 순위가 건설업체의 시공평가

순위와 유사함을 고려한 것이다. 시공평가 순위는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7월 즈음에 발표하는

자료로 통상 건설업체의 규모나 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4) 물가수준

토지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격과 가산비의 상승은 공동주택 분양시기의

차이에서 오는 공사비 물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분양시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물가수준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지수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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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특정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재료,

노무, 장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통계자료로 2004년 2월부터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공사비 실적자료의

시간차에 대한 보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및 물가변동의

예측과 시장동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최초 2000년 연평균 지수를

100으로 설정하여 작성되었으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건설공사비

지수는 운영 중에 기준시점을 달리하여 현재는 ‘18.9.15일 시행된 기본형

건축비의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건설 공사비

지수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통계 데이터

중에서 주거용건물의 지수를 활용하였다.

5) 주택분양 시장상황

분양가격 결정에 있어 분양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시장상황이 침체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산정되는 상한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공급업체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분양가격을 낮게 결정할 것이고, 그러한 결과는

당해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토지비가 분양가격과 가산비에 미치는

영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양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은 소비자 측면에서의 주택소비 심리지수와

공급자 측면에서의 시장상황 인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양가격 결정 주체는 결국 주택공급자임을 고려, 주택 공급자 측면에서

의 시장 상황인식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 공급자의 인식을 대변

하는 지표로써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를 활용하였다.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

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매월 발표하는

자료로 공급자(건설업체)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이다. 100을 기준선으로 HBSI가 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

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나빠질 것이라는 업체의 수가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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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의 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토지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최근 3~4년간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총 105건(민간분양75건,

공공분양30건)에 대한 분양사례를 수집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양가격

공시자료를 분석데이터로 정리하였다.

공공분양(30건)에 대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주자 모집 공고사례를 연구대상 지역별로 수집하였으며, 충분한 사례

검토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분양사례를 추가로 수집

하여 데이터를 보충하였다.

민간분양(75건)에 대한 자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2기 신도시와 수도권의 주요 택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각 단지별 입주자 모집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그 외

세종시와 부산시 등 지방의 청약규제지역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측정을 위한 데이터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에

나와 있는 분양가격 공시자료를 활용하였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입주자

모집 시 공고문에 택지비를 비롯한 총 12가지 항목에 대해 해당 금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당해 연구에 필요한 토지비와 기간이자, 가산비 등

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토지비가 분양가격 및 가산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분석방법

으로 주택사업 수익성 검토모델을 간소화하여 현재의 분양가상한제 구조

에서 토지비 비중변화에 따라 주택사업 수익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되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조건 변경과 관련한 정부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신도시에서 공급된 분양주택의 사례를 통해 제도

변경 전(2013년)과 후(2018년)의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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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1. 종속변수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105개 분양주택 단지(2015년 13개, 2016년 41개,

2017년 27개, 2018년 24개)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종속변수 중 분양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와 있는 분양가격 공시

항목의 총 합계금액을 분양단지 전체 공급면적으로 나눈 단위면적당 금액

(천원/㎡)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총 105개의 분석대상 아파트 중에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의 최대값은 2015년 서울 오금지구에서 공급된 ○○

아파트로 6,182천원/㎡이며, 최소값은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LH공사가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로 2,508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4-1]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3,642.5050 741.6072 2,508 6,182

단위면적당 가산비 344.0571 187.1667 0 1,157

나머지 종속변수인 가산비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중

택지비 항목에 포함된 그 밖의 비용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그 밖의

비용의 합을 전체 공급면적으로 나눈 단위면적당 금액(천원/㎡)으로,

단위면적당 가산비의 평균값은 344천원/㎡이었으며, 최대값은 서울 오금

지구 ○○아파트로 1,157천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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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단위면적당 토지비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공시된

택지공급가격을 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단위면적당 금액(천원/㎡)을 기본

분석단위로 하여 분석하였다.

단위면적당 토지비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토지비는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소재 또는 서울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토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 공급가격 조건을

변경한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동탄2신도시와 위례신도시 등에서는 비록

동일 택지지구라 하더라도 토지공급 시기에 따라 단위면적당 토지가격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단위면적당 토지비 1,310.733 575.3155 429 2,921

<그림 4-1> 주요 택지개발지구별 토지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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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1) 공급유형

이번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고려한 공급유형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

는 [표 4-3]과 같다. 분석대상 표본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단위면적

당 토지가격의 평균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약 400천원/㎡ 높게

나타났으나,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은 그 차이가 약 137천원/㎡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는 민간부문의 토지가격이 공공부문에 비해 더 낮으면서도

단위면적당 가산비용이 평균적으로 약 221천원/㎡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초통계량을 통해 단순 비교할 경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분양

가격과 가산비용 모두 저렴하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 공급유형에 따른 기초통계분석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공공부문(A) 민간부문(B) 차이(B-A)

단위면적당 토지가격 1,601.0330 1,194.6130 -406.42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3,740.7000 3,603.2270 -137.47

단위면적당 가산비용 185.5667 407.4533 221.89

표본의 분포(갯수) 30 75

2) 분양지역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인기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분양가격과

가산비에 대한 비교를 위해 통제변수로 고려한 분양지역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이 나타났다. 청약규제지역의 토지가격 평균이 비

규제지역에 비해 약 571천원/㎡만큼 높았으며, 그 영향으로 분양가격도

약 720천원/㎡ 높게 분양되었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가산비용의 차이는

불과 약 12천원/㎡에 불과하여 청약규제지역이 비 규제지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비싼 토지비와 양호한 시장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통계량에

있어서는 가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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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분양지역에 따른 기초통계분석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청약규제지역(A) 비 규제지역(B) 차이(B-A)
단위면적당 토지가격 1,473.907 902.8 -571.107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3,848.36 3,127.867 -720.493

단위면적당 가산비용 347.5733 335.2667 -12.307

표본의 분포(갯수) 75 30

3) 상품경쟁력

상품경쟁력은 분양하는 주택의 품질경쟁력과 소비자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체 조사대상 표본을 시공능력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10위

업체를 대기업으로 그 밖의 업체를 중견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분석

을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실제의 기업집단 분류와는 무관하며, 상품

경쟁력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을 배제하고 민간부문의 표본만을 분석 대상

으로 검토하였다.

상품경쟁력을 시공능력 평가순위로 구분한 결과, [표 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대기업에서 공급한 분양주택 단지의 평균 토지

가격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과 가산비는 오히려 낮게 나타

났다. 즉, 상품경쟁력이 높게 분류된 대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격과 가산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단순 기초

통계량을 비교한 것으로 실제 토지비와 분양가격, 가산비의 관계에 대해

서는 제3절 회귀분석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4-5] 상품경쟁력에 따른 기초통계분석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중견기업(A) 대기업(B) 차이(B-A)
단위면적당 토지가격 1,192.951 1,201.857 8.910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3,613.902 3,556.714 -57.190
단위면적당 가산비용 415.393 372.857 -42.536
표본의 분포(갯수) 6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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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가수준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분양시기의 차이에서 오는 공사비 등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지수를 고려하였다. 분석데이터 중에서

공급시기가 가장 앞선 2015년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15.30, 2018년 12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0.25로 4년간 약 13%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물가상승

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기간별 건설공사비지수

기 간 지 수 기 간 지 수 기 간 지 수 기 간 지 수

2015.01 115.30 2016.01 114.66 2017.01 121.02 2018.01 126.22

2015.02 115.12 2016.02 114.56 2017.02 121.34 2018.02 126.22

2015.03 115.04 2016.03 114.64 2017.03 121.41 2018.03 126.22

2015.04 114.40 2016.04 115.72 2017.04 121.50 2018.04 126.44

2015.05 114.22 2016.05 116.00 2017.05 121.39 2018.05 126.47

2015.06 114.10 2016.06 116.50 2017.06 121.34 2018.06 126.96

2015.07 114.09 2016.07 116.53 2017.07 121.21 2018.07 127.09

2015.08 114.04 2016.08 116.41 2017.08 121.40 2018.08 127.07

2015.09 115.24 2016.09 118.21 2017.09 123.72 2018.09 130.04

2015.10 114.89 2016.10 118.28 2017.10 124.16 2018.10 130.43

2015.11 114.76 2016.11 118.45 2017.11 124.25 2018.11 130.25

2015.12 113.85 2016.12 118.90 2017.12 124.37 2018.12 130.25

자료 : 국가통계포털

5) 주택분양 시장상황

본 연구에서는 분양 당시 주택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변수로 분양가격

결정 주체인 주택공급자 측면에서의 시장상황인식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를 활용하였다. [표 4-7]은 기간별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HBSI)를 정리한 것으로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는 거시적 부동산 시장상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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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기간별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구분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서울 134.5 130.3 154.9 152.2 158.0 137.1 118.2 109.0 112.5 123.2 117.4 81.7

경기 129.5 128.0 150.7 156.9 153.3 142.9 125.7 106.9 110.3 125.0 111.7 68.4

인천 114.0 112.7 134.8 137.8 146.7 129.5 118.8 104.4 104.5 121.7 105.9 65.3

세종 115.6 120.5 117.1 122.9 130.3 129.0 125.7 116.7 128.1 118.2 108.8 82.4

부산 113.7 120.9 136.6 132.6 146.5 138.9 135.7 126.2 125.0 125.6 116.3 90.0

구분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서울 71.6 77.9 79.5 95.3 117.6 112.7 91.0 101.2 106.2 120.5 93.0 51.9

경기 48.5 66.7 50.0 81.7 103.1 100.0 80.2 79.0 81.8 104.3 88.6 45.9

인천 50.0 62.3 63.5 82.2 91.2 98.4 79.7 80.3 78.1 101.6 84.9 50.0

세종 65.6 74.1 60.5 95.5 91.9 102.8 69.6 105.0 90.9 105.0 87.0 59.0

부산 56.4 76.3 68.1 89.1 100.0 106.5 72.4 87.0 84.0 102.1 84.9 61.7

구분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서울 66.2 80.0 97.1 105.5 115.5 131.9 83.8 114.5 59.7 88.3 83.3 82.4

경기 54.8 64.7 84.3 91.5 98.5 122.9 84.5 102.9 71.4 85.7 70.0 64.2

인천 54.2 64.4 73.1 82.5 94.2 116.0 91.2 90.7 75.0 87.0 72.4 67.2

세종 70.7 74.3 81.1 81.0 102.8 128.1 83.3 105.6 61.0 71.7 69.4 73.5

부산 66.7 78.6 80.0 95.8 108.1 135.0 84.4 104.8 65.8 88.0 74.4 65.0

구분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서울 97.2 94.2 100.0 87.8 92.4 79.4 84.8 95.4 112.5 80.8 73.8 73.3

경기 87.5 79.7 95.1 67.2 63.7 72.7 61.5 75.4 90.6 67.6 67.7 60.6

인천 87.7 81.8 87.5 53.0 64.0 59.2 62.2 67.3 94.2 65.3 67.3 82.2

세종 97.0 80.0 96.7 72.4 80.0 82.7 76.6 72.4 103.4 67.7 77.7 77.7

부산 100.0 68.0 87.8 50.0 70.7 68.2 57.8 68.4 77.7 52.3 47.3 57.5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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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상관분석이란 연구 대상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

하는 기법으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상관성이 있는지, 상관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기법이다. 상관분석에서의

상관관계는 단지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가 변수들

간의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한 변수가 a만큼 증가

하거나 감소 할 때 다른 변수도 그에 상응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관계는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내며 –1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5

이상이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표 4-8]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Correlation Matrix(Obs=105)

구분 분양
가격

가산
비용

토지
가격

공급
유형

상품
경쟁력

공급
지역

물가
수준

시장
상황

분양
가격 1.0000

가산
비용

0.4351*
(0.0000)

1.0000

토지
가격

0.9454*
(0.0000)

0.2058*
(0.0352)

1.0000

공급
유형

-0.0841
(0.3934)

0.5381*
(0.0000)

-0.3207*
(0.0009)

1.0000

상품
경쟁력

-0.0456
(0.6442)

0.0606
(0.5389)

-0.0746
(0.4495)

0.2481*
(0.0107) 1.0000

공급
지역

0.4410*
(0.0000)

0.0298
(0.7625)

0.4506*
(0.0000)

-0.1200
(0.2227)

0.0620
(0.5297) 1.0000

물가
수준

0.2312*
(0.0176)

0.0141
(0.8863)

0.1473
(0.1337)

-0.0824
(0.4034)

-0.0433
(0.6610)

-0.1424
(0.1474) 1.0000

시장
상황

-0.1576
(0.1084)

-0.2906*
(0.0026)

-0.0509
(0.6062)

-0.2834*
(0.0034)

-0.1246
(0.2052)

0.2013*
(0.0395)

-0.4182*
(0.0395)

1.0000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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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분양가격의

경우 다른 종속변수인 가산비용과의 상관계수가 0.435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격과 분양가격 간에는 0.9454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격과 또 다른 종속변수인 가산

비용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통제변수들까지 포함한 상관관계를 보면 분양가격은 공급유형

과 상품경쟁력, 시장상황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가산비용은

시장상황에 대해서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을 뿐 나머지 통제변수

들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가산비용은 공급유형과

0.5381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공급주체에 따른 영향이 다른

통제변수들에 비해 가장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제 3 절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전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토지비가 분양가격과 가산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TATA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

였다. 이에 종속변수인 분양가격과 가산비에 독립변수인 토지비가 미치는

영향을 여러 통제변수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조사대상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

1) 토지비와 분양가격

전체 조사대상 표본을 대상으로 여러 통제변수를 고려한 토지비와

분양가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9]와 같다. 토지비와 공급유형,

분양지역, 물가수준이 분양가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그 중 공급유형의 회귀계수가 416.509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제변수 중

에서는 공급유형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42 -

[표 4-9] 토지비가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양가격(Obs = 105)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t|

토지비 1.2737 0.0320 39.69 0.000

공급유형 416.5098 38.4085 10.84 0.000

상품경쟁력 -72.3621 45.8988 -1.58 0.118

분양지역 72.7808 39.1994 1.86 0.066

물가수준 16.7636 3.5094 4.78 0.000

시장상황 -0.0590 0.7949 -0.07 0.941

Adj. R=0.9573

2) 토지비와 가산비용

전체 조사대상 표본을 대상으로 여러 통제변수를 고려한 토지비와

가산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10]과 같다. 토지비와 공급유형이

가산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분양가격과 마찬가지로

공급유형의 회귀계수가 272.46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공급유형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토지비가 가산비에 미치는 영향

가산비(Obs = 105)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t|

토지비 0.1460 0.0294 4.96 0.000

공급유형 272.4680 35.2300 7.73 0.000

상품경쟁력 -43.5378 42.1004 -1.03 0.304

분양지역 -31.3698 35.9554 -0.87 0.385

물가수준 -2.0012 3.2190 -0.62 0.536

시장상황 -0.7926 0.7292 -1.09 0.280

Adj. R=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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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유형으로 구분(공공분양 VS 민간분양)

공급유형을 구분하여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의 토지비와 분양가격,

가산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토지비와 분양가격의 관계

[표 4-11] 공급유형에 따른 토지비와 분양가격의 관계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민간부문 공공부문 민간+공공

토지비

공급유형

토지비*공급유형

1.373508
(0.000)

1.250425
(0.000)

1.250425
(0.000)
223.687
(0.021)

0.1230835
(0.048)

obs 75 30 105

Adj R-squared 0.9380 0.9634 0.9477

2) 토지비와 가산비용의 관계

[표 4-12] 공급유형에 따른 토지비와 가산비의 관계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민간부문 공공부문 민간+공공

토지비

공급유형

토지비*공급유형

0.2296073
(0.000)

0.0189794
(0.428)

0.018979
(0.588)

-22.01874
(0.762 )
0.210628
(0.000)

obs 75 30 105

Adj R-squared 0.3768 -0.0123 0.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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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지역으로 구분(쳥약규제지역 VS 비 규제지역)

분양지역을 청약규제지역과 비 규제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비와 분양

가격, 가산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토지비와 분양가격의 관계

[표 4-13] 분양지역에 따른 토지비와 분양가격의 관계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청약규제지역 비 규제지역 규제+비 규제

토지비

청약규제지역

토지비*청약규제지역

1.204747
(0.000)

1.275102
4(0.000)

1.275102
(0.000)
95.97037
(0.671)

-0.0703547
(0.765)

obs 75 30 105

Adj R-squared 0.8922 0.5323 0.8909

2) 토지비와 가산비의 관계

[표 4-14] 분양지역에 따른 토지비와 가산비의 관계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청약규제지역 비 규제지역 규제+비 규제

토지비

규제지역

토지비*청약규제지역

0.0735304
(0.068)

0.1938813
(0.105)

0.1938813
(0.267)
78.9657
(0.644)

-0.1203509
(0.499)

obs 75 30 105

Adj R-squared 0.0317 0.0586 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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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품경쟁력으로 구분(대기업 VS 중견기업)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상품경쟁력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하여

토지비와 분양가격, 가산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토지비와 분양가격의 관계

[표 4-15] 상품경쟁력에 따른 토지비와 분양가격의 관계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대기업 중견기업 대+중견기업

토지비

상품경쟁력

토지비*상품경쟁력

1.498849
(0.000)

1.324112
(0.000)

1.324112
(0.000)

-278.9891
(0.020)

0.1747369
(0.052)

obs 14 61 75

Adj R-squared 0.9709 0.9277 0.9411

2) 토지비와 가산비의 관계

[표 4-16] 상품경쟁력에 따른 토지비와 가산비의 관계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대기업 중견기업 대+중견기업

토지비

상품경쟁력

토지비*상품경쟁력

0.3141679
(0.000)

0.1962644
(0.000)

0.1962644
(0.000)

-185.9875
(0.063)

0.1179035
(0.117)

obs 14 61 75

Adj R-squared 0.8655 0.2535 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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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설검정과 해석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단지의 토지비가 분양가격과 가산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 사례를 바탕

으로 분양가격과 가산비용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어떤 경우에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조절변수를 활용하여 세부

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대한 통계적 가설검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17] 본 연구의 가설지지 결과

연구가설 분석결과

1. 토지비가 비쌀수록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O

1-1. 토지비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은 공급주체가
민간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O

1-2. 토지비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은 청약 규제지
역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X

1-3. 토지비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은 대기업일수
록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O

2. 토지비가 비쌀수록 분양가격 중 가산비가 상승할
것이다.

O

2-1. 토지비에 따른 가산비의 상승은 공급주체가
민간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O

2-2. 토지비에 따른 가산비의 상승은 청약 규제지
역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X

2-3. 토지비에 따른 가산비의 상승은 대기업일수
록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X

O :지지, X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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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격에 대한 가설검정

본 연구의 가설1은 토지비가 비쌀수록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토지비가 비쌀수록 분양가격이 높게

나타나 본 가설을 지지하였다.

분석모델에서 회귀계수가 1.2737으로 나타나 토지비와 분양가격은

서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유의수준 5%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세부가설 1-1 토지비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은 공급주체가 민간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회귀분석 결과 민간부문의 회귀계수

(1.373508)가 공공부문의 회귀계수(1.250425)보다 크고 유의수준 5%이내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가설1-1을 채택할 수 있었다.

세부가설 1-2 토지비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은 청약 규제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회귀분석 결과 청약 규제지역의 회귀계수

(1.204747)가 비 규제지역의 회귀계수(1.275102)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세부가설 1-3 토지비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은 대기업일수록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회귀분석 결과 대기업의 회귀계수(1.498849)가

중견기업의 회귀계수(1.324112) 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2. 가산비에 대한 가설검정

한편, 가설2는 토지비가 비쌀수록 분양가격 중 가산비가 상승할 것이

라고 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토지비가 비쌀수록 가산비가

높게 나타나 본 가설을 지지하였다.

분석모델에서 회귀계수가 0.1460으로 나타나 토지비와 가산비는 서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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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됨에 따라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세부가설 2-1 토지비에 따른 가산비 상승은 공급주체가 민간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회귀분석 결과 민간부문의 회귀계수

(0.2296073)가 공공부문의 회귀계수(0.0189794) 보다 크고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가설 2-1을 채택할 수

있었다.

세부가설 2-2 토지비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은 청약 규제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회귀분석 결과 청약 규제지역의 회귀계수

(0.0735304)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비 규제지역의 회귀계수

(0.1938813)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세부가설 2-3 토지비에 따른 가산비의 상승은 대기업일수록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회귀분석 결과 대기업의 회귀계수(0.3141679)가

중견기업의 회귀계수(0.1962644) 보다 0.1179035만큼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어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결정요소로써

토지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토지비의 상승은 분양가격에서 단순히

해당 토지비 상승분만큼 인상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공급 조건을 당초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시장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감정

가격으로 변경한 정부의 정책 변경이 부동산시장 과열기에는 신규 분양

주택 가격상승을 더욱 촉진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1장 연구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

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토지비의 상승이 토지비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다른 가산비 항목의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제도적으로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격 산정체계에 어떤 불합리한

요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불합리한 요소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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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가 상승할 경우 분양가격 산정 시 그런 행동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5절 가설검정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에서 예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3. 공급유형에 따른 차이

한편 그런 경향이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민간부문과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부문간의 정체성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며, 주택분양시장에서

공공부문은 주택공급자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사업목적을 위해 분양가상한금액

에 상관없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는 주택공급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임대주택분야의 공급으로

제한하고 분양주택 영역은 민간부문의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일각의

견해와는 달리 분양주택 시장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은 어느 정도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분양주택 시장에 있어 공공부문은 분양가상한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다른 공급주체와 청약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택가격에 대한 일종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분양지역에 따른 차이

토지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격과 가산비가 과다하게 상승하는 경향은

청약규제지역이 비 규제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어 기각되었다.

해당 가설은 당초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청약열기가 뜨거운 지역

일수록 주택공급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분양가격을 최대한 높게 책정

하고자 할 것이며 그러한 동기가 가산비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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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것이었으나, 분석데이터 중 토지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하남

지역 등의 청약규제지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공급 또한 많이 이루어졌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앞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토지비의 영향이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음을 고려하면 공급

주체의 차이가 해당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당해 분석에서는 2018년 12월 현재의 청약규제지역 지정현황을

바탕으로 분석데이터를 규제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시점에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못한 분석적 한계와 청약규제지역은 소비자의 관심도 높지만

청약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5. 상품경쟁력에 따른 차이

주택시장에서 브랜드 가치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도 차이를 감안하여

공급주체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상품경쟁력에 따른

토지비와 분양가격 및 가산비의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대기업이 중견

기업에 비해 토지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낸 반면 가산비의 영향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주택분양시장을 전체적으로

규제하는 상황에서도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일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주택청약시장의 소비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높고 그러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다른 경쟁 중견브랜드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나, 분양지역 등 다른 변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호를 바탕으로 제값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산비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토지비가 가산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인위적인 구분에도 원인

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토지비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의 공통된 사항이기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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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가설검정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1. 토지비가 주택사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제2장 이론적 논의에서 분양가상한제는 토지비에 대해서는 매입가격과

기간이자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그 외 현장 여건에 따라 토공사에 소요

되는 흙막이 비용 등은 가산비로 추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 기간이자는 토지비가 분양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이자 산정을 위한 적용기간을 달리하고 있는데, 분석에 앞서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18] 기간이자 산정방법

1. 기간이자 = 납부한 택지대금 × 납부일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 × 금리
2. 기간이자 인정기간

구분 인정기간

택지비
비중

30퍼센트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30퍼센트 초과～40퍼센트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9개월

40퍼센트 초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4개월

※ 택지비 비중
= 택지 공급가격/ 총분양가격(택지비에 대한 기간이자는 제외)

상기[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지비 비중에 따른 기간이자 인정

기간은 3가지 구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분양주택의 특성상 토지비는

공사착공 전 100퍼센트 선 투입되는 비용이므로 매입비용에 대한 기간

이자를 분양가에 반영토록 한 것은 사실상 원금에 대한 보전적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 즉 분양주택의 사업주체 입장에서 해당 비용은 아무런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초기 고정비용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비의 증가는 고정비용의 증가와 같은 영향을

주고 분양가격의 다른 구성요소인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통해서만

수익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기본형 건축비는 지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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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와는 상관없이 단위세대 공급면적과 층수를 기준으로 모든 사업

주체에게 동일한 조건이 부여된다.

즉 다시 말하면 분양가상한제에서 사업수익은 건축비와 가산비 내에서

공사원가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사업주체별 실제 공사원가에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므로 토지비가 비쌀수록 전체 사업비 규모가 증가

하여 수익률이 낮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할 경우

금융비용의 증가로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지구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주택사업에 있어서 토지비가 전체 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사업주체의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를 살펴보는 것은

가설검정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당해 연구에서는 주택사업의 사업성 분석 틀을 활용하여 가상의

분양주택 사업모델3)을 통해 토지비가 분양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달

리하면서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표 4-19] 공동주택 개발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50,000㎡
용 적 률 200%

연 면 적
지상층 연면적 100,000㎡
지하층 연면적 40,000㎡

건축면적 10,000㎡
공급면적 99,000㎡

세대규모

평 형 33평형
전용면적 84㎡

주거공용면적 26㎡
공급면적 110㎡
세 대 수 900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건축규모 지상 20층 ～ 25층

3) 분양주택 사업성 검토를 위해 공급면적과 연면적, 최고층수 등 임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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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석의 목적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토지비가 증가함에

따라 분양주택사업 수익성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투자비 중 토지비와 연동된 비용과 분양가격 중 토지비 상승분 및 기간

이자 외에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분양가격 산정비용은 고정된 것

으로 가정하였으며 손익분석 항목도 분석에 필요한 선에서 단순화하였다.

[표 4-20] 아파트 개발사업 손익분석표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경상이익 영업이익-금융비용 8,971
금융비용 자본비용율(4.5%) 10,543
영업이익 매출이익-관리비 19,514

관리비

　

합 계 7,264
판 매 비 투자비의 1.1% 3,800
직접인건비 투자비의 0.4% 1,382
일반관리비 투자비와 직접인건비의 0.6% 2,081

매출이익(회수- 투자) 26,778

회 수
합 계 372,299

아파트 분양가격 전체 공급면적×㎡당 분양가 366,299
상 가 상가면적×㎡당 분양가 6,000

투 자

　
　
　
　
　
　
　

합 계 345,520
토지비 택지매입가격 100% 125,136

건축비

합 계 201,087
지상층공사비 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90% 149,670
지하층공사비 지하층 기본형건축비의 90% 32,688
상가 공사비 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90% 449
예비비 공사비 합계의 10% 18,280

부대비

합 계 19,296
감리비 건축비의 3.72% 6,800
설계비 건축비의 4.59% 8,390
각종부담금 분양가격의 1.0% 3,662
시설부대비 건축비의 0.2% 442

비 고
본 분석표는 토지비의 비중변화에 따른 손익변화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각종 요율은 연구자가 임의로 적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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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아파트 개발사업의 공정율 누계 현황

공사기간(월) D D+1 D+2 … D+16 D+17 … D+29

공정율(%) 2.5% 5.0% 7.5% … 52% 55.5% … 100%

[표 4-22] 아파트 개발사업의 분양대금 회수 현황

납입내역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납입시기(월) D D+4 D+8 D+12 D+17 D+21 D+25 D+30

납입비율 10% 10% 10% 10% 10% 10% 10% 30%

[표 4-23] 아파트 개발사업 현금흐름
단위 : 월, 백만원

일자
자금수지
누계

회수 지출 일자
자금수지
누계

회수 지출

착공 -140,990 140,990 D+15 - 97,191 14,825

D -104,360 36,629 D+16 - 97,191

D+1 -114,950 10,589 D+17 - 75,386 36,629 14,825

D+2 -114,950 D+18 - 75,386

D+3 -125,540 10,589 D+19 - 90,212 14,825

D+4 - 88,910 36,629 D+20 - 90,212

D+5 - 99,499 10,589 D+21 - 68,407 36,629 14,825

D+6 - 99,499 D+22 - 68,407

D+7 -112,207 12,707 D+23 - 84,292 15,884

D+8 - 75,577 36,629 D+24 - 84,292

D+9 - 89,344 13,766 D+25 - 64,606 36,629 16,943

D+10 - 89,344 D+26 - 64,606

D+11 -104,169 14,825 D+27 - 81,549 16,943

D+12 - 67,539 36,629 D+28 - 81,549

D+13 - 82,365 14,825 D+29 - 96,375 14,825

D+14 - 82,365 D+30 19,514 11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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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분양주택 사업기간 동안의 자금수지 누계

[표 4-23]과 <그림 4-2> 은 분양주택 사업모델에서 토지비의 비중이

35%인 경우 전체 사업기간 동안의 자금수지 누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착공 전 토지비의 선 투입으로 인해 최대 자금

이 소요되며 분양대금의 잔금이 회수되는 입주시점에서야 비로소 누계

자금수지가 플러스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분양가격 중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변화시키면서

수익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4] 및 <그림 4-3>과 같다.

[표 4-24] 토지비 비중 변화에 따른 수익성 분석 결과

구 분 투자(천원/㎡) 수익
토지비비중 토지비 분양가격 경상이익(백만원) 경상이익률
21% 587 2,993 12,902 4.64%
25% 782 3,193 11,343 3.82%
30% 1,006 3,422 9,553 2.99%
31% 1,060 3,489 10,362 3.19%
35% 1,264 3,700 8,971 2.60%
40% 1,564 4,010 6,925 1.84%
41% 1,631 4,111 9,649 2.52%
45% 1,920 4,415 8,242 2.00%
50% 2,347 4,865 6,16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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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토지비 비중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

<그림 4-3>토지비 비중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비가 분양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기간이자 산정 시

구간별로 적용기간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자 산정기간이 변하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사업주체의 수익성은 달라진다. 즉 분양가격 중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상승하여 변곡점(30%,40%)에 가까워지면

수익성이 저하되다가도 변곡점을 넘어서면 기간이자 산정기간이 증가하

므로 분양가격을 높일 수 있어 오히려 수익성이 더 개선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토지비가 분양가격의 50퍼센트를 넘어가는 사업지구도 나타

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초기에 투입되는 토지비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은 토지비 비중이 41%일 때와 동일하게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수익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공동주택용지 공급조건 변경에 따른 영향 추론

본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와 원인분석을 통해 현행 분양가상한제

아래에서는 토지비가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저하되는 구간이 발생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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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검증이 취약한 가산비 항목의 금액

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은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공급조건을 변경한 결과가 본격적으로 분양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최근의 분양주택 사례에서 더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5] 공공택지 택지공급가격(수도권 기준)

구 분 유 형
공 급 조 건

당 초 변 경 비 고

분양주택
건설용지

60㎡이하 조성원가 95% 감정평가액 ‘16.10월 개정

60～85㎡이하 조성원가 110% 감정평가액 ‘14. 5월 개정

자료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동주택용지 가격을 시장상황이 반영되는 감정가격으로 변경한 결과

최근 부동산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같은 신도시라 할지라도 분양시기에

따라 토지비에 있어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토지비가 상승하면 분양가격

중 가산비의 상승으로 토지비 상승분 이상 분양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앞선 가설검정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표 4-26] ○○신도시 분양주택 공급 현황

구 분
분 양 현 황(공급면적기준, 천원/㎡)

분양시기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합 계 비 고

A 블록 2013.09 2,354 1,996 675 5,155 민간

B 블록 2013.10 1,859 1,853 365 4,291 공공

C 블록 2013.12 2,346 1,834 374 4,819 민간

D 블록 2019.03 2,357 2,225 666 5,546 민간

E 블록 2019.04 3,002 2,309 974 6,592 민간

F 블록 2019.05 2,394 2,249 706 5,661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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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전과 후에 동일 택지지구에서

분양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침 개정 전후

비교사례가 존재하는 ○○신도시의 분양주택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비교를 위해 2013년도에 분양한 3개 단지와 2019년에 분양한 3개 단지의

분양가격 구성 내역을 비교하여 분석해보았다.

[표 4-27] ○○신도시 분양주택 분양가격 현황

구 분
분양가격 공시금액(천원/㎡)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분양가격 비 고

2013년도 2,186 1,894 471 4,755

기간이자

제외

2019년도 2,584 2,261 782 5,933

증감금액 398 367 311 1,178

증감비율(%) 18% 19% 66% 25%

[표 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전 용지공급

계약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2013년도의 분양주택 사례와 비교할

때 2019년에 분양된 분양주택 사례에서는 평균적으로 토지비가 18퍼센트

상승하는 동안 분양가격은 25퍼센트 증가하였으며,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가산비는 66퍼센트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토지비 상승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지비가 상승하면 토지비 상승분 이상으로 분양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토지비와는 무관한 가산비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실제 분양시장에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상기 분석결과는 일부 표본에 대한 단순비교이므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다른 분양주택사례를 통해

토지비가 상승하면 그와 무관한 가산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토지비의

상승분 이상으로 분양가격이 상승할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정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공교롭게도 최근의 주택분양 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토지비의 상승으로

인해 이와 같은 분양가격 상승 경향을 촉진시켰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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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되는 공동주택

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분양가격에 제한을 받는 상태

에서 토지비가 상승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과 가산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비와 분양가격, 토지비

와 무관한 가산비 항목을 대상으로 가설을 정하고 실제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분양주택 사례를 수집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공시된 분양가격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 분양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공급유형, 분양지역, 상품 경쟁력, 물가수준, 부동산

시장상황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가설검정 시 해당 변수의 영향을 배제

하고자 하였다. 토지비를 독립변수로, 분양가격과 가산비를 각각 종속

변수로 하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통제변수 중 공급유형과 분양지역, 상품

경쟁력에 대해서는 조절변수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토지비는 분양가격과 가산비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공급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토지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관계의 정도는 민간

부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가산비에 대해서는 공급주체가 민간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공급주체가 공공인 경우에는 토지비와

가산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토지비에 따른 가산비 상승은 공급주체가 민간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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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청약규제지역이 비 규제지역에 비해 토지비 상승에 따른 분양

가격과 가산비 상승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한 세부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고려한 소비자 선호도 차이를

감안하여 공급주체를 시공능력평가 순서로 상위 10개사를 대기업으로

나머지 10위권 외 업체를 중견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상품경쟁력에

따른 토지비와 분양가격 및 가산비의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대기업이

중견기업에 비해 토지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 경향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하였으나, 가산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이러한 가설검증 결과의 근본적 원인을 유추해보고자 분양주택사업

모델을 대상으로 토지비를 변화시키면서 분석한 결과는 토지비의 증가에

따라 기간이자 산정을 달리하는 변곡점을 전후하여 주택사업 수익성이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즉 분양가격 중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1%

인 경우와 40%인 경우 기간이자를 산정할 수 있는 기간은 9개월로 동일

하지만 40%일 때는 초기투자비의 증가로 인해 주택사업 수익성이 저하

되었으며, 비중이 41%를 넘어설 경우에는 기간이자 반영기간이 14개월

로 증가하므로 해당 기간이자 상승분만큼 분양가를 높일 수 있어 수익성

이 개선된다.

이와 같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토지비가 높아질

수록 주택사업 시행자가 수익성 보전을 위해 가산비 등을 통해 분양가격

상승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용지 공급조건을 기존의 조성원가 연동제

에서 감정가격으로 변경한 결과가 본격적으로 분양가격에 반영된 최근의

분양주택 사례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그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을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즉 분양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를

위한 정책변경이 부동산경기 호황과 맞물려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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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사점 및 결론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행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구조

에 무엇인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택사업에서 토지비가

증가하는 경우 토지비와는 상관없는 가산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분양

가격이 토지비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토지비 증가에 따른 주택사업

시행자의 수익성 저하를 현행 분양가상한제가 온전히 보전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분양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 조건에 관한 택지

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고 과거 조성원가의 110%(60～85㎡이하,

수도권)와 조성원가 95%(60㎡이하, 수도권) 기준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토지비가 분양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토지비가 분양가격의 50%를 초과하는 단지도 등장

하는 실정이다. 예측컨대 3기 신도기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이러한 경향

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토지비에 대해서는 투입된 원가의 실비보상 개념

으로 분양가격에 반영토록 되어 있어 주택사업시행자는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만으로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조건이라면

토지비가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토지비가 20~30%인 조건에 비해 주택

사업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진다. 즉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토지비 상승에 따른 초기투자비와

전체 사업비의 규모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주택사업시행자는 분양주택사업에 대한

분양가격 상한을 통제받는 상황에서도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제도 내에서

분양가격을 극대화할 요소를 찾게 되고 이러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검증

이 쉽지 않은 가산비 항목의 상승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가격규제로 인해 회수금액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토지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저하 리스크를 단시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산비를 통해 토지비

상승 비용을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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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공급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신도시에서 공급한 분양주택 사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가격의 적정성 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으며,

주택사업시행자는 현행 분양가상한제 내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분양가격에 대한 검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도한

폭리를 거둔 것처럼 매도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혼란은 분양가격 산정체계와 분양가격 공시항목 체계가 서로

상이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현행 분양가상한제

는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를 근간으로 각종 가산비를 더하여 분양가격의

상한액을 도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분양가격 공시제도는 분양금액의

총 합계금액을 대상으로 마치 건설공사 원가구성 체계와 같이 분류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공시금액이 투입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는 유사사례의 실적공사비 단가 등을 비교함으로써

마치 건설원가를 부풀리거나 가산비를 공사비와 그 밖의 비용으로 이중

계상한 것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본다면 수요자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분양가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분양가격 산정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양가격 총액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분양가격 공시항목에 대한 명확한 배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공급자 측면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토지비의 많고 적음과 같은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분양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적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산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분양주택 수익성이 토지비에 크게 좌우되는 비정상적 수익구조

를 개선하기 위해 기간이자 산정기간을 현행 3개 구간에서 보다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금의

납부기준에 따르면 분양주택 아파트의 경우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되기 전에는 분양대금의 50%를 회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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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전체 공사기간을 28～30개월로 가정했을 경우 약 16～17개월

가량 소요된다. 그렇다면 토지비의 비중이 40퍼센트를 넘는 사업지구는

14개월의 기간이자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투입

되는 원가의 실비보상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나아가 민간부문 재원조달

금리가 기간이자 산정금리보다 높은 경우도 많음을 감안하면 사업자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비를

반영하는 기준을 단순히 투입원가의 이자보상 측면을 넘어 선 투입되는

토지비에 대해서도 적정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건설되고 있는 분양주택의 품질수준을 고려하여 가산비

항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조형식이나 주택성능등급과 같이 지상층

건축비에 일정비율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가산비용과 같이 홈네트워크

나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기계환기설비 등과 같은 인텔리전트설비를

미래의 주택트렌드가 될 스마트홈과 연계하여 스마트홈에 대한 인증등급

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변경

하여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체계를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본형건축비를 현실화시키고

가산비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로 분양가격 산정체계를 단순화

하고 현실에 맞게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각종 성능등급

에 대한 인증기준을 정비하여 주택사업주체가 해당 비용 내에서 소비자

에게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규모 분양주택에 대한

공급조건을 계속 현행과 같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 주변시세와 비교

하여 분양가격이 낮을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물론 의무거주기간을 부여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감정가격을 기초로 토지공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미 상당부분 토지가격에 시세가 반영되어 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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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변시세의 차이가 크지 않게 되므로 사실상 해당 규제는 지속적인

시장과열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라면 실효성이 없게 된다. 물론 과거

조성원가 연동제에서 로또아파트와 같은 인식으로 청약시장 과열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았으나, 입주자격으로 소득제한을 두고 있는 60㎡이하

분양주택마저 감정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사실상 일정 소득 아래에 있는

청약대기자는 비싼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청약을 포기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대출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규모의 분양주택

을 계획했던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모습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분양가격 공시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분양가격 공시제도는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맞춰 배분함에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어 사업주체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분양주택별로

이윤이나 간접비 항목의 큰 차이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분양가 산정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분양가격을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 못지않게 공시항목 작성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공급자에게 제시해줌

으로써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가격 공시내용을 비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분양가격 공시제도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토지비가 분양가격과 가산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분양된 입주자 모집공고 사례를 바탕

으로 토지비와 분양가격, 가산비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어떤

경우에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조절변수를 활용

하여 세부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정부가 분양주택의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규제의 관점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가져올 문제점과 제도 시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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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에 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연구방향에 있어서도

분양가 산정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보다는 제도운영 측면

이나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개선과 같은 정성적 측면에서의 접근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하여 당해 연구는 최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분양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토지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분양가격과 가산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등 실제 분양사례를

바탕으로 그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상호간의 연관성에 대해

정량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상호 연관성의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양주택사업 모델을 구성하여 분석해봄으로써 현행 분양가상한제가 갖는

제도적 한계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신도시의 분양주택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공공택지 공급조건 변경과 같은 정부정책의 효과성이 현재까지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가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

분양시장의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자 독립변수와 함께 몇 가지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주택사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양조건과 현장여건이 동일한 주택사업지구는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단일의 사업주체가 동일한 택지지구에서 분양한 사례에 대해서도

연구하지 못하였다. 이는 비록 동일 택지지구에서는 토지비가 서로 비슷

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교대상 표본들의 사업조건이 서로 상이한

것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산비의

세부 항목별 비용에 대한 실제 분양가 심사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토지비가 비싼 사업지구인 경우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분양주택의 품질 관련 비용이 높아 가산비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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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분양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민간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전 분양가에 대해 분양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분양승인권자는 분양가격에 대해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공급자는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산출기준과

근거가 명확한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는 그대로 두고 가산비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할 개연성이 있고 그 영향으로 분석데이터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는 주변에 먼저 분양한 분양주택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게 산정될 경우 분양가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삭감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분양가를 높여 신청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셋째, 최근 몇 년간의 사례는 주택분양 시장 환경이 비교적 양호했던

상황으로 주택 경기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다른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주택 경기가 활황일 경우 주택사업자는 수익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영향이 분양가격과 가산비에 반영되기 쉽다. 즉

분양가격과 가산비의 상승이 토지비의 상승에 따른 영향인지 주택분양

시장의 호황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향에서 나타나는 현상

인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넷째, 가산비는 공동주택의 품질수준과도 연관성이 높은데 가산비의

많고 적음이 주택성능등급이나 에너지절감 성능 등 공동주택 품질수준에

따른 것인지는 비교하지 못하였다. 토지비가 비싼 사업지구의 경우 입지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제 값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향이 분양가격과 가산비에 반영되었

을 개연성도 있다.

다섯째, 표본추출의 측면에서 선택적 편의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분석 대상 택지지구를 정하고 분양사례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사업지구를 있는 그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하여 활용코자

하였으나, 택지지구를 정함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으므로

표본추출에 있어 선택적 편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섯째, 이번 연구에서 부동산 시장상황을 통제변수로 고려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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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양성이기

때문이다. 분양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상한액은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분양성 향상을 위해 사업주체는 일정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분양가를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분양성에

대해 사업주체가 확신하는 경우에는 토지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아니더라도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가산비를 최대한 받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부동산시장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인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는 공급자의 시장인식을 반영한

지표로 소비자의 분양주택 청약 심리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분양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지표로서의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분양주택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비교하고자 상품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시공능력 평가액을 활용하고 상위 10개사를 대기업으로

설정한 다음 10위권 밖의 업체를 중견기업으로 분류한 기준은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기준이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다른 연구기관의 공동주택 브랜드가치 순위를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제 4 절 향후과제

최근 정부는 향후 분양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두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3기 신도시 후보지 지정을 통한 공공택지 주택공급 물량의

확대와 후분양제의 확대 시행정책이 바로 그 것이다.

두 가지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주택가격의 안정일 것이며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동안 분양가상한제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간 선분양제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보완해왔던 분양가상한제

에 대해 향후 후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미리 고민해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후분양을 하는 경우 신규 분양주택과 주변 구축의 시세 차이가 확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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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게 되고, 이는 미분양 또는 청약과열로 이어져 후분양제도가 목적

하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후분양제를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사업자의 투자비 회수지연과 수익성 악화에 대해

현행 분양가상한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후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후분양

시 분양주택 가격과 주변 시세 차이가 클 경우 시세차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반대의 경우에는 주택사업자의 미분양 리스크를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후분양제 정착을 위한 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후분양제 시행에 앞서 후분양 상황을

가정한 연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분양시장 정상화를 이유로 공동주택용지 공급조건을 변경했으나

이는 결국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물론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시기에는 토지매입과 주택분양 시점과의 1～2년 차이로

인해 주변시세 대비 상당한 차익 발생으로 청약과열을 보이기도 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토지비의 상승은 그 이상의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한

분양주택과 현행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한 분양주택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주택경기 과열 시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소비자들에게 신축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가 되어 주기도 하였으나 현행 제도는 시장 상황이 토지비를

통해 분양가에 반영되므로 더 이상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이 문제는 공공개발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에 대한 논의와 병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분양주택 수분양자

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시행이나 후분양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택시장 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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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참고사이트>

법률 제15459호, 주택법(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령 제444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8.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61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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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

동탄(2)신도시 A99, A100블록 동탄2 I PARK 입주자 모집공고

동탄 더샵 레이크에듀타운 아파트(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동탄(2)신도시 A35블록 중흥 S-클래스 에코밸리 입주자 모집공고

동탄2신도시 A-80블록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0[1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동탄2신도시 A-79블록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0[2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동탄2신도시 A47블록 한신休플러스 입주자 모집공고

동탄2신도시 A96블록 제일풍경채 에듀&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동탄2신도시 2차 동원로얄듀크(A43BL) 입주자 모집공고

동탄2신도시 A70, A71, A72블럭 「사랑으로」부영 입주자 모집공고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2차 입주자 모집공고

동탄파크자이 입주자 모집공고

송산신도시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송산그린시티 EAA 10BL 모아미래도 에듀포레 입주자 모집공고

송산그린시티 EAB7BL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송산그린시티 EAA3BL 요진와이시티 입주자 모집공고

화성 송산그린시티 대방 노블랜드 2차(EAA4블럭) 입주자 모집공고

화성 송산그린시티 대방 노블랜드 3차(EAB9블럭) 입주자 모집공고

평택 고덕파라곤(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8블럭) 입주자 모집공고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16BL 신안인스빌 시그니처 입주자 모집공고

평택 고덕신도시 A17블록 제일풍경채 입주자 모집공고

성남 고등지구 S-2블록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미사강변도시 A3블럭「미사강변 대원칸타빌」입주자 모집공고

미사강변도시 A33블록「제일풍경채」입주자 모집공고

하남 포웰시티 B6BL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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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포웰시티 C2BL 입주자 모집공고

하남 포웰시티 C3BL 입주자 모집공고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B4블록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 입주자 모집공고

다산지금지구 B-5BL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2.0 입주자 모집공고

다산지금지구 B7블럭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2차 입주자 모집공고

힐스테이트 진건 입주자 모집공고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C-2블록] 한양수자인2차 입주자 모집공고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B-3BL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입주자 모집공고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B-6BL 신안인스빌 퍼스트리버 입주자 모집공고

고양 삼송 A-10블록 동일스위트2차 입주자 모집공고

고양 원흥 A-7블록 동일스위트 입주자 모집공고

고양시 지축지구 B3BL 지축역 반도유보라 입주자 모집공고

고양시 지축지구 B-6블록 중흥 S-클래스 입주자 모집공고

지축역 한림 풀에버 공급안내

고양 향동지구 B-2블록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고양 향동지구 B-3블록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고양시 향동지구 A-2블록 중흥 S-클래스 입주자 모집공고

고양 향동 리슈빌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1블록 중흥 S-클래스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7블록「제일풍경채」입주자 모집공고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6블록 우남퍼스트빌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 항동지구(5블록) 한양수자인 와이즈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검단신도시 AB15-2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 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청라 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청라국제도시 대광로제비앙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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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양주신도시3차’ [옥정택지개발지구 A-15BL] 입주자 모집공고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 입주자 모집공고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2차’ [옥정택지개발지구 A-18BL] 입주자 모집공고

양주 옥정지구 A12-1,2BL 대방노블랜드 입주자 모집공고

김포한강신도시 Ab-18블록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김포한강신도시 Ab-19블록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김포한강신도시 Ab-21블록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김포한강신도시 Ac-10블록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세종시 우남퍼스트빌2차(1-1생활권 M6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세종시 중흥S-클래스 에듀퍼스트 3-1생활권 M6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캐슬&파밀리에 디아트(4-1생활권 P1구역 L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캐슬&파밀리에 디아트(4-1생활권 P1구역 M1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세종 마스터힐스(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L1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세종 마스터힐스(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M1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택지지구(B11블럭) 대성베르힐 입주자 모집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신도시 한신더휴 B8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신도시 한신더휴 B9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택지지구 EG the1 1차(B13B/L) 입주자 모집공고

하남 지역현안사업2지구 A-1 하남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송파 오금지구 3블럭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인천검단 aa4 유승한내들 에듀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인천검단 ab15-2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인천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입주자 모집공고

화성동탄2 A84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화성동탄2 A7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화성동탄2 A44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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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진건 B-2블록 자연&롯데캐슬 입주자 모집공고

다산신도시 진건 B-24블록 자연&e편한세상 입주자 모집공고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S1블록 자연&e편한세상 자이 입주자 모집공고

다산신도시 자연&자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다산신도시 자연&e편한세상2차’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위례신도시 A2-11블록 자연&래미안 e편한세상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위례신도시 A2-2블록 자연&자이 e편한세상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위례지구 A3-3b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하남감일스윗시티 B7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하남감일스윗시티 A4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하남감일스윗시티 B3, B4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오금지구 1단지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오금 공공주택지구 2단지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항동 공공주택지구 3단지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항동 공공주택지구 2,4단지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마곡지구 8․10-1․11․12단지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고덕신도시 자연&자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부산명지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고양향동지구 A-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수원호매실 B-8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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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Land Cost

on The New Apartment Price

- Focusing on the system of apartment ceiling -

WOOSUNG GO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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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participants'

confidence in the housing market by analyzing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the causes of the current system of apartment

price ceiling, and proposing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especially on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price increase and

the high distribution price of newly built apartments supplied in

public housing.

To that end, 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compiling

the actual cases of newly built apartments supplied from public

housing sites by establishing a hypothesis for the items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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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 price and additional expenses, which are the main items

that constitute the sale price. Furthermore, to infer the cause of

the hypothesis test results, I observed the change in

profitability due to the change in land costs by utilizing the

review model for the profitability of new apartments.

The study found that the price of apartments is greatly

affected by the cost of land, and that the rise in land costs

affects the rise in the additional costs unrelated to the cost of

land. As a reason for this, it pointed out the unreasonable

aspects of the current land cost reflection system, in which the

profitability of housing projects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in the proportion of land costs.

Based on this, It was inferred that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s policy, which changed over the supply price of

public housing land from the center of the construction cost to

the appraisement, would have further promoted the trend in the

recent overheated housing market and drew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future tasks.

Keyword : Apartment, Housing price ceiling system, land cost,

construction cost, additional cost,

student number: 2018-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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