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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래하는 수없이 많은 재화들 중 주택은 단연 거래비

용이 가장 큰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거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매우 다양하며, 거래 당사자가 고려하는 사항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 대

안에 따른 상대적 비용이나 가격상승기대 또는 정부의 주택금융정책 등이 고

려해야하는 사항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택대안에 따른 상대적 비용, 정부의 주택금융정책 그

리고 주택가격 상승기대를 주택수요자들의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여 복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시간적 범

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간적 범위는 서울,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이다.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이라는 종속변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구득하였는데, 점유유형은 자가와 전세로 구분하였

으며 주택유형은 아파트와 비아파트주택으로 나누었다. 각 분석에 사용한 주

요 설명변수들 중 상대가격 변수는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와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주택금융정책 변수는 해당 자료

를 이용하여 각 가구에 작용하는 제약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가격기대 변

수는 가격기대 이론 중 근시안적 가격기대와 합리적 가격기대 2가지로 나누었

으며, 이항로짓모형과 네스티드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점유유형 선택 요인 분석 결과, 선택 대안에 따른 상대적 비용과 LTV, 

DTI가 각 가구에 미치는 제약은 주택수요자의 자가 선택 확률에 부의 영향을, 

항상소득과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주택수요자들이 점유유형을 선택할 때에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비 가격이 높을수록 점유유형을 전세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LTV와 DTI 제약의 경우에는 각 가구의 제약이 커질수록 점유유형

을 자가로 선택할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격상승기대의 경우 근

시안적 가격상승기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주택거래자가 거래

한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과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주택을 구입할 확

률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주택을 살기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를 위한 

속성의 상품으로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택유형 선택 요인 분석에서는 주택유형(아파트와 비아파트 주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이 아파트 선택 확률에 부의 영향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리

적 아파트가격상승 기대가 아파트 선택 확률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앞선 점유유형 선택 분석과 다르게 나타난 점은 근시안적 가격기대 변수

가 아닌 합리적 가격기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주

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한 사람들이 해당 지역의 과거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아닌 합리적 기대 가설에 의한 미래 아파트 가격 변화 예측을 아파트 선택 요

인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 계층적 차이와 선후관계 분석을 위한 네스티드로짓 

분석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점유유형 중 자가를 우선 선택했을 때에는 주요변

수 중 합리적 아파트가격상승 기대만 아파트 선택 확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유형 중 전세를 우선 선택했을 때에는 주요변수 중 주택

유형 상대비용은 아파트 선택 확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한 후에는 주택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점유유형이 전세인 경우는 주택유형 선택

에 따른 상대적 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은 전과 다른 차이점

이었다. 

  다음으로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우선 선택한 경우의 점유유형 선택 요인 분

석에서는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 DTI에 따른 가구제약이 자가 선

택 확률에 부의 영향을, 합리적 가격상승기대와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는 모



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주택을 선택한 경우에는 점유

유형 상대비용, LTV와 DTI에 따른 가구의 제약이 자가 선택 확률에 부의 영

향을,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

택유형을 우선 선택했을 경우 주택수요자들이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의 선후관계 분석에서는 점유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모형의 오차 평균이 주택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모형

의 오차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주택유형보다 점유유형이 우선 선택일 경우의 

모형이 관측치를 더욱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를 통해 점유 및 

주택유형의 선택 선후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검증된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모형과 관측치의 오차평균을 통해 선후관계를 증명해보고

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에서 선택대안별 상대

적 비용이 대안 선택 시 고려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주택금융규제로 인한 가구의 제약은 점유유형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택수요자들이 고려하는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는 주택을 투자재로 

여긴다는 측면에서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유의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수요자들이 주택 및 점유유형을 선택할 때 선택대안에 따

른 비용과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에 따른 제약이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을 실제 거주하기위한 재화의 속성으로 고려함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 변수가 각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주택수

요자들이 주택을 살기위한 재화로 생각함과 동시에 투자재로서의 가치 또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사결정의 순서에 따라 선택 결정요인의 차이를 

알 수 있었던 네스티드로짓 분석 결과에서는, 점유 유형 또는 주택 유형 우선 

선택에 따라 주택수요자들이 고려하는 요인들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시 정부는 주택

을 거주하기위한 재화의 속성뿐만 아니라 투자재로서의 가치를 고려해야 하



며, 세부적으로 주택수요자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에 따른 정책의 차

별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의 선후관계 분석을  

최초로 시도해보고 연구 문제를 제시하여 향 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

정책 입안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된 변수 중 상대적 비용을 변수 구성에 가격을 추정하여 

사용한 점, 정부의 주택금융 정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변수에서 해당 

주택을 거래하기 전의 이전 주택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연구

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연구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에 대한 선후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는 검증된 방법으로 수행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을 통해 

주택수요자들의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 순서를 알 수 있다면, 향 후 정부의 주

택정책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점유유형선택, 주택유형선택, 주택금융정책, 가격기대, 네스티드로짓

모형

학  번 : 2014-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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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화를 거래한다. 값이 상대적으로 저

렴한 것부터,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모으거나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아 거래해야 

하는 값비싼 재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재화를 거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재

화들 중 주택은 거래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시 많은 요

인들을 고려해야한다. 주택거래를 하는 가구는 어떤 지역의 주택을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주택유형 또는 점유유형에 따른 투입비용 등을 비교하여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가구주의 나이, 소득과 같은 가구 특성들을 고려

해야 하는데, 만약 주택거래를 하는 가구가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다른 어떤 조

건보다 직장의 위치에 따라 주거입지와 점유 또는 주택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 후 가구의 터전을 잡기 위한 주택거래 시에는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들의 의견이 주택유형 또는 점유유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주택유형 또는 점유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 구성원들의 특성으로

는 가구 구성원들의 근로형태, 소득 또는 가구 구성원 중 자녀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구 특성들이 주택유형과 점

유유형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것은 주택 또는 점유 형태 대안에 따라 결정되는 주택수요자의 비

용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이냐 아니냐에 따라 주택거래 시 투입되는 비

용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점유 형태별로는 매입에 투입되는 총 비용이 전세

에 들어가는 총 비용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비교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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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또는 점유유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주택은 가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에는 주택 유형과 점유유형의 선택이 가구의 주거 안정 목적 외에 주택 가격 

상승 후 매각 시 자산의 축적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결국 이는 주택거래를 하는 가구의 가구 특성 또는 선택 대안별 비

용,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주택 또는 점유유형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택거래를 하는 가구의 가구 특성이나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대안별 비용

차이 외에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의 주택금융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2009년 미국과 유럽의 서브

프라임 사태에 의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거래량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가

격폭락과 같은 직접적인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세계 부동산시장의 위기로 인

하여 국내 부동산시장과 사람들의 주택수요행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주택시장 구조에는 뚜렷한 차이가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

다(손준익, 2014)1). 실제로 연도별 신규주택보급률은 전국을 기준으로 2005년 

98.3%에서 2013년 103.0%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2013년에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보급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자가 

보유율은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2), 이는 새롭게 공

급되는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택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1) 이수욱 외(2011), 「사회, 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국토연

구원, p. 66-71을 재구성

2) 국토해양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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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비고
2005년

센서스
2006년 2008년

2010년

센서스
2010년 2012년 2014년

도지역 67.5 68.1 67.7 69.1 68.3 67.2 66.8

전국 60.3 61 60.9 61.7 61.2 59 59.9

광역시 59 59.3 60.3 61.3 60.3 58.4 58

수도권 55.9 56.8 56.6 55.9 54.6 52.3 51.4

표 1 지역별 자가보유율

그림 1 지역별 자가보유율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과 주택담보비율(LTV)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담보비율은 전 

금융권에서 전국 7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수도권 60%, 

기타 지역은 적용하지 않게 정책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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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LTV

(주택담보

비율)

은행/보험
수도권: 50~70%

기타: 60~70%
전국: 70%

(전 금융권)
기타

비은행권

수도권: 60~85%*

기타: 70~85%*

DTI

(총부채상

환비율)

은행/보험
서울: 50%

경기, 인천: 60%
수도권: 60%

기타: 미적용
기타

비은행권

서울: 50~55%**

경기, 인천: 60~65%**

주: *상호금융 자체 추가한도(15%) 포함, **아파트가격 3억원 이하

자료: 김영도, 「LTV, DTI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금융연구원

표 2 주택금융규제 변경내용 (2014. 8월 시행)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내 집 마련이 꼭 필요

하다는 의식은 낮아지고 있다. 조사결과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식은 2010년 

83.7%에서 2014년 79.1%로 떨어졌는데, 지역별로는 도지역, 광역시, 수도권 

순으로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졌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주택보유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주의 연

령이 40세 미만인 경우 2010년 대비 내 집 마련이 곡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조사 결과는 주택시

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택금융 완화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

문을 낳게 된다. 

  또한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로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쉽게 구입하기 위한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3) 국토해양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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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택수요자가 주택거래를 할 때에는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유유형 뿐만 아니라 주택형태를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거래 

시 주택수요자의 의사결정 과정 중 주택유형 또는 점유유형의 선후관계 선택

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주택유형 선택 또는 주택유형 

선택에 따른 점유유형 선택 선후관계를 규명하여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의 다각

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택거래 시 고려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는 주택유형과 점유유형 선택 대안에 따른 상대적 비용과 가격상승기대 그리

고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주택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부의 향 후 주택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

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유형과 점유유형 선택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서 선택대안에 따른 비용과 가격상승기대,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의 효과를 

알아본다. 이 후 주택수요자의 의사결정 과정 중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의 선

후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 후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성을 제시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1.2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의 주택유형 또는 점유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중요 요인

으로서 가구소득, 가구주 나이, 가구주 직업 등의 가구 특성을 사용하였다. 하

지만 실제 주택수요자가 주택 및 점유유형을 선택할 때에는 각 대안에 투입되

는 비용과 가격상승기대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연구

는 활발히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주택을 자산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택수요자가 기대할 수 있는 시세차익은 주택수요자가 주택거래 전 예상하는 

가격상승 기대가 판단근거가 되며, 결국 이러한 요인이 실제 주택과 점유유형 



- 6 -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LTV(주택담보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로 대표되는 정부의 주택금

융정책이 실제 주택거래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하지만 주택금융정책은 지역, 시기 별로 다르게 나타나 그 값 자

체로는 주택과 점유유형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이 어렵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금융정책을 실제 가구별 제약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

으며, 이를 중요 변수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주택수요자들의 주택거래 의사결정 과정 중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의 선후관계를 규명함으로서 실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은 주로 주택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쉽게 구매하게 하는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주택수요자가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 선후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수요자의 의사결정 과정 중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의 선후관계 규명을 통해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

한 각종 정책 수립에 다각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공공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계획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공공기관과 연구자들

은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여 해당 계획을 통해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이영빈, 2014). 이는 공공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공공정책이라는 그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택거래 

시 선택대안에 따른 상대적 비용과 가격상승기대가 주택수요자의 주택 및 점

유유형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부

의 주택금융정책으로 인한 각 가구의 제약이 실제 의사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주택수요자의 주택유형 및 점유유형 선택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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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인천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를 대상

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정보 제공 시스

템인 주거누리(http://hnuri.go.kr)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거누리의 주거실태

조사 자료는 조사단위가 가구로 되어있는데, 자료 중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거래를 한 가구만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중요한 설명변수인 주택유형별 실거래가, 전세 보증금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하는데, 주거실태조사와 실거래가 자료의 

공통적인 시간 범위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가설 검증은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계량

분석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종속변수인 주택유형과 점유유형이 모두 명목

척도의 변수들이기 때문에 계량분석 방법 중 로짓모형(Logit model)을 사용하

였다. 그리고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의 선후관계 규명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유형, 점유유형의 계층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네스티드로짓모형(Nested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로짓분석의 주요 설명변수로서 주택유형별, 점유유형별 선택 대안에 따른 

비용의 비율과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이 주택거래 수요 가구에 작용하는 제약을 

이용하였다. 또한 주택거래를 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 또한 이러한 

선택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의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후 주택 및 점유유

형 선택의 선후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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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분석 자료

2011년~

2014년

서울, 경기, 

6대 

광역시의 

시군구

생애최초 주택거래의 

주택유형 선택에 관한 

분석 주거실태조사,

지역별 실거래가 

자료생애최초 주택거래의 

점유유형 선택에 관한 

분석

표 3 연구의 범위 및 분석자료

  

1.2.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며, 대안에 따른 상대적 비용과 가격상승기대 

그리고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으로 인한 각 가구의 제약이 주택 및 점유유형 선

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며, 연구의 시간적·공간적·내

용적 범위를 밝히고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을 서술한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 있는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관한 

이론, 가격상승 기대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

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서술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이론과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

하여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가설을 설정한다.

  제 4장에서는 분석의 틀에서는 분석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분석 자료의 

구성 방법과 분석의 흐름 및 방법을 서술한다.

  제 5장에서는 점유유형별 상대가격과 주택금융정책 그리고 가격상승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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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택수요자들에게 작용한 위의 요

인들이 주택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후에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

의 네스티드로짓 분석을 통해 이 전 분석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점유 및 주

택유형 선택의 선후관계를 규명한다.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분석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며, 정책적 함

의를 도출한다. 후에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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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2.1 주거선택에 관한 이론

2.1.1 확률선택이론4)

  McFadden(1981)에 의해 이론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된 확률선택모형은 바로 

개별 의사결정주체들의 선택행위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확률선택모형

(Probabilistic choice model)은 모든 의사결정주체가 항상 자신의 효용을 극

대화시키려는 합리적인 행위자로 보는 효용극대화이론에 근거하여 각각의 개

인을 의사결정주체의 한 단위로 보고 그 개인은 여러 가지의 선택대안 중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각 대안의 바람직함이나 매력의 정도는 대안의 특성(attributes)의 함수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제학적 용어로 효용함수(utility function)이다. 따

라서 확률선택모형의 기본원리는 개별 의사결정주체가 선택 가능한 많은 대안

들 중에서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확률선택모형에서 개인 n이 대안 를 선택할 확률은 개인 을 위한 대안 

의 효용이 다른 모든 대안들의 효용을 초과할 확률과 같으며, 이 대안 를 

선택할 확률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윤대식 외, 1995; 김정수 

외, 2004).

    Pr  ≥  ∀∈ 
 Pr    ≥    ∀∈ 
 Pr    ≥    ∀∈ 

4) 김정수 외,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선택행태에 관한 연구」, 200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39권 1호, p.191-192 의 설명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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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개인 이 대안 를 선택할 확률

 = 개인 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의 조합)

  

  효용극대화에 근거한 개별 의사결정주체, 즉 개인의 선택행태를 확률선택모

형으로 정립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정적 효용함수  과  의 모형정립

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개인 을 위한 대안의 확률적 효용 과 에 

대한 확률분포를 가정해야 한다. 확률선택모형의 구체적인 형태는 확률적 효

용 과 에 대한 확률분포의 구체적인 가정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가정이 사용되는데, 각각 가정에 따라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프로빗모형(probit model), 로짓모형(logit model)의 구체

화된 확률선택모형을 낳는다.

  종합해보면, 주택시장에서 주택수요자의 의사결정은 점유나 주택유형의 선

택은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효용이 선택 대안별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효용일 수도 있으며 또는 가구특성

을 고려한 개별적 가구특성 효용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을 바탕으로 주택수요자가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2.1.2 생애주기 이론

  보편적으로 가구의 주거선택은 Ando and Modigloani(1963)의 생애주기가

설(Life-Cycle Hypothesis)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생애주기는 연령대를 중심

으로 미혼에서 가구를 구성하고 해체되는 생애의 단계적 과정을 의미하며 주

거이동과 생애주기는 특수한 가구구성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생애단계를 중심

으로 변화하고 있다(하성규, 2006). 생애주기 단계 구분의 기준은 가구주의 연

령, 자녀의 연령, 혼인상태 및 학업단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유형,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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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가족의 규모변화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가구주 

연령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정희수 외,2004; 박천규 외,2009; 김리영 

외, 2014).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와 점유형태간의 관계는 생애주기의 단계에 따라 자가

율이 변화하게 된다(Struyk과 Marshall, 1974; Krishanan과 Krotki, 1993; 김

리영 외, 2014).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미혼의 사회초년생은 직장을 구

하더라도 높지 않은 소득과 고용불안 또는 직장 이동의 가능성 때문에 대체로 

주택 점유유형을 임대 형태로 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고소득의 안정된 직장

을 갖고 있는 결혼한 사람의 경우,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 형태의 주택 점유형

태보다 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하고자 하려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생애단계 가구원의 구성 및 가구특성 주택수요

1. 결혼 전 

독신단계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결혼 전 

독신거주
부모의 집

2. 결혼 후 

초기단계

자녀를 갖지 않았거나 자녀가 

초등학교 미취학

단칸방, 소형 

아파트

3. 자녀

양육단계
자녀의 교육을 중시하는 단계 중소형 아파트

4. 자녀독립,

출가단계

자녀가 군 입대, 타 지역으로 유학, 

첫 자녀 결혼

중소형 아파트, 

단독주택

5. 가족

축소단계

자녀가 모두 출가하거나, 부부 중 

한명이 사망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조절

자료: 하성규, 2006, 「주택정책론」, 박영사

표 4 한국도시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수요 (주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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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이론은 주택수요가구의 가구주 나이, 성별, 소득 등 여러 가지 가구

특성에 따른 주거선택에 대한 바탕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확률선택이론의 

효용함수와 함께 생각해보면, 주택수요가구의 가구특성이나 선택대안에 따른 

상대적 비용, 아래에서 언급하는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들이 각 주택수요 가구

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효용함수의 변수 역할을 하게 된다.

2.2 가격기대에 관한 이론

2.2.1 근시안적 기대 이론5)

  주택수요자들의 미래주택가격에 대한 기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에 대한 이론 중, 근시안적 가격기대 이론은 가격상승기대가 현재 또는 과거의 

가격 움직임과 연계되어 해석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근시안적 가격기대 이론

에 의하면 주택수요자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과거의 인플레이션 평균과 같다고 

가정한다.

  


 

    
    ········ (1)

  식 (1)에서 만약에 n=2라면 소비자들은 그들의 미래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

한 추정치를 오직 바로 직전 시점의 실현 값으로부터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근시안적이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가격상승기대가 최근 몇 년간에 

걸친 가격 움직임을 통해 형성될 것이다. 

5) Denise DiPasquale & William C. Wheaton, 2012, 조주현 역, 「부동산시장분석론」의 설

명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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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적응적이고 회고적 기대모형은 종종 임시방편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종종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비

자 조사 증거들이 있다. 가격이 오르면 질문을 받은 소비자들은 종종 미래에 

가격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유사하게 올랐다고 대답한다.

  이것을 주택시장에 대입해보면 주택수요자들의 근시안적 주택가격 상승 기

대는 주택거래 전 해당지역의 동일주택 가격상승률로 대변될 수 있다. 주택수

요자들이 과거의 주택가격상승률을 관찰하는 기간에 따라 가격상승 기대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히 과거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주택수요자들

의 근시안적 가격기대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다.

2.2.2 합리적 기대 이론

  무스(Muth, 1961)에 의해 경제이론에 처음 도입된 합리적 기대가설은 경제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괄적인 경제정보(all available information)를 기반

으로 적합한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그들의 경제행위를 반영하는 경제모델과 일

관성 있게 형성된 조건부기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영걸, 2004). 즉 주택시

장에서 수요자들의 합리적 기대는 수요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

로 이용하여 가격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여기서 수요자들에게 

주어진 정보란 과거 주태가격 변화,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등이 있다. 

  현재의 추세는 소비자가 시장의 기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것이 소비자가 완전하게 미래의 알 수 없는 변화나 시장에서의 충

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단지 그러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 것인지를 올바로 예측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6) 식 (2)는 합리적 기대에 의한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보여준다.

6) Denise DiPasquale & William C. Wheaton, 조주현 역,「부동산시장분석론,」부연사, 

2012, p. 3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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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근시안적 가격기대에 의한 가격상승기대는 과거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합리

적 기대에 의한 가격상승기대는 주택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정

보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 주택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

장에 대한 정보는 각 가구에 따라 다르며, 실제 그러한 정보들이 어떠한 방식

으로 작용하여 가격상승기대를 형성하는지는 본 연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

제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주택수요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한 합리적 기대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올바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주택거래를 한 시점의 미래 시점 가격상승률로 통해 검증하

고자 한다. 즉 주택수요가구들의 합리적 기대는 거래시점보다 한 단위 미래 시

점,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며 이 값이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3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3.1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주택유형 선택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져있다.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로지스틱 또는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확률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거의 모든 연구들이 주택유형 선택에 관한 주요 변수로 가구특

성을 활용하였다. 

  개별 가구의 특성이 주택 유형 선택과 서울시 25개 구에 입주하고 있는 주

택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주택 하위 시장에 따른 주택선택

의 차이점을 밝혀 각각의 하위시장에 맞는 주택 정책과 주택공급의 기초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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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주택수요자의 주택형태 선택과 지역별 주

택선택을 설명·예측하는데 목적이 있는 오민섭(2008)의 연구에서는 가구특성 

중 인적특성으로 가구원수,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업·학력, 가구 

월수입, 주택 규모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가구원수가 클수록, 주택규모가 클수록, 월수입이 클수록, 가구주의 연

령이 높고 50대일수록,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직업이 사무관리 

또는 자영업일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인 김현태(2012)의 연구는, 서울시 생활권별 가구주의 특

성을 분류하여 주택의 점유형태와 유형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였다. 서울시를 5대 대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사용

한 변수는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결혼여부, 부모부양의 인적특성과 가구 월 소

득, 맞벌이 여부와 같은 경제적 특성을 구분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를 보면, 서울시 모든 생활권에서 주택 점유형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가

구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연령집단과 가구의 월 소득이었다.

  주택점유와 주택유형 선택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인 김주영·유승동(2013)의 

연구에서는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을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을 위한 변수는 가구원수 변화와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

다. 분석결과 주택점유형태와 관련해서 가구주의 직업이 임시직인 경우와 가

구원수가 1-2인인 경우 차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으며, 가구원수가 3-4인인 

경우에는 자가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아파트>연립 및 다세대>단독주택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Goodman(1988)은 주택가격과 임대가격의 상대적 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여 

가구의 주택점유유형을 분석하였다. 상대가격은 주택가격대비 임대가격으로 

구성하였으며, 변수 추정을 위해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을 사용

하였다. 이와 유사한 최막중·지규현·조정래(2002)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가

구특성에서 벗어나 주택금융 제약이 주택소비규모와 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Goodman(1988)의 연구에서 사용한 상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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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점유형태를 자가와 전세로 구분하여 상대적 비용 변

수를 고려하였다. Goodman(198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가 주택과 전세주택

의 상대적 비용은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로 추정하였다. 또한 주

택금융의 제약을 설명하는 변수를 도출하고, 주택소유에 따른 사용자 비용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금융 제약의 정도가 클수록 가구의 

주택수요함수가 감소하고 주택을 소유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ourassa·Hoesli(2007)은 스위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점유형태별 상대가

격과 사용자비용을 고려한 변수를 사용하고, LTV와 DTI에 의한 가구제약, 가

구특성을 모두 고려한 점유유형 선택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점유형태별 

상대가격이 클수록, LTV와 DTI에 의한 가구제약이 클수록 자가선택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기본적으로 가구

가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을 할 때의 중요한 변수를 가구특성으로 생각하였다. 

분석에 변수 구성에 일부 차이점이 있었지만 대부분 동일한 개념의 가구특성

을 사용하였으며, 가구나 공간적 범위를 나누어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분석방법을 사용한 김주영·유승동(2013)의 연구에서는 가구

의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 순서를 점유유형-주택유형 순서로 가정하고 분석하

였다. 상대적 비용 변수를 고려한 연구는 Goodman(1988)과 최막중·지규현·조

정래(2002)의 연구가 있었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상대적비용 변수를 산정하

기 위해 특성가격모형을(Hedonic Price Model)을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2.4 가격기대에 관한 선행연구

  가격기대에 관한 연구에는 가격기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

우가 많았다. 김지혜(2014)는 점유형태별 비용과 기대이익이 주택가격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사용자비용 모형과 자본자산가격결정모

형(CAPM)을 바탕으로 산출한 주택점유형태별 비용 차이와 기대이익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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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증감률과 장·단기적으로 갖는 균형간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입자에게 더 이상 전세제도가 유리한 제도가 아니었으며, 주택을 소유

하는 것이 임대보다 비용과 기대이익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영걸(2004)은 적응적 기대가설과 합리적 기대가설을 중심으로 서울시 주택시

장에서 작동되는 가격 기대심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주택시장

에서는 적응적기대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높은 주

택가격이 버블로 인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준용(2011)은 주택서비스시장에 대한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을 

자가 및 임대주택 서비스시장으로 구분하여 전세계약제도, 기대가격, 기대이상

의 실현가격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주택서비스시장의 모형을 정립하였다. 모형

정립 후 국내주택시장에 적용되는 기대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정

태적·적응적·합리적 기대가설 등을 사용한 검증결과, 국내주택시장은 자기회

귀적 기대가설과 합리적 기대가설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주택 가격기대가 주택이나 점유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는 없었다. 가격기대를 적응적 기대와 합리적 기대로 구분하여 주택가격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주택시장모형을 정립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2.5 소결 및 연구의 차별성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가구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과 주택금융정책이 점유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주택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기대가격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대

가격에 의한 주택시장모형 분석이나 주택가격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마지막으

로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을 계층화하여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통한 분석을 수

행한 연구에서는 점유유형 선택이 주택유형 선택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가정하

였으며, 각 계층과 단계별 상황에서의 주택 및 점유유형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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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주택 및 점유유형에 따른 상대적 비용과 정부의 주택금융정책 그

리고 가격상승기대가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고려하고자 하는 변수들은 모두 선행연구에서 

적어도 한 번씩 분석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주택수요자는 주택유형과 점유유

형 선택에 이러한 변수들이 동시에 고려하며, 이를 반영한 연구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주택유형과 점유유형 선택 중 어떤 것이 우선되는 선택인지를 

분석하고, 위에서 종합한 전체 변수들을 함께 고려한 정부의 정책이 정책목적

인 주택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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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3.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주택거래 시 점유유형과 주택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과 가

격상승 기대 그리고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이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의 선후관

계를 규명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주택유형과 점유유형에 미

치는 영향을 주로 가구와 주거특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일부 점유유형에 따

른 상대가격을 변수로 활용한 연구가 있었지만, 주택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을 감안하여 주택유형 선택 확률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는 결국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상대비용에 대한 연구가 충

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대안에 따른 상대가격 변수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

을 수행한다. 또한 네스티드로짓 분석을 통해 점유유형이 결정된 후 주택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리고 주택유형이 결정된 후 점유유형 선택에 미치

는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주택과 점유유형 선택의 선후

관계를 분석을 알아본다. 이것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

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거래 시 주택유형과 점유유형에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과 가격상

승 기대가 주택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선행연구 검토에서 연구자들이 주택유형과 점유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

각한 변수들은 주로 가구특성이었다. 국내에서는 최막중·지규현·조정래(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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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가 점유유형 선택에 상대가격 개념을 사용했지만, 주택유형 선택에 상

대가격 개념을 사용한 연구는 없었다. 물론 가구특성이 주택유형과 점유유형 

선택에 중요한 변수들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구특성이 어떻든 간에 실제 

주택 수요가구가 선택지 별로 고려한 상대적 비용 차이가 의사결정에 가장 중

요한 변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는 주택 또는 점유유형에 따른 가격상승기대가 있다. 주택수요

자가 주택을 거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주택가격 상승

에 따른 시세차익을 고려하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택금융정책 완화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둘째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택금융 정책이 실제 주택 수요자

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택금융정책 완화가 주택수요 가구에 어떻게 작

용하며,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정책 완화의 효과

는 단지 LTV와 DTI의 값의 변화로만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책이 주

택수요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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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택거래 시 주택수요자의 주택유형과 점유유형의 선후관계는 무엇이며, 

그에 따라 주택수요자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순차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

정인, 주택유형과 점유유형의 선후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후관계에 따라 주요 변수들이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 수요자가 주

택거래를 할 때, 주택유형과 점유유형 선택의 선후과정 규명과 그에 따른 의사

결정 기제의 변화는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로 주택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정책과 주택 보유자

의 세제혜택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주택 수요자의 주택유형 선택보다 점유유

형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으로, 실제 주택 수요자가 어떠한 선택을 

더 우선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수요자의 주택유형과 점유유형 선택의 선후관계를 규명함으로서 실제 정

부의 주택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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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점유유형별 상대적 비용이 클수록,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으로 인한 가

구의 제약이 클수록 점유유형을 자가로 할 확률은 떨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계량분석의 전제는 주택유형과 점유유형 선택 시 중

요한 변수가 선택대안별 상대적 비용 차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비용 차이를 주택유형에 따른 상대적비용, 점유유형에 따른 상대적 비용으로 

나누어 설명변수로 활용하는데, 연구가설 1은 점유유형 선택대안에 따른 상대

적 비용이 증가할수록, 주택금융정책으로 인한 가구의 제약이 증가할수록 주

택수요자가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

율)로 대표되는데, 주택수요 가구에 따라 해당 정책이 미치는 제약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금융정책의 제약을 각 가구에 적용시켜, 

실제 해당 정책이 주택수요 가구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구가설 1의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으로 인한 가구의 

제약이 커질수록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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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 주택유형별 상대적 비용이 클수록 주택유형 중 단위면적당 가격이 더 

비싼 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떨어질 것이다

  점유유형별 상대비용이 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

구가설 2는 주택유형 중 아파트 대비 비아파트주택의 상대적 비용이 증가할수록 

주택수요자가 아파트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

는 주택거래에서 점유유형 선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유형 선택에도 상대적 비용은 

주택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본 연구를 통해 검

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3.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는 주택수요자의 주택 및 점유유형 선

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기대의 경우에는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자산의 목적으로 여기

는 경우 의사결정에 유의하게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주택의 가격상승에 의한 

시세차익을 고려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수요자는 주택을 거래하고자 

하는 시기나 지역의 과거 또는 미래의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할 것이다. 즉, 연

구가설 3의 의미는 미래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자가 선택을 할 확률을 높일 

것이며, 주택유형 선택에서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가 클 경우 아파트를 선

택할 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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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4. 주택거래 시 점유유형 선택이 주택유형 선택보다 우선하는 선택

일 것 이다

  연구가설 1과 2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점유유형과 주택유형 선

택에 중요한 변수로 선택 대안에 따른 상대적 비용 차이를 전제로 한다. 이 관

점에서 보았을 때 주택유형과 점유유형 선택 중 상대적 비용의 차이가 더 발

생할 수 있는 것은 점유유형 선택이다. 주택유형 선택의 경우 아파트, 단독다

가구, 연립다세대 주택만 생각해 보면 주택 유형에 따른 비용 차이는 크지 않

을 수 있다. 반면 점유유형 선택의 경우 주택수요자가 점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점유유형인 자가 또는 임대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 차이는 매우 크다. 자가

의 경우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전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가 해당 기간 

동안 소모하는 비용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

았을 때 선택 대안에 따른 상대적 비용의 차이는 점유유형 선택이 더 크며, 그

렇기 때문에 주택수요자의 점유유형과 주택유형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은 점

유유형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스티드로짓 분석 방법을 통해 

주택유형과 점유유형의 선후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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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분석의 틀

4.1 분석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대안에 따른 상

대적 비용과 가격상승기대 차이 그리고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으로 인한 가구의 

제약이 주택유형과 점유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주택거래를 한 가구의 주택유형과 점유유형 자료가 필요하다. 이 자료는 국

토교통부의 주거누리(http://hnuri.go.kr)에서 제공하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

를 이용하여 구득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주택법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거하여 2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구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7) 해당 조사 자료에는 

가구별 주택유형, 점유유형, 가구특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

의 실증분석에는 가구별 주택유형과 점유유형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2014

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는 주택유형이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

용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판잣집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9개의 주택유형 중 일반단독주

택, 다가구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총 5개의 주택유형만을 종

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이 중 단독주택과 다가구 단독주택을 하나의 유형으

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을 묶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 변수에는 주택유형과 점유

유형별 대안에 대한 상대적 비용과 가격상승 기대가 있다. 이 중 상대적 비용

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거래 시 가구가 선택한 주택유형 또는 점

유유형의 대안들에 대한 비용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하나의 주택

에 두 개 이상의 주택유형 또는 점유유형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거래한 가구가 주택 거래 전 주택유형, 점유유형 별 대안에 대한 상대적인 비

7) 국토해양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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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고려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비용이란, 주택

거래 전 가구의 대안에 있는 주택유형별 매입 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정보

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상승 기대는 주택거래자가 주택거래를 하게 될 지역의 과거 주택 

가격 상승으로 판단할 것이다. 만약 주택수요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특

정 유형 주택의 이전 년도 가격 상승이 높았다면 수요자는 시세차익을 기대하

고 해당 유형의 주택을 자가로 점유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반대로 가격 상승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수요자는 주택거래 시 점유유형을 

임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분석을 위해서는 가구실태조사에 응답한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일한 주택에 대한 가격을 알아야 한다.

  위에서 말한 시기별 주택유형별 매입 또는 전세 보증금 정보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에 대한 비용 자료와 시기별, 주

택유형별 가격정보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해당 정보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실거래

가 자료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여 월별로 제공하며 매매 실거래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월세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자

료를 제공하고 있다. 매매와 전월세 자료의 범위가 겹치는 기간은 2011년 1월

부터로, 본 연구에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에 대한 비용

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하지만 2014년 주

거실태조사에서 각 가구의 입주에 관한 사항 응답은 연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자료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역별 연평균 자료를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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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자료

4.2.1 분석자료의 구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주택유형 및 점유유형에 관한 자료는 위에서 언급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구득하였다. 주택유형은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

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 지었으며, 실제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명목변수로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아파트로만 구성하였다. 종속

변수를 주택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아파트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의 주택유형을 보았을 때, 매년 단독주

택과 아파트가 전체 주택유형 중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연도별 주택유형 추이 

단위: %, 순서대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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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비율을 생각해 보았을 때 분석을 용의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택

유형의 종속변수로 아파트와 단독주택만을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자료의 경우에 주택유형이 아

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것이 분석

에 더욱 좋다고 판단하였다.

  점유유형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자가와 전세의 경우만 종속변수로 이용하였

다. 실제로는 점유유형의 경우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전세 거래가 줄고 보증부 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석에 보증부 월세를 포함시키기에는 분석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본가에 살지 않고 보증부 월세로 

자취를 하는 대학생이 주거실태조사에 포함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유형 및 점유유형을 결정할 때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

른 대안들에 대한 상대적인 비용을 비교 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실제 주거비

용을 내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이 아니라 그 학생의 부모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분석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결과의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가와 전

세만 점유유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 중 주택거래 시 부모 등 가족의 융자를 받은 경우, 소득이 없는 

가구는 제외하였으며, 가구주 나이가 25세 이상인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활

용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가구의 총 수는 2,241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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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처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관측 수

가구별 주택유형

(아파트/비아파트)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
서울, 경기, 

6대 광역시의 

시군구

2011년~

2014년

2,241 

가구

가구별 점유유형

(자가/전세)

대안별 비용,

이전 주택가격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

표 5 분석의 대상 및 범위

4.2.2 설명변수의 구성

  분석을 위한 설명변수 중 가구특성은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와 실거래

가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변

수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주요변수 1.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

  주택수요자가 주택거래를 할 때 점유유형을 자가 또는 임대를 선택함에 있

어 투입되는 비용에는 차이가 있다. 2014 주거실태조사 자료에는 조사에 응답

한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점유 및 주택유형, 그리고 점유유형에 따른 

매입 또는 보증금 정보가 있다. 하지만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주택 점유를 

자가로 선택한 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의 점유유형을 전세로 선택했을 경우의 

보증금을 알 수 없으며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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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

여야 한다.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을 고려한 최막중·지규현·조정

래(2002)의 연구에서는, 주택 특성을 주택 가격에 반영하는 특성가격모형

(Hedonic Price Model)을 통해 주택가격 또는 전세 보증금을 추정하였다. 하

지만 실제 주택거래를 하는 수요자가 해당 주택의 가격과 전세보증금을 고려

하여 점유유형을 선택한다기보다, 주택입지로 고려하고 있는 지역의 주택가격

을 고려하여 점유유형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변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구실태조사 응답 가구가 주택거래를 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동일한 유형 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또는 전세보증금 정보가 필요

하다. 이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및 점유유형별 실거래가 자료

를 활용하였다. 만약 주거실태조사에 응답한 가구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아

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 형태로 임대한 경우, 전세보증금 또는 매입가격을 해

당 시기 관악구의 제곱미터 당 평균 가격에 주택면적을 곱해 산정 하였다. 이

러한 방식으로 주택의 매입가와 전세보증금을 구성하고, 점유유형 선택에 따

른 상대적 비용 변수는 매입가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 변수= 

 
or

 

 =  주택의 가격

=  주택의 전세보증금

 =  년도  지역  유형주택의 평균가격

=  년도  지역  유형주택의 평균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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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수 2. 주택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과 마찬가지로, 주택유형 선택에 따른 상

대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유형을 아파트와 비아파트주

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을 각 가구가 주택거래를 한 지역의 제곱미터 당 비

아파트주택 평균가격 대비 제곱미터 당 아파트의 평균가격의 값으로 산정하였

다. 이는 점유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는데, 점유유형이 자가인 경우는 실

거래가로, 전세인 경우는 보증금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주택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 변수=  

 
or



 =  년도  지역의 제곱미터 당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

=  년도  지역의 제곱미터 당 평균 아파트 전세보증금

=  년도  지역의 제곱미터 당 평균 비아파트주택 실거래가

=  년도  지역의 제곱미터 당 평균 비아파트주택 전세보증금

주요변수 3. 주택금융정책 중 LTV(주택담보비율) 변수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에는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이 있

다. 이 중 LTV(주택담보비율)을 주택거래를 한 각 가구의 제약으로 환산하여 

분석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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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는 주택가격 대비 금융기관에서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만약 

LTV가 50%이고 주택가격이 2억 원이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기관에

서 최대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이다. 반대로 주택가격에 1-LTV 

비율을 곱하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가구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가구가 50%의 LTV 비율을 

적용받은 비용을 금융기관에서 융자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구의 자산에서 부

담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하지만 여기서 도출

된 가구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변수로 활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값은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따라 상대적으로 체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을 위한 LTV 변수는 1-LTV 비율에 주택가격

을 곱한 값에 주택거래 후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주택거래를 위해 

투입한 자기자본금의 합으로 나누어 활용하였다. 만약 어떤 가구가 3억짜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자기자본으로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난 후 보유한 

금융자산이 1억 원인 경우 LTV에 의한 해당 가구의 제약은 (1-LTV)×3억 원

÷(1억 5천만 원+1억 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식은 아래와 같다.

LTV 비율에 따른 가구제약 변수=  

 ×

LW= 주택거래 후 금융자산

= 주택거래에 투입한 자기자본

주요변수 4. 주택금융정책 중 DTI(총부채상환비율) 변수

  정부의 주택금융정책 중 DTI(총부채상환비율) 또한 LTV(주택담보비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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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방식으로 변수화 하였다. 

  DTI는 금융기관에서 융자한 금액에 대한 각 가구의 연간 소득 대비 원금 및 

상환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만약 DTI 비율이 50%인 경우, 가

구의 연간소득 중 50%의 금액만 융자 상환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LTV를 변수화 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각 가구의 연간수입 대비 상

환금액 비율은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DTI 변수는 각 가구가 금

융기관에서 융자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TV 변수에서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 가구가 LTV 비율을 최대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융

자를 받은 후 원금이 아닌 이자만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가구의 

DTI 비율에 따른 제약은 LTV×주택가격×담보대출이자율÷생애소득×DTI 비

율로 계산하여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식은 아래와 같다.

DTI 비율에 따른 가구제약 변수= ×

××

= 담보대출이자율

LI= 생애소득(1년분)

주요변수 5. 가격상승 기대 중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변수

  각 가구가 주택의 점유유형을 선택할 때 가격상승기대를 고려하는 것을 대

변하는 변수 중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변수는, 가구가 거래한 해당 지역 주택 

유형의 제곱미터 당 1년 전 주택 가격 대비 2년 전 주택 가격 변화율을 이용

하여 산정하였다. 

  만약 2012년에 아파트 주택거래를 한 가구가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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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가격상승 기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2011년 대비 2010년 아파트 제

곱미터 당 평균가격의 변화를 보고 판단했을 것을 가정하고 변수로 활용하였

다. 이 변수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든 주택가격 자료의 출처인 국토교통부의 

주택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변수를 구축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

년까지의 시군구 단위 주택유형에 따른 제곱미터 당 평균 가격을 이용하여 산

정하였다.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변수=  

   
×

주요변수 6. 가격상승 기대 중 합리적 기대 변수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변수는 주택거래를 한 시점의 1년 전 대비 2년 전 

해당 주택유형의 가격변화를 사용했다면, 합리적 기대에 따른 변수는 주택거

래를 한 다음 년도 대비 주택거래를 한 년도의 가격변화를 사용하였다. 

  만약 2013년에 아파트 주택거래를 한 가구가 합리적 기대에 따른 가격상승

을 기대한 경우, 해당 지역의 2014년 대비 2013년 아파트 제곱미터 당 평균가

격의 변화를 예상했을 것을 가정하고 변수로 활용하였다. 다른 모든 가격 변수

와 마찬가지로 이 변수 또한 국토교통부의 주택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하여 구

축하였다. 

합리적 기대 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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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수 7. 항상소득 가설에 따른 항상소득 추정값

  앞선 이론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주택은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표

적인 내구재로서, 그 구입에는 일시적인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

비자의 시계가 길다(이주형, 1989).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택과 같은 내구재의 

수요는 현재소득보다는 항상소득의 함수라는 것이 일반적인 가설이다(지규현, 

200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초 자료인 2014 주거실태조사 자료 중 2,241 가구

의 항상소득을 추정하였다. 항상소득은 가구주의 학력이나 연령과 같은 인적

자본과, 거주 지역 같은 비인적자본으로 구성된 함수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소득에 이들 변수를 회귀하여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수욱 외, 2007). 본 

연구에서 변수로 활용할 항상소득 추정에는 종속변수로 월소득(만원)을, 인적

자본으로서 가구주 나이,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년수를 사용하였으며, 비인

적자본으로서 가구의 금융자산을 사용하였다. 금융자산을 항상소득 추정에 사

용한 이유는 금융자산을 이용한 각종 투자를 통한 소득을 항상소득에 포함시

키기 위함이다. 위에서 언급한 변수를 활용한 항상소득 추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 Value Pr > |t| VIF

상수항 -812.891 58.198 -13.97 <.0001 0

가구주나이 -2.511 0.406 -6.19 <.0001 1.803

가구주성별 53.544 13.856 3.86 0.0001 1.158

ln(금융자산) 113.539 5.910 19.21 <.0001 1.249

교육년수 8.811 2.042 4.31 <.0001 2.158

관측수: 2,241, 수정결정계수: 0.2807

표 6 항상소득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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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주택유형 또는 점유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은 선행연구

들과 마찬가지로 가구특성 중 인적특성, 주택특성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인적특성은 가구주 나이, 가구주 성별, 가구원 수 등 을, 주택특성은 주택 건축

년도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모든 변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주요변수 1 상대적 비용1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

주요변수 2 상대적 비용2 주택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

주요변수 3 LTV 제약변수 LTV에 따른 상대적 가구제약 변수

주요변수 4 DTI 제약변수 DTI에 따른 상대적 가구제약 변수

주요변수 5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변수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적용 변수

주요변수 6
합리적 

기대상승가격 변수
합리적 기대상승가격 적용 변수

인적특성

가구주 나이 가구주 나이

가구주 성별
가구주 성별 

(남=1, 여=0)

가구원 수 가구원 수

자녀의 유무
자녀의 유무 

(자녀 있음=1, 자녀 없음=0)

주요변수 7 항상소득 (만원)
항상소득가설에 따라 

추정된 항상소득

주택특성 건축년도

주택 건축년도

(2012년 1월 이후=1,

2009~2011년=2,

2004~2008년=3,

1999~2003년=4,

1994~1998년=5,

1989~1993년=6,

1984~1988년=7,

1983년 이전=8)

표 7 연구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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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석의 흐름 및 방법

4.3.1 분석의 흐름

  본 연구에서는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과 주택금융정책

에 따른 가구의 제약 그리고 가격상승 기대가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에서 제시한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후 가구의 점유 및 주택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모형은 두 가지로, 종속변수가 점유유형인 경우 그리고 주택형

태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설 1과 2를 검

증하고, 실제 변수들이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두 가지 모형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에는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가

설 3을 검증한다. 네스티드로짓모형에서 점유유형 또는 주택유형 선택의 선후

관계를 달리하고, 추정 결과 값과 관측 값을 비교하여 점유유형과 주택유형 중 

주택수요자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3 분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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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분석 방법8)

  1) 이항로짓모형 (Binary Login Model)

  로짓모형(Logit Model)은 종속변수가 명목척도일 때 사용되는 분석방법으

로서, 회귀분석이 아닌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한다. 

회귀분석의 경우 종속변수가 연속분포를 갖는 키, 몸무게와 같은 값을 갖는다. 

하지만 종속변수가 한 가구의 주택유형 또는 점유유형과 같은 명목척도인 경

우에는 고전적인 회귀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종속변수가 명

목척도일 때 고전적인 회귀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오차들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게 되고, 등분산성의 가정 또한 위배된다. 또한 회귀모형을 추정하더라도 결

과가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종속변수 몇 가지 선택 항목에 대해서만 

확률분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전적 회귀모형 자체가 적합한 모형이 될 수 없

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짓 모형 중 종속변수가 2가지 

일 때만 사용하는 이항 로짓 모형의 경우 아래 식 (1)과 같은 관계를 가정하

며, 여기서 는 관찰 불가능한 응답변수로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불

린다. 가 어떠한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이항 선택항 범주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하일 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게 된다. (1) 식의 관계를 통해

서 y=1일 경우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아래의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if 
  

 
 ········ (1)

단, 는   인 대칭 분포이며,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 

8) 이성우 외, 2005, 「로짓·프라빗 모형 응용」의 설명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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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Pr
  



      Pr   
  



  ········ (2)

  
  



   
  



 

  (1)의 가정 이외에 이 로짓분포를 한다는 가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

는데, 연속확률분포함수에서 정의되는 형태의 함수는 식 (3)과 같다.

 
 










 



 


 ········ (3)

  로짓분포함수는 음의 무한대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0과 1로 수렴하게 

되어 명목척도로 구성된 종속변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계함수(Link 

Function)로 사용된다.

그림 4 로짓분포 함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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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짓분포함수에 투입되는 확률변수를   
  



   형태로 선형변환 하게 

되면, 아래 식 (4)와 같이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

률로 표현되는 승산(Odds)과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log  

  
  

  



 ········ (4)

  2) 네스티드로짓모형(Nested Logit Mode)

  네스티드로짓모형은 선택의 문제 중 응답변수가 위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를 계량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 즉, 연속응답변수를 수리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계를 가진 응답변수란 한 변수가 다른 변수가 결정된 

다음에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한 

사람 중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두 가지 위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답이 된다. 우

선 주택유형을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선택한 사람 중 아파트를 선택

한 사람에 속하게 되고, 이 중에서 자가를 선택한 사람과 전세를 선택한 사람 

중 자가를 선택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일반화시켜 다음의 그림X와 같

이 J개의 선택을 L개의 하위 그룹으로 형성 가능하다면 네스티드로짓모형을 

구성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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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선택항목 간의 계층성

출처: 이성우 외(2005)

  연속성을 가진 선택항목을 확률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단계를 

설정해주어야 한다. 각 단계별로 선택항목들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확률의 계

산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구성

된 이항(Binary) 선택이 두 번 연속된 모형을 분석하는데, 위 그림의 첫 번째 

가지에서 파생된 두 가지 선택은 가구의 주택유형 선택, 두 번째 가지에서 파

생된 두 가지 선택은 점유유형이다. 이러한 단계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확

률모형의 식은 아래 식 (5)와 같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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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하첨자 k1, k2, k3는 각 단계를 나타내 준다. 각 단계는 이항 선택항

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비교적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여

기까지의 내용을 본 연구에 알맞게 예로 적용시킨 의사결정 나무 그림은 아래

와 같다.

그림 6 의사결정 나무 예시

  만약 생애최초 주택거래 의사결정 시 주택유형을 점유유형보다 먼저 결정한

다면 의사결정 나무의 모양은 위 그림5와 같을 것이다. 여기서 아파트를 선택

하고 자가를 선택한 경우(), 아파트를 선택하고 전세를 선택한 경우(), 아

파트를 선택하지 않고 자가를 선택한 경우(),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고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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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한 경우()에 대한 총 확률 식은 식 (6)의 4개로 구성할 수 있다.

     




  




 

      




   




 

       




  




 

       




   




 

······ (6)

  식 (6)에서 하첨자 k1은 아파트를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k2는 자가 또는 전세를 선택할 것인지의 단계를 나타낸다. 물론, 이 단계는 이

항 선택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단계별 확률끼리의 확률

적 독립에 대한 가정도 유효하다.

  의사결정나무의 하위 항들은 상위 항목이 선택된 상황 하에서 선택할 수 있

는 범위이다. 따라서 하위 항목의 확률은 상위 항목의 확률에 대한 하위 확률

이 된다. 그리고 단계별 확률 간에는 확률적 독립성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곱확

률로 표현할 수 있다.  를 첫 번째 단계의 결과인 의 확률이라고 하고, 두 

번째 단계의 결과 의 확률을 라고 하면 최종 확률  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  ······ (7)

  식 (7)은 본 연구의 분석과정과 동일한 2단계로 이루어진 네스티드로짓모형

의 일반 확률식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 식은 이항 선택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항 선택식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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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네스티드로짓 분석 방법으로 주택유형과 점유유형 선택의 선

후관계를 규명한다. 또한 상·하위별 분석에서 주택유형과 점유유형 선택에 따

른 상대적 비용과 가격상승기대 그리고 정부의 주택금융정책 변수들이 의사결

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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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분석 결과

5.1 점유유형 선택 요인 분석

5.1.1 자료 탐색

1) 2014 주거실태조사자료 기초통계량

  2014 주거실태조사자료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다. 총 2,241가구 중 점유유형이 자가인 가구는 1,314가구로 전체 

중 58.63%로, 점유유형이 전세인 가구는 927가구로 전체의 4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의 경우 전체 2,241가구 중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는 

1,643가구, 73.32%를 차지했다. 비아파트 주택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에 사는 가구는 598가구, 26.68%로 나타났다.

  인적특성 변수인 가구주 나이의 평균은 45.77세로 나타났으며. 전체 2,241

가구 중 가구주 성별이 남자인 경우는 1,978가구, 여자인 경우는 263가구로, 

가구주 성별이 남자인 가구가 여자인 가구에 비해 약 8배 많았다. 분석대상 가

구의 가구원수 평균은 3.12명, 자녀 유무의 경우 자녀가 있는 가구가 전체의 

71.53%, 없는 가구가 28.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특성인 건축년도의 경우

에는 1994년에서 1998년 사이에 건설된 주택에서 살고 있는 가구가 18.25%로 

가장 많았으며,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건설된 주택과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건설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17%대로 비슷하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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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응답 평균 빈도 백분위

점유유형
1 (자가) - 1,314 58.63%

0 (전세) - 927 41.37%

주택유형
1 (아파트) - 1,643 73.32%

0 (비아파트주택) - 598 26.68%

가구주 나이 - 45.77 - -

가구주 성별
1 (남성) - 1,978 88.26%

0 (여성) - 263 11.74%

건축년도

1 (2012년 1월 이후) - 171 7.63%

2 (2009~2011년) - 290 12.94%

3 (2004~2008년) - 386 17.22%

4 (1999~2003년) - 402 17.94%

5 (1994~1998년) - 409 18.25%

6 (1989~1993년) - 265 11.83%

7 (1984~1988년) - 164 7.32%

8 (1983년 이전) - 154 6.87%

가구원 수 - 3.12 - -

자녀 유무
1 (있음) - 1,603 71.53%

0 (없음) - 638 28.47%

표 8 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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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축한 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구축한 변수인 점유 및 주택유형별 상대적비용, 

LTV 제약변수, DTI 제약변수,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변수, 합리적 가격상승기대 변수, 항상소득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

다. 

  점유유형에 따른 상대비용 변수는 앞선 변수 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가

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이다. 해당 변수

의 평균은 1.803으로, 분석대상인 2,241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의 

전세보증금에 비해 평균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상대비용은 

각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단위 지역의 아파트 가격 대비 비아파트주택 

가격의 비율이다. 이 값의 평균은 1.648로, 분석대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비

아파트 주택의 가격보다 제곱미터 당 평균 약 1.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구의 LTV 제약과 DTI 제약 변수의 평균은 각각 0.22, 13.397로 나타

났으며, 각 가구가 거래한 주택과 동일한 주택 및 점유유형의 근시안적 가격상

승기대 변수와 합리적 가격상승기대 변수의 평균은 거의 유사한 값인 0.03으

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변수와 합리적 가격상승기대 

변수의 평균 또한 약 0.03으로 모든 주택의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변수와 합

리적 가격상승기대 변수 평균과 유사한 값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가구가 거래한 년도의 주택과 동일한 주택유형, 점유유형의 1년 전 

가격 대비 2년 전 가격과, 주택거래 1년 후 년도 대비 해당년도의 가격 상승이 

평균적으로 약 3%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소득 가설을 이용하여 추정한 

항상소득의 평균은 월 363.06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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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점유유형별 상대비용 1.803 1.387

주택유형별 상대비용 1.648 0.521

LTV 제약 0.220 0.079

DTI 제약 13.397 88.831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0.030 0.079

합리적 가격상승기대 0.032 0.062

근시안적 아파트 가격상승기대 0.029 0.077

합리적 아파트 가격상승기대 0.032 0.053

항상소득 (월/만원) 363.056 122.849

표 9 구축 변수 기초통계량

5.1.2 연구가설

  제 3장의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부분에서 세운 가설 중 본 절에서 검증하

고자 하는 가설은 가설 1과 가설 3이다. 

연구가설 1. 점유유형별 상대적 비용이 클수록,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으로 인한 가

구의 제약이 클수록 점유유형을 자가로 할 확률은 떨어질 것이다

연구가설 3.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는 주택수요자의 주택 및 점유유형 선

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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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설 1의 점유유형별 상대적 비용이라는 말은, 점유유형 선택대안별 상

대적 비용을 의미한다. 즉, 점유유형이 자가인 경우와 전세인 경우의 상대적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금융정책으로 인한 가구의 제약은 LTV와 

DTI에 의한 가구의 제약이다. 또한 연구가설 3의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

는 앞서 구축한 변수 중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변수와 합리적 가격상승기대 

변수를 의미한다. 제 2장에서 검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가격상승기대 이론 

중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와 합리적 가격상승기대가 점유유형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연구가설 1, 3을 검증하기 위한 주요변수 외에 통제변수로서 가구특성인 인

적특성, 주택특성, 항상소득이 점유유형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알아본다. 분석은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모형의 추정치에 대

한 검정, 분석결과 해석, 변수별 한계효과를 알아보는 순서로 수행된다.

그림 7 점유유형 선택 요인 분석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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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추정치에 대한 검정

  로짓분석에서는 회귀분석의 최소자승법에서 설명변수들 사이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F검정과 유사하게 최우추정법을 사용한다(이성우 외, 

2005). 본 절에서 이항로짓모형 추정을 위해 사용한 설명변수들 간 사이 결합

의 유의성 검정에서 Likelihood Ratio, Score, Wald 검정 결과의 유의확률이 

1%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 값은 아래 

표와 같다.

Test Chi-Square DF Pr > ChiSq

Likelihood Ratio 823.6583 11 <.0001

Score 601.5159 11 <.0001

Wald 466.3847 11 <.0001

표 10 점유유형 선택요인 분석 추정치 검정 결과

5.1.4 모형 적합도 분석

  로지스틱 회귀모델도 회귀모델에 속하기 때문에 도출된 회귀모델이 얼마나 

적합하며 또한 표본으로부터 산출된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

여야 한다. 추정된 로지스틱 회귀모델이 얼마나 적합한가를 판정하는데 우도

비검정(Log Likelihood ratio test)이 사용된다. 우도비 검정은 선형 회귀모델

에서 모델의 적합도를 판정하는 F검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로지스틱 모

델에서는 설명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델과 설명변수가 포함된 모델에서 산출

된 로그 우도(Log Likelihood) 값을 서로 비교하게 된다. 설명변수가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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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모델을 무제약모델(unrestricted model)이라고 하고, 모든 설명변수가 포

함된 모델을 제약모델(restricted model)이라고 한다. 모델의 적합도는 무제약

모델의 로그우도 값과 제약모델의 로그우도 값 차에 –2를 곱한 값을 사용한

다. 이 값은 언제나 양(+)의 값을 가지며 점근적으로 모수의 수를 자유도로 하

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희연 외, 2012). 

  본 절에서 추정의 모형 적합도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적합도 판단 기준인 

AIC, SC, 로그우도 값 모두 설명변수가 없는 무제약모델 값보다 설명변수가 

포함된 제약모델의 값이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riterion Intercept Only Intercept and Covariates

AIC 3041.518 2239.86

SC 3047.233 2308.436

-2 Log L 3039.518 2215.86

표 11 점유유형 선택요인 분석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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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분석결과 및 해석

  1) 로짓분석 결과

  연구가설 1과 2를 검증하기 위해 2014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구득한 

변수와 본 연구자가 구축한 변수를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아

래 표와 같다.

변수명 계수 유의확률 평균

상수항* -1.800 0.0026 -

점유유형 상대비용* -0.803 <.0001 1.803

LTV 제약* -7.750 <.0001 0.220

DTI 제약* -0.004 <.0001 13.397

항상소득* 0.008 <.0001 363.056

가구주 나이* 0.058 <.0001 45.769

가구주 성별* -0.530 0.0065 0.883

건축 년도** -0.080 0.0101 4.253

가구원 수** 0.181 0.0191 3.124

자녀유무 -0.204 0.2644 0.715

합리적 가격상승기대 1.440 0.101 0.032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3.9383 <.0001 0.030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Max-rescaled R-Square: 0.4143

Pseudo R-Square: 0.2710

표 12 점유유형 선택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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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를 점유유형 (자가=1, 전세=0)로 하여 수행한 이항로짓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변수 중 자녀유무와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에서 유

의한 변수 중 점유유형에 따른 상대비용, LTV 제약, DTI 제약, 항상소득, 가구

주 나이, 가구주 성별,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변수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의 부호를 살펴보면, 점유유형에 따른 상대비용 변수는 점유유형 중 자

가 선택 확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대상 가

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비 가격이 높을수록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할 확률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LTV와 DTI 제약의 경우도 점유유형 중 

자가 선택 확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TV와 

DTI 제약이 커질수록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결국 점유유형에 따른 상대비용과 LTV, DTI 제약 변수가 주택 점유유

형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가설 1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상승기대 변수인 합리적 가격상승기대와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변수

의 경우,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변수만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주택수요자가 주택거래를 할 때에 주택거래를 하고자 하는 지역, 

동일한 주택유형의 과거 가격 상승률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변수

의 부호를 보면, 과거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택 점유유형 중 자가 선택 확률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과거 주택가격 상승률이 클수록 

가구의 주택점유유형 선택 시 자가 선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

기서 가격상승기대 변수 계수 부호는 주택수요자들이 주택을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을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향 후 자산 가치 상승을 

과거 가격 상승을 통해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합리적 가격상승기대 변수

는 10% 유의수준에도 유의하지 않다고 분석되었는데, 이는 주택수요자가 합

리적 가격상승 기대를 예상한 것이 실제 주택가격 상승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

타났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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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소득 가설에 의해 추정한 항상소득 값은 주택 점유유형에 정(+)의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 가구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점유유형

을 자가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점유유형이 자가인 경우 

가구가 투입하는 비용이 전세인 경우 투입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소

득이 높을수록 주택 점유유형이 자가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올바른 추정 결

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외 변수인 가구주 나이와 가구원 수는 주택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할 

확률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성별과 주택 건축년도

(오래된 정도)는 주택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할 확률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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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분석

  점유유형별 상대비용과 주택금융정책으로 인한 가구의 제약, 가격상승기대 

와 항상소득이 점유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에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한계

효과는 아래 표와 같다.

변수명 변화 정도 한계효과

점유유형 상대비용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의 10%만큼 더 상승 -0.0196

LTV 제약
LTV 규제완화로 주택수요자가 주택 구입 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 감소
0.0407

DTI 제약
DTI 규제완화로 주택수요자가 주택 구입 후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 증가
0.0014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과거 주택가격이 1% 상승 0.0095

항상소득 월 항상소득이 10만원 상승 0.0194

표 13 점유유형 선택요인 분석 주요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우선 점유유형별 상대비용의 경우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의 10%만큼 상승

할 경우 주택 점유유형 중 자가의 확률을 약 2%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올바르다. 주택가격의 상승이 전세보증

금의 상승보다 더 클 경우, 점유유형에 따른 상대비용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택수요자가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할 확률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다음 LTV 제약 변수의 경우 LTV 정책 완화로 인해 주택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LTV 값이 커지는 것은 주택수요자

가 주택구매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LTV 값의 상승으로 인한 정책 완화는 주택 수요자가 비교적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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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에서 가정한대로 변화를 주었을 때 

주택수요자가 주택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할 확률이 약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TI 제약 변수 또한 LTV 제약 변수와 마찬가지로 한계효과 분석에서 DTI 

정책 완화로 인해 주택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상환금액이 10%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DTI 값이 증가하는 것은 LTV 의 증가 효과와 유사하게 주택수요

자가 주택구입시 자기 소득 대비 금융기관에서 받은 융자금액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택을 구매할 때 금융기관 

융자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음을 말하며, DTI 정책 완화로 주택수요자가 주

택을 구입할 확률이 약 0.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와 DTI 제약변수

의 한계효과를 보면,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사용하는 주택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주택수요자의 주택구매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격상승기대 변수인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변수의 경우, 주택수요자가 주

택거래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과거 주택가격 상승이 1% 더 있을 때 주택구매 

확률이 약 0.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로짓분석 결과에서도 언급했

지만, 주택수요자가 주택거래를 한 지역의 과거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택수요

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 매력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고 미래의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향 후 주택을 매각할 때 발

생할 수 있는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항상소득 가설에 의해 추정한 항상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월 10만원 증가

할 때 주택을 구매할 확률이 약 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유형 상대

비용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임대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투입되

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주택을 구매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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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택유형 선택 요인 분석

5.2.1 연구가설

  위의 절에서는 점유유형별 상대 가격과 주택금융정책 그리고 가격상승 기대

가 점유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주택유형별 상대 가

격과 가격상승 기대가 주택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적

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 2. 주택유형별 상대적 비용이 클수록 주택유형 중 단위면적당 가격이 더 

비싼 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떨어질 것이다

연구가설 3.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는 주택수요자의 주택 및 점유유형 선

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의 주택유형별 상대적 비용 차이를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와 비아

파트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는 주택수요자

가 주택거래 전 해당 지역의 주택유형에 따른 가격을 비교하고, 그에 따라 주

택유형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가설 3의 경우 위의 절에서는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와 합리적 가격상

승기대로 구분하여 각각의 변수가 점유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면, 이번 절에서는 근시안적 아파트 가격상승기대와 합리적 아파트 가격상승

기대가 주택유형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근시안적 가격상승

기대는 주택수요자가 거래를 한 지역의 과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며, 합리적 

가격상승기대는 주택수요자가 기대한 미래 아파트 가격 상승기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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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절과 마찬가지로, 본 절에서 가설 검증을 위한 주요변수 외에 통제변

수로서 가구특성인 인적특성, 주택특성, 항상소득이 주택유형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알아본다. 분석은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

며, 위의 절과 마찬가지로 분석과정은 모형의 추정치에 대한 검정, 분석결과 

해석, 변수별 한계효과를 알아보는 순서로 수행된다.

그림 8 주택유형 선택 요인 분석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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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추정치에 대한 검정

  앞선 추정치에 대한 검정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본 절에서 수행한 이항로짓

분석의 추정치에 대한 검정을 수행하였다. Likelihood Ratio, Score, Wald 검

정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분석에서 추정된 추정치들이 통

계적으로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다.

Test Chi-Square DF Pr > ChiSq

Likelihood Ratio 717.1293 9 <.0001

Score 660.0847 9 <.0001

Wald 431.2232 9 <.0001

표 14 주택유형 선택 요인 분석 추정치 검정 결과

5.2.3 모형 적합도 분석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무제약모델(unrestricted model)과 제약모델

(restricted model)의 로그우도 값 차이에 –2를 곱한 값, AIC, SC 모두 무제

약모델보다 제약모델 값이 작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Criterion Intercept Only Intercept and Covariates

AIC 2601.989 1902.859

SC 2607.703 1960.006

-2 Log L 2599.989 1882.859

표 15 주택유형 선택 요인 분석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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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분석결과 및 해석

  1) 로짓분석 결과

  주택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택유형별 상대가격, 주택가격 상

승기대, 항상소득, 이외 통제변수로 이항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변수명 계수 유의확률 평균

상수항* -2.739 <.0001 -

주택유형 상대비용* -0.656 <.0001 1.648

근시안적 

아파트가격상승기대
1.008 0.1873 0.029

합리적 

아파트가격상승 기대**
2.290 0.0463 0.032

항상소득* 0.014 <.0001 363.056

가구주 나이* 0.024 <.0001 45.769

가구주 성별* -0.902 <.0001 0.883

가구원 수 -0.115 0.1739 3.124

자녀 유무 0.275 0.1596 0.715

건축년도 -0.052 0.1377 4.253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Max-rescaled R-Square: 0.3989

Pseudo R-Square: 0.2758

표 16 주택유형 선택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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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를 주택유형 (아파트=1, 비아파트주택=0)으로 하여 수행한 이항로

짓모형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변수 중 근시안적 아파트 가격상승기대, 가구원 

수, 자녀 유무, 건축년도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변수 중 주택유형에 따른 상대비

용, 항상소득, 가구주 나이, 가구주 성별 변수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계수의 부호를 살펴보면, 주택유형에 따른 상대비용 변수는 주택유형 선택 

중 아파트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대상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 대비 비아파트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의 제곱미터 당 평균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할 확률

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가격상승기대 변수인 합리적 아파트 가격상승기대와 근시안적 아파트 가격

상승기대 변수의 경우, 합리적 아파트 가격상승기대 변수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수요자가 주택거래를 할 때에 주택거래를 

하고자 하는 지역 아파트의 과거 미래 가격 상승률을 예측하고, 이를 주택유형 

선택에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변수의 부호를 보면, 주택수요자가 거

래한 시기 다음 년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선택 확률에 정(+)의 영향

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택수요자가 미래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주택

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한 경우, 예상한 가격상승 기대와 실제 가격상승의 방향

이 같았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주택수요자의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가 올바르

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의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가격상승기대가 주

택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거주 목적 외 자산 목적으

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항상소득 가설에 의해 추정한 항상소득 값은 주택유형 중 아파트 선택 확률

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 가구의 월 소득이 높

을수록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유형

이 아파트인 경우 가구가 투입하는 비용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인 경우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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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소득이 높을수록 주택 점유유형이 자가일 확률

이 높아지는 것은 올바른 추정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외 변수인 가구주 나이는 주택유형 중 아파트 선택 확률에 정(+)의 영향

을, 가구주 성별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분석

  주택유형별 상대비용, 가격상승기대 그리고 항상소득이 점유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에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한계효과는 아래 표와 같다.

변수명 변화정도 한계효과

주택유형  

상대비용

아파트가격이 비아파트 주택 가격의 10%만큼 

더 상승
-0.0109

합리적 

아파트가격상승

기대

미래 주택가격이 1% 더 상승할 것을 예상 0.0037

항상소득 월 항상소득이 10만원 상승 0.0222

표 17 주택유형 선택 요인 분석 주요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주택유형별 상대비용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비아파트주택 가격의 10%만큼 

더 상승할 경우 주택 점유유형 중 자가의 확률을 약 1% 낮추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파트가격의 상승이 비아파트 주택의 가격 상승보다 더 클 경우, 주택

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비용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택수요자가 주택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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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선택할 확률은 떨어지는 것은 올바른 추정이다. 

  가격상승기대 변수인 합리적 아파트 가격상승기대 변수의 경우, 주택수요자

가 주택거래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미래 주택가격 상승을 1% 더 예상할 경우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할 확률이 약 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소득 가설에 의해 추정한 항상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월 10만원 증가

할 때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할 확률이 약 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상대비용과 마찬가지로,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하는 것은 비아

파트 주택을 선택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이 증

가하는 것이 아파트 선택 확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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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 네스티드로짓 분석

5.3.1 연구가설

  본 절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 4. 주택거래 시 점유유형 선택이 주택유형 선택보다 우선하는 선택

일 것 이다

  주택수요자의 주택거래 시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의 선후관계는 네스티드로

짓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앞선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의 분석결과를 활

용하여 점유유형 우선 선택, 주택유형 우선 선택 2가지 네스티드로짓모형을 

추정한다. 이 후 추정치와 자료의 관측치를 비교하여, 어떤 순서의 추정치가 

관측치와 더 유사한지를 판단하여 이를 통해 선후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

이 본 절의 분석과정이다. 

그림 9 점유 및 주택유형 네스티드로짓 분석 및 선후관계 분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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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점유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모형

  점유유형 우선 선택과 주택유형 우선 선택 중 점유유형을 우선 선택 할 경

우의 네스티드로짓모형을 구축하고, 최종 추정치와 관측치를 비교하고자 한다. 

점유 및 주택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5.1, 5.2절에서 사용한 변수와 동

일한 변수로 구성하게 구성하였다. 분석대상 가구는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

한 가구 1,314가구와 전세로 선택한 가구 927가구이며, 점유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모형의 의사결정 나무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0 점유유형 우선 선택 의사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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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치에 대한 검정  

  우선 점유유형 선택 (자가=1, 전세=0)을 구분하여 자가를 선택한 가구 중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한 경우와 비아파트주택을 선택한 경우로 구분하여 

이항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의사결정나무 그림의 왼쪽부터 오른쪽 부분

을 말하며, 분석의 추정치에 대한 검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Test Chi-Square DF Pr > ChiSq

Likelihood Ratio 236.694 9 <.0001

Score 237.4112 9 <.0001

Wald 178.687 9 <.0001

표 18 추정치 검정 결과 (자가 선택)

Test Chi-Square DF Pr > ChiSq

Likelihood Ratio 468.472 9 <.0001

Score 356.400 9 <.0001

Wald 216.621 9 <.0001

표 19 추정치 검정 결과 (전세 선택)

  자가선택과 전세선택의 추정치 검정 결과, Likelihood Ratio, Score, Wald 

검정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분석에서 추정된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다.



- 69 -

  2) 모형 적합도 분석

  

Criterion Intercept Only Intercept and Covariates

AIC 1277.878 1059.184

SC 1283.059 1110.992

-2 Log L 1275.878 1039.184

표 20 모형 적합도 분석 (자가 선택)

Criterion Intercept Only Intercept and Covariates

AIC 1229.934 779.463

SC 1234.766 827.782

-2 Log L 1227.934 759.463

표 21 모형 적합도 분석 (전세 선택)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자가선택과 전세선택 모형 모두 우도비 검정, AIC, 

SC 검정 결과 모두 설명변수가 포함된 제약모델(restricted model)의 값이 설

명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무제약모델(unrestricted model)의 값 보다 작게 나

와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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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결과 및 해석

  점유유형을 자가로 우선 선택한 가구의 주택유형 선택 네스티드로짓 분석결

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점유유형을 선택한 후 주택유형을 선택하는 순서의 모형

이기 때문에, 분석에 투입된 변수는 주택유형별 상대가격과 가격상승기대 분

석과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변수명 계수 유의확률 평균

상수항** -2.040 0.0174 -

주택유형 상대비용 0.193 0.5794 1.426

근시안적 

아파트가격상승기대
0.479 0.6537 0.038

합리적 

아파트가격상승 기대**
3.811 0.0126 0.036

항상소득* 0.012 <.0001 395.518

가구주 나이 0.005 0.4427 46.314

가구주 성별** -0.639 0.0211 0.905

가구원 수 -0.073 0.4948 3.244

자녀 유무 0.028 0.9168 0.744

건축년도* -0.166 0.0005 3.873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Max-rescaled R-Square: 0.2653

Pseudo R-Square: 0.1855

표 22 점유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 분석결과 (자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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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분석에서는 주택유형 상대비용, 합리적 가격상승기대, 항상소득, 가구

주 나이, 가구주 성별 변수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하

지만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한 가구로 한정한 주택유형 분석결과, 투입된 변

수 중 항상소득과 건축년도가 유의수준 1%에서, 합리적 아파트 가격상승 기

대, 가구주 성별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첫 번째로, 주택유형별 상대비용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을 보면 

이는 주택수요자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아파트 가격 대비 비아파트주택 가격

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격상승기대 변수 중 합리적 아파트 가

격상승기대 변수는 주택을 구입하기로 한 가구의 주택유형 중 아파트 선택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택을 자산으로 보는 관점에서 앞 절

의 분석결과와 같은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항상소득도 아파트의 가격이 비아파

트주택보다 비싸다는 관점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아파트를 선택할 확률이 높

아진다는 추정은 합리적이다.

  다음은 점유유형을 전세로 우선 선택한 가구의 주택유형 선택 네스티드로짓 

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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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계수 유의확률 평균

상수항* -5.7069 <.0001 -

주택유형 상대비용* -1.6739 <.0001 1.962

근시안적

 아파트가격 

상승기대

1.097 0.3937 0.016

합리적 

아파트가격

상승기대

-1.1743 0.5458 0.026

항상소득* 0.0236 <.0001 317.042

가구주 나이* 0.0763 <.0001 44.998

가구주 성별* -1.494 <.0001 0.851

가구원 수 -0.2326 0.1051 2.955

자녀 유무 0.3925 0.2047 0.674

건축년도** 0.1204 0.03 4.793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Max-rescaled R-Square: 0.5404

Pseudo R-Square: 0.3815

표 23 점유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 분석결과 (전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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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유형을 전세로 선택한 가구의 주택유형 선택 네스티드로짓 분석 결과, 

주택유형별 상대비용, 항상소득, 가구주 나이, 가구주 성별 변수는 유의수준 

1%에서, 건축년도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점유유

형을 자가로 선택한 가구와 달리 주택유형별 상대비용이 아파트 선택 확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이유는, 점유유형을 전세

로 선택한 가구의 경우 아파트 가격 대비 비아파트주택의 가격을 비교하여 주

택유형을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택을 임대 형태로 거주하고자 

하는 가구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가구의 주택유형 수요 선호의 차이를 말

해준다. 앞선 분석에서 주택을 구입한 가구가 주택유형별 상대가격을 고려한

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항상소득의 경우 아파트 선택 확률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아파트의 제곱미터 당 전세보증금이 비아파트주택의 제곱미터 당 전

세보증금보다 높기 때문으로, 합리적인 추정임을 알 수 있다.

  4) 주요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분석

  네스티드로짓 분석 결과의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고 나타난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한 가구의 한계효과 분석대

상 변수는 합리적 아파트 가격상승 기대, 항상소득으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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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화정도 한계효과

합리적

아파트가격상승

기대

미래 주택가격이 1% 더 상승할 것을 예상 0.0405

항상소득 월 항상소득이 10만원 상승 0.0136

표 24 주요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자가 선택)

  분석 결과의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고 나타난 주요 변수인 합리적 아파

트 가격상승 기대 변수와 항상소득 변수의 한계효과를 분석해보았다. 합리적 

아파트 가격상승 기대 변수의 경우 앞선 주택유형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 주택가격이 1% 더 상승할 것을 예상한 경우를 가정하였다. 그 결과, 미

래 주택가격이 1% 더 상승할 것을 예상할 때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한 가구 

중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할 확률이 약 4%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항상소득

의 경우도 위의 분석과 동일한 월 항상소득이 10만원 상승하는 것을 가정하였

는데, 이 때 아파트 선택 확률이 약 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변화정도 한계효과

주택유형

상대비용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비아파트주택의 

전세보증금보다 10% 만큼 더 상승
-0.0370

항상소득 월 항상소득이 10만원 상승 0.0482

표 25 주요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전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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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유형을 전세로 선택한 가구의 주택유형 네스티드로짓 분석에서 유의수

준 5% 이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난 주요변수들의 한계효과를 분석

해보았다. 주택유형 상대비용의 경우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비아파트주택의 

전세보증금보다 10%만큼 상승하는 경우에, 점유유형을 전세로 선택한 가구가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할 확률을 약 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소

득의 경우에는 앞선 모든 분석과 마찬가지 가정으로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점유유형을 전세로 선택한 가구가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할 확률을 약 5%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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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정치와 관측치 비교

  네스티드로짓 분석을 활용한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의 선후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네스티드로짓 분석 결과의 추정치와 관측치를 비교하고, 오차를 구

해야한다. 본 절에서의 네스티드로짓 분석은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한 가구

의 주택유형 선택 분석으로, 점유유형을 먼저 선택하고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할 확률과 비아파트주택으로 선택할 확률의 추정치와 자료의 관측치를 비

교 분석하고자 한다. 네스티드로짓 분석 결과를 통한 점유유형 우선 선택 후 

주택유형을 아파트와 비아파트주택으로 선택할 확률의 추정치와 자료의 관측

치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추정치 관측치 오차

아파트 0.858 0.811
±0.047

비아파트주택 0.142 0.189

표 26 점유유형 우선 선택 모형 추정·관측치 비교 (자가 선택)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한 후 주택유형을 선택하는 네스티드로짓모형의 추

정치를 보면, 아파트를 선택할 확률은 약 85.8%, 비아파트주택을 선택할 확률

은 약 14.2%로 나타났다. 이를 관측치와 비교해보면, 오차는 약 ±4.7%로 나타

났다. 아파트를 선택할 확률은 관측치에 비해 약 4.7% 과대추정 되었으며, 비

아파트 주택을 선택할 확률은 관측치에 비해 약 4.7% 과소추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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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정치 관측치 오차

아파트 0.689 0.624
±0.065 

비아파트 0.311 0.376

표 27 점유유형 우선 선택 모형 추정·관측치 비교 (전세 선택)

  이번에는 점유유형을 전세로 선택한 후 주택유형을 선택한 가구의 네스티드

로짓 분석을 통한 추정치와 자료의 관측치를 비교해보았다. 점유유형을 자가

로 선택한 경우와 달리, 전세로 선택한 경우의 추정치와 관측치의 오차는 약 

±6.5%로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한 경우 추정치가 

관측치에 비해 약 6.5% 과대추정 되었으며, 비아파트주택을 선택한 경우에는 

추정치가 관측치에 비해 약 6.5% 과소추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점유유형 우선 선택 후 주택유형을 선택하는 순서의 네스티드로짓 분석의 

추정치와 관측치를 비교해본 결과, 점유유형 자가선택과 전세선택의 추정·관

측치 오차의 평균은 약 5.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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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주택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모형

  앞선 분석에서는 점유유형을 우선 선택한 후 주택유형을 선택하는 순서의 

네스티드로짓 분석을 수행했다. 여기에서는 주택유형을 우선 선택학 후 주택

유형을 선택하는 순서의 네스티드로짓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대상 가구는 주

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한 가구 1,643가구와 비아파트주택을 선택한 가구 598

가구이며, 주택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모형의 의사결정 나무는 아래 그

림과 같다.

그림 11 주택유형 우선 선택 의사결정나무

  1) 추정치에 대한 검정

  주택유형 선택 (아파트=1, 비아파트주택=0)을 구분하여 아파트를 선택한 

가구 중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한 경우와 전세를 선택한 경우로 구분하여 이

항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분석의 추정치에 대한 검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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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Chi-Square DF Pr > ChiSq

Likelihood Ratio 631.3551 11 <.0001

Score 495.3294 11 <.0001

Wald 343.4818 11 <.0001

표 28 추정치 검정 결과 (아파트 선택)

  

Test Chi-Square DF Pr > ChiSq

Likelihood Ratio 310.0213 11 <.0001

Score 195.2146 11 <.0001

Wald 143.9105 11 <.0001

표 29 추정치 검정 결과 (비아파트주택 선택)

  주택유형 우선 선택 중 아파트선택과 비아파트주택 선택 모형의 추정치 검

정 결과, Likelihood Ratio, Score, Wald 검정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

하게 나타나 분석에서 추정된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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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적합도 분석

Criterion Intercept Only Intercept and Covariates

AIC 2133.139 1523.784

SC 2138.543 1588.635

-2 Log L 2131.139 1499.784

표 30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아파트 선택)

Criterion Intercept Only Intercept and Covariates

AIC 814.203 526.182

SC 818.596 578.905

-2 Log L 812.203 502.182

표 31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비아파트주택 선택)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아파트 선택과 비아파트주택 선택 모형 모두 우도

비 검정, AIC, SC 검정 결과 모두 설명변수가 포함된 제약모델(restricted 

model)의 값이 설명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무제약모델(unrestricted model)의 

값 보다 작게 나와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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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결과 및 해석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우선 선택한 가구의 점유유형 선택 네스티드로짓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주택유형을 선택한 후 점유유형을 선택하는 순서의 모

형이기 때문에, 분석에 투입된 변수는 점유유형별 이항로짓분석과 동일한 변

수를 사용하였다.

변수명 계수 유의확률 평균

상수항* -2.911 0.001 -

점유유형 상대비용* -1.4259 <.0001 1.562

LTV 제약 -0.6956 0.6195 0.213

DTI 제약* -0.1182 <.0001 14.439

항상소득* 0.0118 <.0001 400.940

가구주 나이* 0.0888 <.0001 43.971

가구주 성별* -1.2962 <.0001 0.914

건축 년도* -0.1884 <.0001 3.898

가구원 수* 0.2808 0.0041 3.256

자녀 유무 -0.195 0.4014 0.767

합리적 가격상승기대** 2.3992 0.0495 0.033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5.8829 <.0001 0.031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Max-rescaled R-Square: 0.4391

Pseudo R-Square: 0.2963

표 32 주택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 분석결과 (아파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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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절의 점유유형별 분석에서는 점유유형 상대비용, LTV 제약, DTI 제약, 

항상소득, 가구주 나이, 가구주 성별, 건축년도, 가구원 수, 근시안적 가격상승

기대 변수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본 분석에서는 LTV 

제약 변수와 자녀유무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이점은 합리적 가격상승기대 변수 또한 5% 유의수준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앞선 주택유형별 분석에서는 가격상승기대 변수가 

근시안적 기대 변수가 아닌 합리적 기대 변수가 아파트 선택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은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한정한 가구의 

점유유형 선택 분석을 한 것인데, 아파트를 선택한 가구들이 가격상승기대를 

근시안적 기대, 합리적 기대 형태 모두로 유의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수의 부호를 살펴보면, 점유유형 상대비용은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한 

가구의 자가 선택 확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

택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전세보증금보다 크기 때문이며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DTI 제약의 경우에도 자가 선택 확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변수들 또한 제약이 커질수록 자가 선택 확률이 떨어지는 것은 합

리적이다. 항상소득과 근시안적 가격기대 그리고 합리적 가격기대 변수는 모

두 자가 선택 확률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을 구입하

는 비용이 임대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며, 주택거래를 한 지역의 과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주택을 구입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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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주택유형을 비아파트 주택으로 우선 선택한 가구의 점유유형 선택 

네스티드로짓 분석결과이다. 

변수명 계수 유의확률 평균

상수항** -2.9624 0.0129 -

점유유형 상대비용** -0.3305 0.0016 2.464

LTV 제약* -17.7169 <.0001 0.237

DTI 제약*** -0.00238 0.0854 10.534

항상소득* 0.0127 <.0001 258.972

가구주 나이* 0.0903 <.0001 50.711

가구주 성별* -0.9366 0.0059 0.796

건축 년도 -0.0637 0.3269 5.231

가구원 수 0.1846 0.2045 2.763

자녀 유무 -0.2602 0.4478 0.572

합리적 가격상승기대 -1.0223 0.497 0.027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3.7238 0.0091 0.027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Max-rescaled R-Square: 0.5446

Pseudo R-Square: 0.3817

표 33 주택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 분석결과 (비아파트주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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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 투입된 변수 중 건축년도, 가구원 수, 자녀 유무, 합리적 가격상승기

대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항상소득과 가주주 나이, 가구주 성별,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는 유의수준 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우선 선택한 로짓분석 모

형과의 차이점이라면, 주요변수 중 LTV로 인한 제약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합리적 가격상승기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한 가구의 경우 합리적 

가격상승기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를 선택한 

가구들이 그렇지 않은 가구들에 비해 해당 지역의 미래 주택가격 상승을 비교

적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수들의 계수값 부호는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점유유형별 상대

비용과 LTV 제약 그리고 DTI 제약은 자가확률에 부(-)의 영향을, 항상소득과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변수는 자가확률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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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분석

  주택유형을 우선 선택한 가구의 점유유형 선택 네스티드로짓 분석의 유의수

준 10%에서 유의하다고 나타난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주택유형

을 아파트로 선택한 가구의 한계효과 분석대상 변수는 합리적 아파트 가격상

승 기대, 항상소득으로,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변수명 변화정도 한계효과

점유유형 

상대비용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의 10% 만큼 더 상승 -0.032

DTI 제약
DTI 규제완화로 주택수요자가 주택 구입 후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 증가
0.036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과거 주택가격이 1% 더 상승 0.013

합리적 

가격상승기대
미래 주택가격이 1% 더 상승 예상 0.005

항상소득 월 항상소득이 10만원 상승 0.025

표 34 주요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아파트 선택)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우선 선택한 후 점유유형을 선택하는 네스티드로짓모

형의 한계효과 분석에서 각 변수들에 대한 변화 가정은 5.1절의 점유유형 선

택 이항로짓분석의 가정과 동일하다. 점유유형 상대비용 변수의 경우 주택가

격이 전세보증금의 10%만큼 상승하는 경우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한 가구

의 자가선택 확률을 약 3.2% 떨어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DTI 제약의 경우 

DTI 완화로 인해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 증가하는 경우 주택수요자가 선택 

확률을 약 3.6% 상승시키며,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는 과거 주택가격이 1% 



- 86 -

더 상승할 경우 자가 선택 확률을 약 1.3%, 합리적 가격상승기대는 미래 주택

가격이 1%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경우 자가선택확률이 약 0.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변화정도 한계효과

점유유형 

상대비용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의 10% 만큼 더 상승 -0.007

LTV 제약
LTV 규제완화로 주택수요자가 주택 구입 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 감소
0.097

DTI 제약
DTI 규제완화로 주택수요자가 주택 구입 후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 증가
0.0005

근시안적 

가격기대
과거 주택가격이 1% 더 상승 0.008

항상소득 월 항상소득이 10만원 상승 0.028

표 35 주요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비아파트주택 선택)

  주택유형을 비아파트주택으로 우선 선택한 가구의 점유유형 선택 네스티드

로짓모형의 한계효과는 아파트를 선택한 가구의 점유유형 선택 네스티드로짓

모형 한계효과 가정과 동일하다. 점유유형 상대비용 변수는 주택가격이 전세

보증금의 10% 만큼 더 상승할 경우 주택유형을 비아파트주택으로 우선 선택

한 가구의 자가 선택 확률을 약 0.7% 떨어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와 

DTI 제약의 경우 규제완화로 인해 부담해야할 금액이 10% 감소하거나 상환

해야 할 금액이 10% 증가하는 경우 각각 자가선택확률을 약 9.7%, 0.05% 상

승시키며, 근시안적 가격기대 변수의 경우 해당지역의 과거 주택가격이 1% 더 

상승할 경우 자가선택 확률을 약 0.08% 상승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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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정치와 관측치 비교

  점유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모형 분석에서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주

택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모형 분석 결과의 추정치와 분석 대상의 관측

치를 비교하였다. 

  우선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한 가구의 추정치와 관측치 비교 값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추정치 관측치 오차

자가 0.759 0.648
±0.110

전세 0.241 0.352

표 36 주택유형 우선 선택 모형 추정·관측치 비교 (아파트 선택)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우선 선택한 후 점유유형을 선택하는 네스티드로짓모

형으로 추정한 값과 분석대상의 관측 값의 오차는 약 ±11%가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가의 경우 추정치가 관측치에 비해 11% 과대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의 경우 11% 과소추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추정치 관측치 오차

자가 0.313 0.416
±0.104

전세 0.687 0.584

표 37 주택유형 우선 선택 모형 추정·관측치 비교 (비아파트주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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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유형을 비아파트 주택으로 선택한 후 점유유형 선택을 하는 순서의 네

스티드로짓모형 분석 결과 추정치와 관측치를 비교한 결과, 오차가 약 ±10%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점유유형이 자가인 경우는 추정치가 관측치보다 약 

10% 과소추정 되었으며, 전세인 경우에는 10% 과대추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

5.3.4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의 선후관계 분석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주택수요자의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 선후관

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후관계 분석 방법은 앞서 살펴본 점유유형 우선 선택 

후 주택유형 선택 순서의 네스티드로짓 분석 결과의 추정치·관측치 오차와 주

택유형 운선선택 후 점유유형 선택 순서의 네스티드로짓 분석 결과의 추정치·

관측치 오차 평균을 비교하여 수행된다. 

구분 오차평균

점유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모형 ±0.056

주택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모형 ±0.107

표 38 네스티드로짓모형 추정·관측치 오차평균

  점유유형 우선 선택과 주택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모형 추정·관측치 

오차평균을 비교해보면, 점유유형 우선 선택의 경우 오차평균이 ±5.6%, 주택

유형 우선 선택은 ±10.7%로 거의 2배인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분석결과와 네

스티드로짓모형의 오차평균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택수요자의 주택거래의 점

유 및 주택유형 선택에서 점유유형 선택이 더 우선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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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6.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6.1.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가격, 주택금융정책에 의

한 가구의 제약 그리고 가격기대가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제에 대한 연구문제와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요인 분석은 이항로짓분석 방법으로,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요인의 계층

적 분석과 선후관계 분석은 네스티드로짓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가설들을 검

증하였다. 여기까지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에 사용한 변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첫 번째 분석인 점유유형 선택요인 분석에서는 점유유

형 선택에 따른 상대비용, LTV와 DTI에 따른 가구의 제약, 항상소득 그리고 

가격상승기대를 주요변수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비용은 주택수요자가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전

세로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분석결과,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비용, LTV와 DTI에 따른 가구의 제약이 클수록 주택수요자가 점유

유형을 자가로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가 클

수록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연구가설1과 연구가설3이 옳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분석인 주택유형 선택요인 분석에서는 주택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

비용, 항상소득 그리고 가격상승기대를 주요변수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은 주택수요자가 이미 선택한 점유유형에서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아파트가 아닌 주택(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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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로 선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비율을 의

미한다. 분석결과, 주택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은 주택수요자가 주택유

형을 아파트로 선택할 확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합리적 아파트가격

상승 기대와 항상소득은 아파트 선택 확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연구가설 2와 연구가설3이 옳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분석인 점유유형 선택 및 주택유형 선택의 계층적 분석 및 선후관

계 분석에서는, 점유유형 중 자가를 우선 선택한 경우에 주요변수 중 합리적 

아파트가격상승 기대만 주택수요자의 아파트 선택 확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유유형 중 전세를 우선 선택했을 때에는 주요변수 중 

주택유형 상대비용은 아파트 선택 확률에 부의 영향을, 항상소득은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점유유형을 자가로 선택했을 때에는 주

택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이 아파트 선택 확률에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

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점유유형이 전세인 경우는 주택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

적 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주택수요자들은 점유유형이 자가일 

때에 비해 고려하지 않던 주택유형 선택에 따른 비용을 전세일 때에는 고려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우선 선택한 경우의 점유유형 선택 요인 분

석에서는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 DTI에 따른 가구제약이 자가 선

택 확률에 부의 영향을, 합리적 가격상승기대와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 모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주택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

대 주택을 선택한 경우 점유유형 선택에 대한 분석에서는 점유유형 상대비용, 

LTV와 DTI에 따른 가구의 제약이 자가 선택 확률에 부의 영향을, 근시안적 

가격상승기대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택유형을 아파

트 또는 비아파트 주택으로 우선 선택했을 경우 주택수요자들이 점유유형 선

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차이점은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선택한 사람들은 비아파트주택을 선택한 사람들에 비해 합리적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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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대에 따른 주택유형 선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난 바, 주택가

격에 대한 미래 예측을 더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의 선후관계 분석에서는 점유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로짓모형의 오차 평균은 ±0.056, 주택유형 우선 선택 네스티드

로짓모형의 경우 ±0.107로 나타나 주택유형보다 점유유형이 우선 선택일 경우

의 모형이 관측치를 더욱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모형과 관측치의 

오차평균을 통해 점유 및 주택유형의 선택 선후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통계적

으로 무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점유 및 주

택유형 선택의 선후관계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모

형과 관측치의 오차평균을 통해 선후관계를 증명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1.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에서 선택대안별 상대

적 비용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으며, LTV와 DTI로 대변되는 정부의 

주택금융규제로 인한 가구의 제약은 점유유형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수요자들이 주택 및 점유유형을 선택

할 때 선택대안에 따른 비용과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에 따른 제약이 의사결정

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을 실제 거주하기위한 재화의 속성으

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변수가 각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주택수

요자들이 주택을 살기위한 재화로 생각함과 동시에 투자재로서의 가치 또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사결정의 순서에 따라 선택 결정요인의 차이를 

알 수 있었던 네스티드로짓 분석 결과에서는, 점유 유형 또는 주택 유형 우선 

선택에 따라 주택수요자들이 고려하는 요인들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시 정부는 주택을 거주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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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화의 속성뿐만 아니라 투자재로서의 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세부적으로 

주택수요자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에 따른 정책의 차별성을 가져야 함

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와 같은 LTV와 DTI 제약의 완화로 대표되는 정책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일으키고, 이를 통한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수요자들의 주

택가격 상승 기대를 유도하는 것은 실제 효과가 있으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주택거래 활성화만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수요자

들이 금융기관에서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만을 늘리는 방법으로, 주택수

요자들 입장에서는 주택을 소유함과 동시에 금융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양

날의 검과 같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외에도 주택 취득을 위한 

세금의 감면 등의 방법으로 주택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있

지만, 실제 이러한 비용은 주택거래 비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부 현재와 같은 주택금융정책의 완화

나 세금감면과 같은 정책 외에 주택수요자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유도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공공에 의한 주택 공급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택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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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6.2.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 대안에 따른 상대비용과 정부의 주택

금융정책에 의한 가구의 제약 그리고 가격상승기대가 주택 및 점유유형 결정

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택수요자들이 주택 및 점

유유형의 대안 선택을 위해 고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동시에 변수로 만들

어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또한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비용

을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거래하고자 하는 지역의 실제 시세를 사용했다는 점

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

책 입안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인정받아온 주택금융정책의 효과를 개별 주택수

요가구의 제약으로 환산하여 점유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의 선후관계 분석을 통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최초로 시도해보고 연구 문제를 제시하여 향 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

정책 입안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갖는다. 

6.2.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상대적 비용을 변수로 만들기 

위하여 주거실태조사에서 주택 거래 당사자가 거래한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

의 가격을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값을 기존 연구가 사용한 특성가격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 시세를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값 

은 실제 주택거래 당사자가 고려한 상대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다 더 

정확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주택거래 당

사자가 주택거래를 위해 고려한 상대가격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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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금융 정책 효과를 주택거래 개별 가구의 제약으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한 변

수에서 해당 주택을 거래하기 전의 이전 주택을 처분하고 난 후 발생한 금융

소득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주택거래를 

생애최초로 한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금융정책 변수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문

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에 나타나는 주택거래 

이 전 주택거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연구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점유 및 주택유형 선택에 대한 선후관계 

분석을 네스티드로짓 분석의 결과 값과 관측치의 오차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

였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항상 옳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 수 있다. 따라

서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주택수요자들의 주택 및 점유유형 선택 순서를 알 

수 있다면, 향 후 정부의 주택정책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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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Housing Type and Tenure Choices

-Focused on Relative Price, Housing Policy and Price Expectations-

Kil, Yong Min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using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goods people buy in 

their lifetime. As it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goods, people 

tend to take various considerations in making housing type and 

tenure choices and the final choice is heavily dependent on the 

buyer’s priorities. Relative price, price expectation, and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are factors considered in making 

housing type and tenure choices, and accounting for these 

factors heavily influences the final decision the buyer makes.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relative price,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and price expectation are the main factors in 

housing type and tenure choices and thoroughly analyzes their 

effect in the buyer’s decision-making. The scope of analysis is 

from 2011 to 2014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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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politan cities. The paper largely takes two dependent 

variables in analysis. One being tenure choice; own versus lease 

with deposit. And the other being housing type choice; 

apartment versus non-apartment housing. The data is acquired 

from 2014 A Research on the Actual Housing by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explanatory variable 

data in each analysis is acquired from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2014 Research on the Actual 

Housing and Housing Market Price. Utilizing the above 

mentioned data restrictions upon each household was converted. 

The price expectation variable takes two cases into account; the 

myopic price expectation and the rational price expectation.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using the binary logistic model 

and the nested logistic model.

  First, the analysis of tenure type choices shows that relative 

price and the restrictions placed on each household represented 

as LTV and DTI has an negative effect on household’s 

tendency to own housing. On the other hand, permanent income 

and the myopic price expectation has a positive effect. This 

reflects that when a household decides on its tenure type, the 

larger the buying price to lease ratio, the more probable the 

household chooses to lease. As for the LTV and DTI restriction, 

the larger the restriction the more probable the household 

chooses to lease. In the case of price expectatio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myopic price expectation means that the 

house buyer considers housing as not only as a place to live but 

as an investment for future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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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housing type analysis, the relative price between 

apartment and non-apartment housing had a negative effect in 

selecting an apartment. The rational price expectation had a 

positive effect in choosing the apartment as a housing type. 

Different from the tenure type analysis, the rational price 

expectation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households that chose to reside in an apartment predicts 

apartment price based on not past price fluctuation but on 

rational price expectation model. 

  In the nested logit analysis used to investigate the order of 

housing type and tenure choice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differed depending on what choice came first. For the 

households that own housing, only the rational price expect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to choose an apartment. 

For households that leases, the buying price to lease ratio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to choose an apartment. This 

means that once a household chooses to own housing, relative 

price between owning and leasing is not considered. For the 

case of households that lease, however, relative price between 

owning and leasing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households that choose apartment as housing type, 

relative price between owning and leasing, restriction from DTI 

have a negative effect while rational price expectation and 

myopic price expectation have a positive effect. For the 

households that choose non-apartment as housing type, relative 

price between owning and leasing, restriction from LTV and DTI 

have a negative effect while myopic price expectation h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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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effect on probability to own housing. This means when 

households choose housing type as a priority housing consumers 

consider relative price between owning and leasing. 

  Finally, the analysis of whether households consider housing 

type and tenure type as a priority, the average error of tenure 

type priority selection nested logit model was smaller than that 

of housing type priority selection, thereby implying that tenure 

type priority selection explains the observations better. The 

method used in the paper to explain the priority of housing type 

and tenure type is not a verified method. However, the fact that 

this paper uses statistical model and the average of an 

observational error to see which decision come first has 

significance.

  To summarize the research conducted, in making housing type 

and tenure choices, relative price between alternatives is an 

important factor accounted in making a decision. The 

government’s financial regulations that places restriction on 

household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household’s tenure 

type choices and the price expectation variable show that 

housing consumers consider housing as an investment. This 

result shows that consumers consider relative price between 

alternatives and the government’s financial regulations play a 

major role on decision-making and households consider housing 

a place to dwell.

  Also,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ice expectation variable 

implies that consumers see housing both as an investment and a 

place to live. In the nested logit analysis where one can se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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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considered regarding which choice is make first, 

households consider different factors according to the decisions 

made first.

  This research implies that when the government makes 

policies for invigoration of housing business, it needs to consider 

the fact households consider housing as an investment and more 

specifically, policy needs to be differentiated on the type of 

housing to be transacted. The research also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is a first to analyze the consumer’s decision 

making process, and proposes a directivity in the making of a 

housing policy.

  However, the fact the prices used in the relative price variable 

are estimated, lace of consideration for past housing is the limit 

of the research. Lastly, the research investigated the order of 

decision making in housing type and tenure choices. However 

the method used is not orthodox. Therefore, another method is 

to be used in the analysis, it will give direction to future 

government’s housing policy.

 

Keywords : Housing type choice, Tenure choice, Housing policy, 

Price expectation, Nested logist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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