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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그 동안 정책적으로

매우 민감한 관심사였으나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했으며, 더 나

아가서 가격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2002～2009년까지 8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통하여 두 부분시장의 주택가격 차이가 있는지, 또한 지역적이나 시기적으

로 가격 차이와 관련하여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두 부분시장 간

에 가격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 하였다.

아파트가격 차이가 지역별, 시기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격 차이와 관

련하여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로는

첫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도 지역에서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모두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이 재고아파트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도권 지역 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

트가격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평균 경과년수, 상위10위 건설사비, 재고기준 신규세대비등과 같은

특징들이 지역별 가격 차이에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시기별로는 2002～2007년까지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

가격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을 기점으로 하여 두 가격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섯째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주택정책이 가격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아파트가격 차이의 특성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그 차이

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다중 선형 회귀모형, Logit 모형 그리고 t-검정을 통

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경과년수 및 재고기준 신규세대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두 가

격간의 차이의 원인은 주로 물리적 노후화와 기능적 낙후화 그리고 지역 부

분시장의 영향력에 의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정책더미 변수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광역시보다는 그 외 지역에서 정책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역 더미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지역적으로 특징적인 비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가격차이, 주택가격, 분양주택시장, 재고주택시장, 분양가규제, 선분양

학 번 : 2003-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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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택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재이다. 이러한 내구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택은 새로이 건설되어 분양되는 신규주택 부분시장(sub-market)

과 기존의 주택이 거래되어지는 재고주택 부분시장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

다.

주택시장이 이렇게 내구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누

어지면서 두 부분시장에서는 각각의 주택가격이 결정된다. 이러한 두 개의

부분시장에서의 주택가격은 각 부분시장 내에서 수요, 공급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기도 하며, 또한 두 부분시장 간에도 수요 이동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두 부분시장간 주택가격의 차이는 그 동안 정책적으로 매우 민

감한 관심사였으며 이로 인한 정부의 주택가격 규제정책은 오랜 역사를 가

지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아 주택시장에 부

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신규 분양가를 규제하려는 정책은 지

속적으로 수립되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197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1983년 채권입찰제 그리

고 1989년 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1998년 분양가 자율화시까지 시행되

어 왔다.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신규 분양가에 대한

정부의 규제 또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하여 신규 분양아파트를 포함

한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되자 또 다시 신규 분양아파트 규제가 논의 되게

되었으며 2005년에는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원가연동제

및 분양가 원가공개를, 2007년에는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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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신규 분양주택가격이 재고주택가격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

서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두 가격간에 정부가 개입할

만한 차이가 있었는지, 또한 정책 수립시 지역적․시기적인 특성이 고려되

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위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

했으며, 더 나아가서 가격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이러한 가격 차이의 요인들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으로 개입하여 수정해야할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이고 체계

적인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존에 두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실증적 논의들

이 부족하였을 수 있으며, 또한 두 가격 차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던

것에서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적인 자료를 통하여 두 부분시장간 주택가격의 차

이가 있는지, 또한 지역적이나 시기적으로 가격 차이와 관련하여 어떤 특징

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두 부분시장 간에 가격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정부가 분양가규제 등 신규 분양주택가격과 재고주택

가격 차이와 관련한 정책수립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주택유형 중에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우

리나라의 주택유형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2000년 동안에 5

년을 단위로 하여 각각 7.0%, 13.5%, 22.7%, 37.5%, 47.7%로 상승한 데 이

어 2005년에는 53.0%로 50%선을 넘어섰고 2009년에는 59.0%까지 늘어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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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이 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신규아파트 분양

가격이나 재고아파트가격에 대한 자료가 다른 주택유형에 비하여 다수가 존

재하고 시계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에서 신규 분양아파트가 공급되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파트가격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그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수도권이 아파트가격문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일부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는 강남이 서울지역의 아파트가

격을 견인하며, 서울은 수도권을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아파트가격을 견인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시장은 아파트의 공간적 고정성과 생산요소의 이동 곤란

성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 통합된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 지역별로 큰 차

이가 존재하는 지역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2) 최근의 아파트시장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지역성을 고려하여 아파트시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세분화의 대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전

국의 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지역시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이에 대

한 해석은 지역적, 부분적인 세부시장을 간과하므로 인하여 자칫 오류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전국에서 신규아파트가 분양된 지

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부분의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가 법정동 기준으

로 되어 있어 최소 분석단위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신규아파트

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인 경우에는 재고아파트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비교대

상이 없기 때문에 연구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2년 1월에서 2009년12월까지로 설정하였

다. 이는 2002년 1월 이전의 경우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 구득의 어려움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2) 이중희(2007), 「주택경제론」서울:박영사,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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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고,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가 지역적․시기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장기간의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를 통합하여야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재고아파트가격과의 비교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2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주택시장이 과열되었던 시기나 침체

되었던 시기가 존재하고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이런 주택경기의 과열과 침

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어 이러한 변화들이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

아파트가격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인 아파트가격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신규 분양아파트가격 및

재고아파트가격의 적정성이나 적정수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다. 예로

아파트가격에 거품3)이 존재하는 경우 거품의 존재를 분석하여 분석대상아파

트가격에 거품의 존재를 반영, 수정한 또 다른 아파트가격 산출을 통하여

이 가격으로 분석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측되어

직접 구득한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

를 진행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 차이와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으로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의 검토, 지역별․시기별 아파

트가격 차이 특성 그리고 가격 차이의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이 분석결과

를 통한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로 이루어진다.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헤도닉 모형을 근간으로 하는 신규

주택가격과 재고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두 가격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이론적 요인인 물리적 노후화, 기능적 낙후화, 재건

3) 1993.Q2～2009.Q3동안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거품이 발생했

을 가능성이 있지만 거품이 지속되지 않았으며, 설명 가능한 메커니즘에 의해 아파트가격

이 결정되었다. 배영균(2009), 우리나라 지역별 아파트가격의 장단기 동태분석, 서강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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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기대효과, 건설사 지명도와 브랜드 효과 및 지역 부분시장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선행연구 검토와 같이 진행한다.

다음은 실제자료를 토대로 하여 지역별․시기별로 신규 분양아파트가격

과 재고아파트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과

재고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

한 이러한 두 지역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도록 한다.

가격 차이 영향 요인 분석에서는 앞서 가격 차이 여부를 근거로 하여

두 가격 차이의 요인에 대하여 분석한다. 먼저 두 가격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재고아파트가격을 기준한 신규 분양아파트의 평당 가격비를 종속변수

로 설정 하고, 가격 차이의 이론적 요인 검토를 통하여 물리적 노후화와 기

능적 낙후화, 지역 부분시장의 영향력, 브랜드 효과, 그리고 정책효과나 지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시

사점 도출과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등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 진행 과정은 <표 1> 연구 흐름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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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연구의 방법

↓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 주택가격 영향 요인

◦ 신규주택가격과 재고주택가격과의 관계

◦ 신규주택과재고주택의가격차이의이론적요인

․물리적 노후화, 기능적 낙후화, 재건축 기대효과, 브랜드효과,

지역부분시장 영향력

◦ 선행연구 고찰

↓

신규분양아파트와재고아파트가격차이특성

◦ 자료의 구성

◦ 지역별, 시기별 가격 차이 특성

↓

가격 차이 영향 요인 실증 분석

◦ 분석단위 및 분석모형 선정

◦ 종속변수, 독립변수 설정
․종속변수:평당 가격비

․독립변수:경과년수,경과년수제곱,재고세대기준분양세대비,상위10위브랜드비

◦ t-검정, 로짓(Logit)분석

◦ 다중 선형 회귀 분석

↓

결론

◦ 연구의 요약,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표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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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1. 주택가격 영향 요인

주택시장은 주택의 고유한 특성과 사회․경제적 다양성 등으로 인해 다

른 재화나 용역의 시장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과 시장구조4)를 가지고 있

다. 주택시장의 특성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비신축성, 경제환경의 변화나 경제정책 및 미래에 대한 예상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안정성, 주택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통합되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성, 분단성과 고가의 특성으로 인하여 나

타나는 높은 금융의존도, 그리고 시장 실패의 원인이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 등이다.

이러한 주택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은 여러 가지 다른 주택시장의

모형들이 설정될 수 있다. 내구성이 높다는 것은 기존 주택의 비중이 신규

주택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단기의 주택공급이 사실상 비탄력

적이고 장기의 주택공급은 누적공급량으로 인하여 탄력적이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택시장의 스톡, 플로우 모형이 사용된다.

이질성으로 인한 주택시장모형은 가격 특성모형이 있다. 이는 주택은 객

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여러 가지 특성의 묶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특성 묶

음이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특성가격모

형은 그 동안 여러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왔다.

주택은 그 구입과 생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고가재 이므로 주택

수요와 생산 양면에서 주택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주택시장을

분석함에 있어 금융 이자율, 구입 자금 조달여건 등이 주요변수가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은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통합된 시

4) 전게서, 이중희(2007), 서울:박영사,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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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즉 주택시장은 다양하게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이

며, 이러한 세분화된 주택시장을 부분시장 또는 하위시장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시장이나 하위시장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

류할 수 있는데 <표2>5)와 같다.

분류기준 부분시장 또는 하위시장의 유형

지 역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도심과 교외 주택시장

점유형태 자가와 차가, 전세와 월세 주택시장

주택형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시장

주택상태 신규주택시장과 중고주택시장

소득계층 저소득층, 중소득층 및 고소득층 주택시장

정부개입여부 공공주택시장과 민간주택시장

<표 2> 부분시장 또는 하위시장의 유형

위의 부분시장중 본 연구와 관련된 신규주택시장과 재고주택시장에 관

하여 살펴보면, 신규주택시장과 재고주택시장의 분화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내구재6)로서의 특성에 기인한다.

주택은 내구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지어진 이후에도 멸실까지

장기간 소요된다. 신축이후 멸실까지의 장기간동안 주택은 시장을 통하여

매매 되거나, 임차되면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한다. 이것이 재고주택시장 이

다. 재고주택시장은 공가의 발생빈도에 따라 거래 수준을 알 수 있고 주택

의 물리적 상태(노후도, 불량도, 수리, 보수, 유지정도 등)에 따라 가격을 파

악 할 수 있다.

신규주택시장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주택이 새로이 건설되므로써 형성

된다. 신규주택의 가격과 시장규모는 이자율, 소득수준, 주택생산능력과 기

술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등 외부

적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7).

5) 전게서, 이중희(2007), 서울:박영사, p.84

6) 내구성을 가지고 장기사용에 견딜 수 있는 재화

7) 하성규(2001), 「주택정책론」서울:박영사,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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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규주택시장이나 재고주택시장에서의 주택가격은 사회적, 경제

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가격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 요인을 밝혀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 파악, 신규주택가격 결정,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등과

같은 목적으로 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밝혀내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방법이 가격특성(Hedonic Price Model)모형

이다.

가격특성모형은 어느 상품군에서 개별상품들의 차별화를 가능케 하는

상품의 질적인 특성들의 잠재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모형은 소비자

가 주택을 선택할 때 주택 그 자체보다는 주택이 보유하는 주택 특성을 선

택한다는 헤도닉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헤도닉 가격 모형의 일반적인 형태

는 아래와 같다.

        물리적특성 단지특성 입지특성

즉 주택을 하나의 상품으로 볼 때 이 상품을 소비하면서 얻는 효용은

주택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택의 이러한 개별

적 특성은 묶음으로 매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특별한 속성을 가진 상품이

주택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택가격 영향 요인은 이러한 주택가격특성모형을 이용하여

연구되고 있으며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대지면적, 분양면적 등과 같은 물리

적 특성요인, 경과년수, 브랜드, 용적률, 총세대수 등과 같은 단지적 특성요

인 그리고 도심과의 거리, 역과의 거리 등과 같은 입지적 특성요인들이 있

다.

Stephen Malppezi․Gregory H.Chun․Richard K. Green(1998)는 미국

의 272 MSAs를 대상으로 헤도닉 모형을 이용하여 물리적 환경제약, 인구,

소득 그리고 인구 통계적 변수들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배영균(2009)은 우리나라 지역별 아파트가격의 장단기 동태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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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요 요인을 지역별인구, 지역별1인당실질소득, 지역별 3년 간 인구 변

화율, 지역별 사용자비용, 실질대출이자율, 지역별 실질기대가격상승률, 원달

러환율, 실질주가변동률, 부동산투기수요억제정책으로 선정하였으며 주택공

급요인은 실질주거용 건설투자, 규제(Business Freedom Index, Financial

Freedom Index, Freedom Corruption Index)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 이외에도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

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요인들을 분류하는 것 또한 앞서 언급한 분류 기

준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1) 신규 분양주택가격 영향 요인

주택가격특성모형을 이용한 주택가격의 영향 요인은 앞서 살펴본 것처

럼 크게 물리적(구조적) 특성, 단지특성, 입지(지역)특성으로 분류된다. 여기

에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특성들을 부가하여 주택가격 영향 요인

을 분석한다.

신규 분양가격의 영향 요인으로 윤숭봉·장봉규·정창무(2004)는 서울시

분양아파트시장의 평형별 분화에 관한 연구에서 신규 분양가격에 (+) 영향

을 미치는 변수들은 전용면적, 동수, 공시지가, 36세이상 인구 증감률, 조망

권, 학교수, 할인점 유무, 4년제이상 졸업비율, 인근지역 매매가격이었고 (-)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중앙난방방식, 35세 이하의 인구 증감률, 도심과의 거

리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길영민(2002)은 아파트 분양가격결정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건축비, 대지가격, 대지지분, 분양계약면적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고 4가지의 변수 모두 신규 분양주택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현아·백성준·김우영(2004)은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승 원인과 가격 결

정 구조 분석에서 신규 분양아파트가격 구조를 생산원가와 개발비용으로 분

류하고 생산원가는 건설원가와 기업이윤으로 개발비용은 각종 사업비용과

리스크 비용으로 세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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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하(2008)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가 아파트가

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헤도닉 모형을 이용하여 브랜드 영

향을 분석하였다.

박봉남(2005)도 수도권지역 아파트 대상으로 헤도닉모형을 통한 건설회

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서울과 수도권지역

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신규 분양주택가격 영향 요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브랜드와 총세대수 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공급 주택시장

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량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8). 이에

소비자들은 대규모 단지의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브랜드와 단지의 규모는 신규 분양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 재고주택가격 영향 요인

재고주택가격 영향 요인은 대부분이 앞서 신규 분양주택가격 영향 요

인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천인호(2008)는 헤도닉 모형을 이용한 아파트 매매차액 결정 요인에서

매매가격 결정 주택 특성요인으로 면적, 로열층, 준로열층, 남향, 남동서향,

완전조망, 부분 조망, 소음을 단지특성요인으로는 브랜드, 주차, 주상복합,

경과년수, 천세대, 오백세대, 교육더미, 지역더미, 초등학교, 지하철, 할인점,

도심(부도심)을 선정하였다.

또한 허세림·곽승준(1994)은 헤도닉 가격기법을 이용한 주택특성의 잠재

가격 추정에서 아파트가격 결정 주거특성요인으로 아파트 평수, 방수, 화장

실 겸 욕실수, 건축년도를 지역특성으로는 지역용도특성(근린지역개발제한),

주거주민 특성(동일아파트단지 주민소득수준), 교육의 질, 대로확보율, 도심

까지의 거리, 병상수를 설정하였으며, 환경특성으로는 분진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주택규모, 방수, 화장실겸 욕실수, 건축년도, 교육의 질, 대로

8) 2008년 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G.S건설의 공급세대수(40,988)는

전체 공급세대수(103,431)의 40%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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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율이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용도특성, 주거주민 특성, 도심까지의

거리, 병상수, 분진이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고아파트가격 결정 요인을 세분화한 연구로는 경과년수와 관련된 연

구가 있는데 이상경·신우진(2001)은 강남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 가능성

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재건축 가능성과 아파트가격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임창호․이창무․김정섭․이상영(2002)은 목동신시가지 1～7단지

를 대상으로 한 소각장 운영강도차이가 주변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과년수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요인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재고주택가격 영향요인 중 경과년수와 이와 관련한 재건축 제도

는 재고주택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경과년수는 재고주택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며, 주택 노후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재고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일

수 있다.

재건축은 경과년수를 기본으로 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준공후 일정 경

과년수가 지나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하여 재고아파트는 일정 경과년수9)가 지날 경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재건축 제도 또한 재고아파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신규 분양주택과 재고주택의 가격 관계

신규 분양주택은 일반 재화와 다르게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다. 대부분 주택의 경우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완성할 수 있

다. 이는 신규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데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9) 재건축 가능년한은 각 지자체 마다 다른 산출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산출식에 의

하여 20～40년 정도의 년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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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이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주택의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면 신규 공급

은 어렵게 된다. 즉 주택은 단기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기적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하여 신규 분양주택가격과 재고주택

가격이 변화되게 되는데 이런 변화는 거미집 이론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거미집이론은 주택과 같이 생산하는데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수요

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 거미집 이론의 기

본적인 가정은 당해 공급량은 전년도의 가격에 의존하며, 당해의 수요량은

당해의 가격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의 3가

지 형태가 있는데 주택의 경우 단기적으로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수렴적으로 균형가격에 접근한다.

P1

P2

P0

0 Q0 Q2 Q1

가격

양

P

D0 D1

S

<그림 1> 거미집이론에 의한 주택가격 결정 과정

거미집 이론을 통하여 신규 분양주택가격과 재고주택가격간의 관계를

<그림1>을 통하여 살펴보면 현 상태에서 가격 P0와 수급량 Q0 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어떤 원인에 의하여 수요가 D1 으로 증가하여도 주택 특성상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격은 P1으로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공

급량은 Q1이 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수요량은 Q0가 되어 Q0 → Q1만큼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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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발생하게되고 이에 따라 가격은 다시 P2로 하락하게 된다. P2에서는

다시 Q2 → Q1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주

택가격은 균형가격 P에 접근하게 된다.

3. 신규주택과재고주택가격차이의이론적요인

이론적으로 신규주택과 재고주택 사이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요

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택의 물리적 노후화와 기능적 낙후화 및 재건축

기대효과, 건설사 지명도 또는 브랜드 효과, 지역 부분시장에서의 상대적 영

향력, 선분양에 따른 할인효과, 분양가규제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

다. 이 가운데 물리적 노후화와 기능적 낙후화는 여느 재화와 마찬가지로

중고품이 신제품에 비해 저렴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이유를 설명하며, 이

는 재건축 기대효과와 함께 주택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요인이다. 이에

비하여 지명도․브랜드 및 선분양 효과와 분양가규제는 우리나라 아파트시

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요인이며, 시장영향력은 국지적 아파트시장의 개별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 물리적 노후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는 주택은 대표적인 내구재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은 물리적으로 노후화되어 주거서비스의 수준이 감소하

게된다. 서비스의 사전적 의미는 생산된 재화를 운반․배급하거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여

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지고 있다.

주택과 관련한 주거서비스의 경우 이중희는 “주택스톡10)에서 창출되는

각종 편익, 예로서 추위와 더위 또는 비와 눈 등의 자연적 위험과 인위적

10) 전게서, 이중희(2007), 서울:박영사, p.10,“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집 또는 주택이라고

부르는 주거용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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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은신처로서의 기능을 비롯하여 식사하고, 잠

자며, 휴식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기타 사생활을 할 수 있는 일상적 생활공

간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정의 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의 주거서비스 지표분석 보고서(2007)에서 “주거서비

스란 가구(Household)라는 소비자에게 주택으로 대표되는 정주공간을 매개

체로 거주(Living)라는 재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측정

지표로서 양적지표, 질적지표, 주거비부담지표, 주거서비스 형평성지표를 설

정하고 있다.

강혜정․조성희(2003)는 “공동주택 단지 주거서비스에 대한 거주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주거서비스는 공동주택단지 거주자들의 생활을 지원

하는 일련의 무형, 유형의 서비스를 총칭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거서비스에 대한 앞서의 정의들은 매우 광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주거서비스의 개념을 실질적인 비용지불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거비용이란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이 주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주거 관련비용의 총합이라 할 수 있으며, 주거서비스 비용

이란 주택가격에서 미래 자산가치 상승분과 소유가치를 제외한 실제로 지출

하는 값”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1)

이러한 비용지출 측면에서 본다면 주거서비스는 주택의 물리적인 특성

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유임숙․조영광․

강명구(2007)의 “주거서비스비용과 주택가격 영향요인의 실증분석”에서 물

리적 속성인 면적과 부엌의 형태, 출입구의 형태 등이 주거서비스비용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의 입지를 결정하는 공공, 문화, 교통, 편

의시설, 학군과 같은 변수는 주거서비스 비용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실질적인 소비자 비용측면에서의 주거서비스는 주택의 물리적인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논거인 것이다. 주택의 물리적인 속성은 면적,

11) 유임숙․조영광․강명구(2007),“주거서비스비용과 주택가격 영향요인의 실증분석”,「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추계정기학술대회」, pp.1481-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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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출입구,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등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인 시

설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진부화, 부적응화 하게 된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리적 시설 등의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물리적 시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거서비스도 변화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른 감소, 진부화, 부적응화 등에 관해서는 감가상각이

론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감가상각은 기업 회계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의미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유․무형 자산은 장

기간 기업내에 체류하면서 기업의 수익활동에 공헌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물리적 감소, 진부화, 부적응화 등의 원인으로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물리적, 경제적 원인으로 유무형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감소된다

는 것12)”이다.

이러한 감가상각의 원인13)은 첫 번째 물리적인 원인으로서 유형자산의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 등 물리적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감모하는 현상

을 물리적 감가라 하며, 대체로 계속적․규칙적․필연적으로 생기는 감가이

다. 유형자산의 대부분은 사용량과 사용방법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진

다. 또한 유형자산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녹, 부패 등의 자연적인

작용에 의해서도 감가하게 된다.

두 번째는 기능적인 원인으로서 유형자산이 부적응, 진부화 등의 기능적

또는 경제적 원인에 의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감가하는 것을 기능

적 또는 경제적 감가라 한다.

세 번째는 우발적인 원인으로 수해, 재해, 지진, 매몰 등과 같이 우발적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원인에 의하여 감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물리적인 시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

므로 물리적 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거서비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12) 김근수(1999), 「중급회계」서울:조세통람사, p.520

13) 조달영(1996),「‘96 개정증보판 법인세법정해」서울:조세통람사, pp.54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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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적 낙후화

주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낙

후되어간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는 변하

고 또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의 생산기술도 진보하지만 내구재의 속

성상 한번 지어진 주택의 특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소비자의 선호와 주택의 특성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행동의 특성를 갖는다. 즉

각 개인들은 자아개념을 개발하고 이어서 다양한 내부영향요인과 외부영향

요인에 기반을 둔 라이프스타일을 개발한다. 이러한 자아개념들과 라이프스

타일들은 욕구와 바람을 만들어 내며, 이 욕구와 바람들 중 많은 것들은 소

비자의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의사결정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소비

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활성화 되게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의 경험과

학습은 다시 내적․외적 특성들에 영향을 주어서 이것이 소비자들의 자아개

념과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순환구조를 갖는다.14)

주거 선호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행동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형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공동생활공간이 변화하게 된다.

최재필․조형규․박인수․박영섭(2004)은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 분석”에서 평면의 전용면적과 욕실, 발코니, 전면베이 등이 시기에 따

라 변화하며 다양화되고 있고 이는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

라고 하였다. 또한 이남식․서귀숙(2008)의 “1960～2007년 수도권 아파트단

지의 공동생활 공간 변화 과정”연구에서 아파트의 공동생활 공간인 부대시

설과 복리시설의 시기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4) 이호배․김학윤․김도일 역(2011),「소비자행동론」서울:지필미디어,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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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구성요소

부대시설

조경시설
공원,광장,수경시설,조형시설,산책로,옥

상정원,실외정원,휴게실,실내정원

매개시설 지하주차장,지상주차장,로비

관리시설
관리사무소,우편물보관실,택배보관실,

중앙감시실,공동창고

복리시설

공공시설 동사무소,파출소,소방서,열병합발전소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어린이놀이터,사회복

지관,유치원,노인정,공동식당,공동세탁

실,탁아소,입주자대표회의실,부녀회의

실,어린이집,유아놀이방

여가활동시설

야외공연장,테니스장,소운동장,야외수

영장,휘트니스센터,주민취미실,종교시

설,실내수영장,실내체육관,실내골프장,

독서실,도서관,문화센터,연회장,귀빈실,

촬영장,실내공연장,당구장,문화회관

접객시설 다목적실,공동화실,게스트룸

<표 3> 공동생활공간의 구성요소

구분
시대별 현황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부대시설(%) 45.45 28.4 36.47 38.54 51.22

복리시설(%) 54.55 71.6 63.53 61.46 48.78

<표 4> 시대별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구성비율

이러한 평형이나 공동생활공간의 변화는 소비자의 내부와 외부특성에

영향을 주어 주택에 대한 생각(자아개념)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일으키

게 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욕구와 바람을 유발하여 다른 선호의 주택을 선

택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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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건축 기대효과

일반적으로 제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적․규칙적․필연적으로 감

모하게 되며, 사용하지 않더라도 녹, 부패 등의 자연적인 작용에 의해서도

감가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도 준공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감

모와 감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일정기간 이상 경과한 아파트 경

우는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재건축을 통하여 신축되

어지는 새로운 아파트가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경·신우진(2001)은 강남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 가능성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재건축 가능성과 아파트가격간의 관계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과년수 17년을 기준으로 하여 아파트가

격이 다시 상승하였으며, 17년까지는 매년 16만원씩 하락하다가 17년 이후

부터는 11만원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현상적으로 재고주택의 가격은 물리적 노후도와 기능적 낙

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4) 건설사 지명도와 브랜드 효과

내구재로서 주택은 부실시공 등에 의한 성능 저하의 문제가 오랜 시간

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분양시점에서 주택의 품질에 대해서는 공

급자(건설사)와 소비자 사이에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의 문제

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시장실패의 한 유형으로 시공 감리제도나 하자보수

예치금과 같은 공적 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

리나라에서는 이에 더하여 민간 건설사에 의한 자체적 해결방식이 발전되어

왔다. 주택사업에 대한 대형 건설사들의 진출과 함께 주택의 품질을 건설사

에 대한 신용으로 대체하여 보증하는 방식이 그것으로 이것이 극명하게 표

출된 형태가 아파트의 브랜드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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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아파트 브랜드 특 징

1950 ～
1970년대초

종암아파트(1958)
마포아파트(1962)
한남동외인아파트(1969)
와우아파트

지역명브랜드
정부주도형사업

1970년대중반 ～
1980년 후반

현대아파트(1975)
럭키아파트(1980)
쌍용아파트(1981)
대우아파트(1988)
삼성아파트(1989)

기업명브랜드
건설사증가와 대기업참여

1980년대말 ～
1990년대 중반

LG수지 아파트(1989)
보라매삼성아파트(1996)
일산,분당,평촌 신도시 아파트

지역+기업명
아파트 가치향상에 기여

1990년대 후반 ～
현재

삼성 싸이버 아파트(1999)
쉐르빌(1999)
타워팰리스(1999)
하이패리온(1999)
롯데캐슬(1999)
래미안(2000)
e-편한세상(2000)
아이파크(2001)
힐스테이트(2006)

정보통신․환경친화형
아파트 고급화

<표 5> 아파트 브랜드 시대별 변천과정

자료: 이준하(2008), 브랜드가 아파트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 브랜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전․후

로 이후 브랜드는 점차 확산되어 지금은 대세가 되었다. 아파트 브랜드 역

시 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그 기본적인 메시지는

동일 브랜드의 아파트에 대한 표준화된 품질 보증에 있다. 이러한 품질보증

효과는 전국적 지명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를 중심으로 분양

가격 프리미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15)

K.W.Chau․S.K.Wong․C.Y.Yiu(2007)는 홍콩내에서 Private Company

(중소기업)가 건설한 단지와 Listed blue chip Company(대기업)가 건설한

단지를 헤도닉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Listed blue chip Company(대

15) 이준하(2008), “브랜드가 아파트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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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건설한 단지가 Private Company(중소기업)가 건설한 단지보다

6.37%의 프리미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사의 지명도가 품질보

증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가격프리미엄으로 자본화되고

있음을 관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공급되었던 재고아파트에 비해 최근 들어 이와 같은 브

랜드 효과를 십분 활용하고 있는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품질에

대한 신뢰도에 비례하여 지불의사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브랜드 효과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 지명도가 높

은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할수

록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5) 지역 부분시장의 영향력

이상에서 설명한 재고주택의 물리적 노후화와 기능적 낙후화, 그리고 신

규 분양아파트의 브랜드 효과는 모두 신규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재고아파트

의 매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개연성을 시사한

다.

그렇지만 신규아파트와 재고아파트는 상호대체관계 또는 경쟁관계에 있

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가격 차이가 시장에서 얼마만큼 구현될지는 신규아

파트와 재고아파트 부분시장의 상대적 규모에 따른 시장 영향력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영향력은 전체 주택 또는 보다 정확히 특정 시

점에서 매물로 나와 있는 전체 주택물량 가운데 신규 분양주택과 재고주택

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될 수 있다.

내구재의 특성상 주택시장은 대부분 재고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므로 건설사는 물리적 노후도, 기능적 낙후도, 브랜드에 있어 차별화되는 신

규주택을 갖고 기성 시장에 진입하는 입장이 되고, 이에 따라 분양가격은

기존의 재고주택 매매가격과 이와 같은 차별적 상품특성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적인 지불의사가격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지만 소비자

의 추가적인 지불의사가격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므로, 분양가격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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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흔히 주변시세라고 하는 재고주택의 가격수준을 감안하여 책정된

다.

이러한 점에서 재고주택가격은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관점

에서 보면 건설사나 소비자에 있어 모두 신규 분양주택가격의 적절성을 판

단하는 기준점(reference point)16)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7)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정 지역내 아파트시장에서 재고아파트의 거래물량

이 풍부하여 기준점이 되는 재고아파트 시세가 확실성이 높게 형성되어 있

을수록 신규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과도한 가격 차별화에 의한 미분양의 위험

을 줄이기 위해 주변시세에 근접하여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로

지역 아파트시장내 기존의 재고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상대적으로

시세가 불확실하게 형성될수록 분양가격은 재고아파트가격과 비교하여 보다

독자적으로 물리적 노후도와 기능적 갱신 정도의 차이 및 품질보증 효과를

반영하여 충분히 높게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6) 기타 잠재적 요인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 차이와 관련한 잠재적 요인들은

앞서 살펴본 변수 이외에도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실제 건물이 완공되기 2～3년 전에 선분양을 통해 이루어진

다. 따라서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은 분양시점과 건물의 준공․입주 시점간

차이에 따른 기회비용으로서 자본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된다. 이와 같은 선분양에 따른 분양가격의 할인효과는 동일 시점에서

신규아파트의 가격을 재고아파트에 비해 낮게 만드는 시장요인이다.

분양가규제는 명시적으로 신규아파트의 가격을 재고아파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추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분양가규제는 1977년 분양가 상한제,

16) Daniel Kahneman은 재산의 효용성을 결정하기 위한 전망이론에서 세가지의 인지적 특

징(기준점, 민감도 체감성, 손실회피)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기준점(reference point)은 경제

적 성과를 판단하는 특징이라 하였다.

17) 이진원 역(2012),「생각에관한 생각(THINKING FAST AND SLOW」,경기:김영사,

pp.35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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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채권입찰제, 1989년 원가연동제 형태로 시행되어 오다가 IMF외환위

기와 함께 1998년 자율화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2005년 공공택지내 국민주

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원가 공개 및 연동제가 재도입되기 시작하면서 2007

년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분양가규제가 재도입되기에 이르렀

다.

4. 선행연구 검토

그 동안 신규아파트와 재고아파트가격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분양가규제

의 효과와 관련하여 분양가격 상승이 재고아파트가격 상승을 초래하는지 등

과 같이 두 아파트가격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연구

는 기본적으로 시계열 집계자료에 기초하여 두 가격 변화간의 인과관계 선

후 관계를 분석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조훈희(2007)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시장가격과 분양가격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평균임금, 이자율, 물가지수, 통화량, 주택건설

실적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재고가격)간 인과관계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국외에서도 S.K.Wong․C.Y.Yiu․M.K.S.Tse․

K.W.Chau(2006)는 그랜져 인과관계를 이용한 홍콩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간 인과관계의 분석에서 정부에서 규제가

완화된다면 신규 분양주택가격은 재고아파트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

였다. 이외에도 임덕호․박선구(2010)는 신규아파트 분양가격과 중고아파트

매매가격 간의 그랜져 인과관계분석에서 전국, 서울 및 경기지역을 대상으

로 분양가격과 매매가격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지규현․최성호

(2010)는 수도권 분양-재고주택시장의 시장 효율성분석에서 서울시의 분양

가격은 분양가격의 자체 조정과정보다 재고가격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우철민․심교언(2011)은 A study on the Role of

New Apartment Price and Existing Apartment Price In Housing Market

에서 신규주택시장과 재고주택시장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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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규아파트와 재고아파

트가격의 상대적 변화를 비교한 것으로 일정시점에서 두 가격의 절대적 수

준을 비교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아파트가격의 절대적 수준을 비교한 비집계

(disaggregate)통계는 권태연․이창무․최막중(2004)과 임덕호․박선구

(2010)연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권태연·이창무·최막중(2004)은 아파트 분양가와 입주 후 시장가격

간의 관계분석에서 월별 중고주택가격변화와 신규주택가격변화를 통하여 절

대적 수준에서 두 가격을 간접적으로 비교하였다. 특히, 임덕호․박선구

(2010)는 전국, 서울특별시, 강남4구, 경기도, 6대광역시를 기준으로 하여 매

매가 대비 분양가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비해 지방도시에서 재고아파트 대비 신규아파트가격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

나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본 연구와는 달리 신규아파트와 재고아파트간

가격 차이 그 자체가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이렇듯 그 동안의 신

규아파트와 재고아파트의 가격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신규 분양가규제를 통

한 아파트가격안정을 위한 두 가격간의 인과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으며 두 가격간의 절대적인 비교나 차이 또한 그러한 원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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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규분양아파트가격과재고아파트가격차이특성

신규 분양주택가격과 재고주택가격 차이의 가능성에 대하여 2장에서 이

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

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두 가격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제자료를 가지

고 알아보고자 하며 또한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가격 차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자료 구성

1) 대상자료

연구 대상 자료는 아파트 가격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며, 분석 단위는 동

(법정동)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시기나 동별로

일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분석단위를 시군구로 설정할 경우 동

별 평균값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가 시기별, 동별로

일정하게 존재하지 않아 시군구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2년 강남구에 분양된 아파트가 삼성동에 1개만 존재할 경우 삼성동 1개

의 분양아파트가 강남구 전체를 대리하고, 2005년의 경우 도곡동에만 분양

된 아파트가 있는 경우 도곡동이 강남구를 대리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분석단위를 동단위로 하여 신규 분

양아파트가격자료와 재고아파트가격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는 대한주택보증(주)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

청서(안)의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건설회사가

주택분양 승인신청 시 법률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주택분양보증서발급 요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가격자료18)이다.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 자료의 구성은 평당

18) 주택보증서발급 신청시기가 아파트 사업승인 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시기와 거의 동

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분양보증서 발급신청시 첨부되는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안)자

료는 입주자모집승인된 아파트가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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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해당세대수, 도, 시, 시군구, 동 그리고 시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형별 관측치는 전국적으로 총 27,607개이다.

평형
평 당
분양가

해 당
세대수 도 시군 구 동 시공사

61.35㎡ 4,950천 20 부산 부산 연제구 연산동 ○○
건설

<표 6>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 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Total %

강원 7 59 98 223 125 185 51 19 767 2.78

경기 207 503 557 691 788 2721 1193 1675 8335 30.19

경남 108 125 117 162 257 281 34 54 1138 4.12

경북 19 47 55 302 283 292 61 121 1180 4.27

광주 25 95 49 102 95 97 19 42 524 1.90

대구 51 163 344 628 515 320 191 66 2278 8.25

대전 25 47 54 3 0 72 71 80 352 1.28

부산 220 348 170 187 269 342 197 298 2031 7.36

서울 209 431 711 576 703 632 1066 605 4933 17.87

울산 71 33 53 119 83 375 154 73 961 3.48

인천 17 65 71 202 142 380 987 812 2676 9.69

전남 18 25 74 68 106 28 6 31 356 1.29

전북 10 3 16 26 32 3 18 12 120 0.43

제주 0 15 0 0 0 0 0 8 23 0.08

충남 5 87 206 112 166 546 271 143 1536 5.56

충북 4 10 40 89 71 138 45 0 397 1.44

Total 996 2056 2615 3490 3635 6412 4364 4039 27607 100.00

% 3.61 7.45 9.47 12.64 13.17 23.23 15.81 14.63 100.0

<표 7> 신규 분양아파트 자료수 [단위:개]

재고아파트가격자료는 부동산 114의 평당 아파트가격자료로서 신규 분

양된 동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동에 존재하는 가능한 많은 자료수를 확보하

였다. 재고아파트가격자료는 대부분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와 동일하나

시공사와 관련한 자료는 없으며 대신 경과년수를 알 수있는 입주년월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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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며, 평형별 관측치는 111,131개로서 신규 분양아파트 1건에 대하여 평균

적으로 4건의 재고아파트 정보가 결합되게 된다.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

와 재고아파트가격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2002～2009년 이다.

평형
평 당
시 세

해 당
세대수 도 시군 구 동 입주년월

105.78㎡ 6,406.2천 348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00110

<표 8> 재고아파트가격자료 예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Total %

강원 57 141 429 390 277 156 132 55 1637 1.47

경기 3374 4362 3093 2205 2507 5978 2736 2169 26424 23.78

경남 277 428 446 384 570 324 63 50 2542 2.29

경북 227 408 132 496 455 647 66 90 2521 2.27

광주 290 819 339 375 536 504 7 14 2884 2.60

대구 320 1009 715 1392 1374 915 868 131 6724 6.05

대전 52 102 106 27 0 54 116 38 495 0.45

부산 3100 2962 1471 1320 750 1268 546 215 11632 10.47

서울 7877 8152 8280 3946 3894 4224 2455 1589 40417 36.37

울산 402 291 299 691 512 721 248 247 3411 3.07

인천 564 889 780 1777 280 825 638 738 6491 5.84

전남 140 166 175 124 235 58 21 50 969 0.87

전북 41 19 71 52 85 34 49 85 436 0.39

제주 0 17 0 0 0 0 0 94 111 0.10

충남 105 397 650 296 204 1033 444 317 3446 3.10

충북 25 63 96 180 262 311 54 0 991 0.89

Total 16851 20225 17082 13655 11941 17052 8443 5882 111131 100.00

% 15.16 18.20 15.37 12.29 10.74 15.34 7.60 5.29 100.00

<표 9> 재고아파트 자료수 [단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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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 차이 자료 구성

가격 차이를 살펴 보기위한 자료 구성은 재고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하

여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의 높고 낮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재고아파트 평당 가

격 대비 신규 분양아파트 평당 가격비로 하였다.

이 평당 가격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내에 존재하는 자료를 가

지고 동별 두 가격의 평당 평균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각 동내의

평당 가격에 대응하는 세대수가 각기 다르므로 산술 평균으로 가격을 산출

할 경우 세대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없게

되어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세대

수를 반영한 가중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을 기준으로 동별 두 가격의 평당

가격비를 산출 하였다.

가중평균의 산출은 대상 동을 분류하고 동내의 각 평형과 이 평형에 대

응하는 세대수를 곱하여 각 동별 전체 평을 산정한 후, 각 평형과 이에 대

응하는 평당 가격과 세대수를 곱하여 동별 전체가격을 산정 하고 이 가격을

전체 평으로 나누는 과정을 거친다.

이 평당 가격비는 2002년에서 2009년까지 전국에 신규로 분양된 전국

동단위 지역의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에 대한 장시간의 가

중평균 산정 과정을 통하여 산출되었으며, 특히 이렇게 산출된 평당 가격비

는 그 동안 기존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신규 분양된 전국의 동을

대상으로 산출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32 162 51 46 18 45 17 48 94 24 35 25 12 2 41 28

<표 10> 평당 가격비 산출 법정동수 [단위:개]



- 29 -

(1) 1단계 :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 수집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은 본 연구 분석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

이다. 그러나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는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산재되

어 있어 통합하지 않을 경우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전국으로 설정하고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2002년

과 2009년 사이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그 Case수는 27,607개 이다.

(2) 2단계 : 재고아파트가격자료 수집

본 연구는 신규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의 차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에 대응하는 재고아파트가격자료의 수집이 필수

적이다.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가 시기 및 지역적으로 산재하여 있기 때

문에 시기별, 지역별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응할 수 있는 재고아파트가격을

수집하였으며 그 Case수는 111,131개이다.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트

자료 Case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파트가 신규로 분양된 동에 대응되는

기존 재고아파트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3) 3단계 : 동(洞)별 평당 가중평균가격 산정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동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는 신규 분양아파트 평당 가격과 재고 분양아파트 평당 가격을 동별로 분류

하여야 한다. 동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동안에 존재하는 각 Case들을 통합

하여야 하는데 각 Case 평당 가격별로 세대수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이

를 보정하기 위하여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인 27,607개와 재고아파트가격

자료인 111,131를 분석대상 동별로 가중평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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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해당동 평당가격 


  



평형×해당평형세대수


 



평형×해당평형평당분양가×해당평형세대수

  년도별해당동 수
(4) 4단계 : 동별 평당 가격비 산정

앞서 산출된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트의 평당 가중평균가격을 재

고아파트가격 기준 신규아파트가격비로 산정한다. 이렇게하여 모든 정보는

최종적으로 1,412개의 동단위 관측치로 압축되는데 이는 1개의 동 단위 관

측치에 평균적으로 약 20(=27,607/1,412)건의 신규 분양아파트와 약 80건의

재고아파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평당 가격비는 2002년에

서 2009년까지 전국에 신규로 분양된 전국 동단위 지역의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에 대한 장시간의 가중평균 산정 과정을 통하여 산출

되었다.

(5) 5단계 : 기타 특성자료 산정

평당 가격비 자료 이외에도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와 재고아파트가격

자료에서 앞서 가격 차이의 이론적 요인에서 살펴보았던 물리적 또는 기능

적 노후화, 재건축 기대효과, 브랜드 그리고 지역 부분시장의 영향력 등을

간접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특성자료를 산정하였다. 물리적으로나 기능적

노후화와 재건축 기대효과 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성자료로는

재고아파트의 경과년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브랜드는 신규 분양

아파트 자료에서 상위 10위이상의 건설회사비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지역

부분시장의 영향력은 재고 세대수대비 신규 세대수비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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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해당동 평균경과년수 


 



해당평형세대수


  



해당평형세대수×해당평형경과년수

  년도별해당동 수

·상위위브랜드비 년도별해당동총세대수
년도별해당동시공능력 위내세대수

·년도별재고기준신규세대비 


  



재고분양세대수


  



신규분양세대수

  년도별해당동 수

2. 지역별․시기별 가격 차이 특성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트가격차이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는

재고아파트 대비 신규 분양아파트의 평당 가격비로 설정한다. 총 1,412개의

동 단위 가격비의 분포 특성은 아래 <표11>와 <그림2>에 요약되어 있다.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1,412 1.522 0.551 1.425 0.264 5.077

<표 11> 평당 가격비 분포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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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평당 가격비의 빈도 분포

평당 가격비는 최소 0.264에서 최대 5.077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지만 평

균값(1.522)과 중위값(1.425)의 차이가 크지 않고 표준편차(0.551)가 작아 빈

도 분포는 비교적 평균값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19)

평당 가격비의 평균값과 중위값이 모두 1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는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재고아파트가격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평당 가격비가 1보다 작은 경우, 즉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재고아파

트가격 보다 낮은 경우는 163개동으로 전체 관측치의 11.5%에 불과하다.

19)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비의 범위에 관측치가 좀 더 많이 분포하고 있어 평균값이 중위값

보다 다소 높게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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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가격비 1미만

서울 1.05 1.06 1.08 1.15 1.23 1.36 1.16 1.17 1.14 68 (41.7%)

인천 1.22 1.19 1.16 1.40 1.46 1.22 1.20 1.32 1.28 10 (6.1%)

경기 1.07 1.35 1.31 1.40 1.39 1.40 1.28 1.30 1.33 51 (31.3%)

강원 2.00 1.60 1.77 2.05 1.95 1.86 1.82 1.54 1.86 4 (2.5%)

대전 1.21 1.45 1.41 1.07 - 2.30 2.27 1.68 1.61 4 (2.5%)

충남 1.26 1.87 1.91 1.72 1.83 1.72 1.58 1.47 1.75 1 (0.6%)

충북 1.75 1.76 2.43 2.08 2.19 2.46 2.11 - 2.21 -

전북 2.10 1.73 2.04 2.17 2.47 1.21 1.57 1.55 1.97 -

광주 1.69 1.31 1.80 1.94 2.04 2.36 2.21 1.99 1.88 3 (1.8%)

전남 1.23 1.32 1.70 1.95 2.48 2.44 2.33 1.85 1.79 6 (3.7%)

대구 1.24 1.63 1.40 1.64 1.72 1.66 1.60 1.78 1.59 4 (2.5%)

경북 1.21 1.42 1.31 1.87 2.14 1.90 2.20 1.63 1.78 3 (1.8%)

부산 1.43 1.53 1.60 1.85 2.07 2.23 1.72 1.78 1.69 4 (2.5%)

울산 1.73 1.68 1.71 2.26 1.99 2.05 1.55 1.43 1.89 -

경남 1.10 1.42 1.73 2.12 2.06 1.68 1.98 1.41 1.73 5 (3.1%)

제주 - 1.23 - - - - - 1.23 1.23 -

평균 1.24 1.38 1.45 1.64 1,74 1.67 1.50 1.40 1.52 163 (100%)

<표 12> 지역별․시기별 평당 가격비

이러한 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통계는 평균값(1.52)으로 이는 2002～

2009년간 전국적으로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재고아파트가격보다 평균적으

로 1.5배 높게 형성되었음을 알려 준다. 이러한 결과는 재고아파트의 물리적

노후화와 기능적 낙후화, 신규 분양아파트의 브랜드 효과가 시장에서 보다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

1) 지역별 가격 차이 특성

좀더 자세하게 지역별 가격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2002년에서

2009년까지 신규아파트가 분양된 전국 680개동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평

당 가격비를 다시 16개 광역시도별로 나누어 평균 평당 가격비를 산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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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평당 가격비외에 지역별로 재고아파트가격이나 신규아파트가격과

관련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평균 경과년수, 상위 10개 건설사 비율, 그리고

재고아파트 세대 기준 신규 분양아파트 세대수비 등을 산출하여 지역별 특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 분 평당가격비 평균경과년수 상위10위건설사비 재고기준신규세대비

강원 1.86 10.70 0.16 0.31

경기 1.33 8.10 0.21 0.18

경남 1.73 8.79 0.16 0.37

경북 1.78 10.05 0.13 0.23

광주 1.88 10.34 0.10 0.09

대구 1.59 11.92 0.22 0.15

대전 1.61 10.66 0.20 0.33

부산 1.69 11.21 0.20 0.18

서울 1.14 9.62 0.28 0.04

울산 1.89 9.38 0.32 0.27

인천 1.28 10.21 0.20 0.12

전남 1.79 10.46 0.06 0.21

전북 1.97 11.59 0.12 0.36

제주 1.23 9.59 0.30 0.22

충남 1.75 8.68 0.22 0.27

충북 2.21 11.64 0.17 0.34

평균 1.52 9.63 0.21 0.19

<표 13> 지역별 아파트 특성

평당가격비의 경우 서울을 포함함 16개의 광역시도에서 모두 1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재고아파트가격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평당 가격비가

각각 1.14, 1.33, 1.28로 1보다 커 신규 분양가격이 높기는 하지만 전국 평균

인 1.52보다 작았으며 광주, 울산을 제외한 대구, 대전, 부산 광역시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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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61, 1.69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

과 광주,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도 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큰 가격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고아파트의 평균 경과년수 경우 평균은 9.63년이며 경기지역이 8.10년

으로 가장 짧고 대구는 11.92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지

역이 평균값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지

역의 경우는 각각 9.62년, 8.10년, 10.21년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지역과

다른 특징적인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위 10위 건설사비의 경우 평균값은 0.21로 나타났으며 서울, 경기, 대

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이 각각 0.28, 0.21, 0.22, 0.20, 0.20, 0.32, 0.20으로

평균값 보다 높거나 평균값에 근접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시 지역에서 주로 상위 10위 건설사가 신규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아파트 기준 신규 분양 세대수비에서는 평균 값이 0.19로 나타났으

며 울산과 대전을 제외한 수도권과 모든 광역시에서 평균값보다 작게 나타

났으며 이는 기존 대도시에서는 택지난등으로 인하여 신규아파트 공급이 다

른 시도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재고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

앞서 살펴본 평당 가격비에 의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평균적으로

1보다 큰 값을 보이므로서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재고아파트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평당 가격비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 값이 1보

다 작은 지역 즉 재고아파트가격이 신규 분양아파트가격보다 높은 지역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은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높다는 일반적인 결과와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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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어떠한 특징이나 원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신규 분양아파

트가 높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반증적인 요소를 밝

히는데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재고아파트가격이 높은지역 신규아파트가격이 높은지역

평 당
가격비 동수

해당동수/
전체동수

평 당
가격비 동수

해당동수/
전체동수

강원 0.73 4 0.28 % 1.94 54 3.82 %

경기 0.80 51 3.61 % 1.42 312 22.10 %

경남 0.79 5 0.35 % 1.79 75 5.31 %

경북 0.77 3 0.21 % 1.81 82 5.81 %

광주 0.85 3 0.21 % 1.96 40 2.83 %

대구 0.80 4 0.28 % 1.62 97 6.87 %

대전 0.79 4 0.28 % 1.77 21 1.49 %

부산 0.97 4 0.28 % 1.72 96 6.80 %

서울 0.81 68 4.82 % 1.27 179 12.68 %

울산 - - - 1.89 47 3.33 %

인천 0.80 10 0.71 % 1.35 63 4.46 %

전남 0.79 6 0.42 % 1.98 32 2.27 %

전북 - - - 1.97 17 1.20 %

제주 - - - 1.23 2 0.14 %

충남 0.50 1 0.07 % 1.76 94 6.66 %

충북 - - - 2.21 38 2.69 %

Total 　 163 11.54 % 1249 88.46 %

<표 14> 지역별 두 가격 차이 비교

* 평당가격비 평균: 재고아파트가격이높은지역 0.80 신규아파트가격이 높은지역 1.62

우선 재고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은 전체의 11.54%인 163개동으로 나타

났으며 이중 서울, 경기, 인천이 129개동으로서 재고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

의 79.15%를 점유하고 있어 재고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규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은 전체의

88.46%인 1,249개동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554개동으로 신

규 분양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의 44.3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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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이의 경우 재고아파트가 높은 지역은 신규아파트가격에 비하여

2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재

고아파트가격에 비하여 6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재고아파트가격이 높은지역 신규아파트가격이 높은지역

평 균
경과년수

상위 10위
건설사비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평 균
경과년수

상위 10위
건설사비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강원 11.92 0.00 0.12 10.61 0.17 0.33

경기 6.84 0.12 0.06 8.31 0.23 0.20

경남 5.89 0.00 0.21 8.98 0.17 0.38

경북 8.21 0.00 0.15 10.12 0.14 0.23

광주 7.47 0.00 0.16 10.55 0.11 0.08

대구 10.75 0.00 0.06 11.97 0.23 0.16

대전 3.00 0.00 0.18 12.12 0.24 0.37

부산 8.18 0.00 0.03 11.33 0.21 0.19

서울 10.26 0.23 0.01 9.38 0.30 0.05

울산 - - - 9.38 0.32 0.27

인천 9.45 0.40 0.04 10.33 0.16 0.13

전남 8.88 0.00 0.25 10.75 0.07 0.20

전북 - - - 11.59 0.12 0.36

제주 - - - 9.59 0.30 0.22

충남 1.46 0.00 0.74 8.76 0.23 0.27

충북 - - - 11.64 0.17 0.34

평균 8.64 0.16 0.06 9.76 0.22 0.20

<표 15> 두 지역별 특징 비교

재고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평균 경과

년수는 8.64년, 상위 10위 건설사비는 0.16 그리고 재고기준 신규세대비는

0.06으로 나타났다. 신규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과 비교할 경우 경과년수는

1.12년이 짧았고 상위10위 건설사비 및 재고 기준 신규 세대비는 각각 0.06,

0.14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으로 재고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평당 가격비가 1보다 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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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보기위하여 재고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의 79.15%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GIS를 이용하

여 부록과 같이 도상에 표시하였다.

도상에 나타난 수도권 재고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의 공간적 분포는 일

정한 특징적인 분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불 특정

적으로 나타났다.

3) 시기별 가격 차이 특성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

시장 상황이나 주택정책 등의 변화에 의해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나 재고아

파트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두 가격 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평당가격비
평 균
경과년수

상위 10위
건설사비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해당동수

2002 1.24 7.85 0.12 0.09 138 (9.77%)

2003 1.38 8.77 0.17 0.20 219 (15.51%)

2004 1.45 9.31 0.22 0.18 228 (16.15%)

2005 1.64 9.84 0.22 0.20 202 (14.31%)

2006 1.74 10.24 0.20 0.21 178 (12.61%)

2007 1.67 9.78 0.24 0.22 241 (17.07%)

2008 1.50 10.91 0.20 0.16 115 (8.14%)

2009 1.40 11.54 0.36 0.19 91 (6.44%)

평균 1.52 9.63 0.21 0.19

* 총해당동수 : 1412개

<표 16> 시기별 특징

이렇듯 시기별로 두 가격간에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특징

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지역별 가격 차이에서 사용된 평당 가

격비, 평균 경과년수, 상위 10위 건설사비 그리고 재고기준 신규세대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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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산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평당 가격비의 경우 2002년 1.24에서 2006년 1.74까지 상승하였다

가 2007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9년 1.40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하여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

차이가 커졌으나 2007년 이후에는 두 가격간이 차이가 작아졌다는 것을 나

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기별로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재고아파트 평균 경과년수의 경우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평균 경과년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존 재고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자료가 축적되는 것이므로 당

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규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상위 10위 건설사비의 경우 2002년과

2009년 각각 0.12, 0.36을 제외하고는 0.17 ～ 0.24 사이를 보이고 있어 비교

적 일정하게 상위 건설사가 신규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 기준 신규세대수비의 경우에는 2002년 0.09에서 2007년 0.22로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0.16, 2009년 0.19로 하

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들 이외에도 시간에 따라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

트가격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두 가격간 차이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특징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정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을 재고아파트나 신규 분양아파

트로 분리할 수 있고 각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결과로 주택정책은

두 가격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고아파트와 관련하

여서는 재건축이나 보유세 등과 같은 정책이 있으며,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

해서는 표준건축비 또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정책이 있다. 이에 시기별로

재고주택과 신규주택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주택정책이 두 가격간 차이

에 영향이 미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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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고주택관련정책 신규주택관련 정책

2002년

　

4.18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자율조정

시행 방안

9.3
금감위담보대출한도

집값80%→60%

<표 17> 시기별 주택관련 주요정책

아래 <표17> 시기별 주택 관련 주요 정책들에서 살펴보면 재고주택정

책과 관련하여서는 2003년 투기과열지구 확대, 2004년 수도권 재건축후분양,

2005년 종합부동산세 6억초과 주택적용,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그리

고 2007년 주택담보 대출 규제 등 지속적으로 재고주택가격 억제에 대한 규

제가 시행되어 왔다.

신규 분양아파트와 관련하여서는 2004년 80% 공정 후 분양하는 후분양

제 일부 도입, 아파트 바닥두께 기준강화 2005년 재건축 후분양제 의무화

2007년 채권입찰제 민간으로 확대 등 계속하여 신규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즉 이러한 시기별 주택정책은 재고아파트가격 상승 억제와 신규아파트

가격 상승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두 가격간 차이가

커질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표16>에서 시기별로 두 가격간의 차이를 나

타내는 평당 가격비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2008년 양도세 중과, 주택금액완화, 강남3구 제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2009년 60㎡미만 재건축 소형의

무비율 폐지 등 재고주택 관련 정책은 완화되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마

이너스 옵션 등과 같은 신규 분양아파트가격 규제정책이 강화 되어 2007년

이후에는 재고아파트가격이 상승하고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하락하여 두

가격간 차이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실증적으로 <표16>

의 평당 가격비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락하는 것을 통하여 이러한 효

과를 알 수 있다.



- 41 -

10.11
매매가 6억이상 고급주택으로

분류

10.31 　
공공주택 표준건축비 9.2%

인상

12.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2003년

　

2.17 LTV(50%→60%) 조정

5.23

투기과열지구확대

(과밀억제권역14개시,성장관리권

역인천2개군,10개시,3개군,대전,

아산, 천안, 청주시, 청원군)

7.3

서울시 재건축 조례안 확정

(재건축년한 준공년도에 따라

20～40년 차등적용)

8.14 　 판교에 주택 1만가구 추가

12.19
2004년부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

2004년

　

2.3 　
80%공정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

3.23 　
아파트 층간 소음 이유로

바닥두께 기준 강화

11.9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

2005년

　

5.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주택규모별건설비율마련)

재건축 후분양제 무화

(골조공사 80%이상 진행 후

분양)

6.13
만기 10년이상 주택 대출 담보

인정비율(60%→40%)

6.27 투기지역 담보 대출 제한

8.31
종합부동산세 6억원 초과 주택

적용
　

9.6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부과

2006년

　

5.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국회통과　
공공택지 아파트 건축비 인상

9.9 　 공공택지 아파트 건축비 인상

9.25 　 서울시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11.21
6억 초과아파트

담보인정비율(60%→40%)
　

2007년

　

1.11
주택담보 대출 규제

확대(투기지역내 1인당 1건)

채권입찰제 민간(재개발,

재건축)으로 확대

4.2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원가

공개,마이너스 옵션(국회통과)

8.20 　 분양가상한제 9월부터 적용

9.9 　 공공택지 기본형 건축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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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1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2.16%

인상

9.1
양도세 중과 주택금액 완화

광역시(1억 → 3억)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3.16%

인상

9.15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금융쇼크)

11.3
강남3구 제외 투기,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
　

11.10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폐지

2009년

　

2.2
60㎡이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폐지　

4.1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범위내

임대주택건설조항폐지

　

3. 소결

이 장에서는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간 차이가 있는지

또한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

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첫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도 지역에서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전체 대상동수의

11.54%인 163개동에서 재고아파트가격이 높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전체 대

상동을 평균한 광역시도에서는 모두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재고아파트가격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도권 지역 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

트가격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가격 차이와 관련한 지역별 특징들은 전국 광역시도의 경우 평균

경과년수는 9.63년으로 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상위 10위 건설사비와 재고기준 신규세대수비에서는 지역별로 특

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상위 10위 건설사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서 평균값인 0.21보다 높거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 건설사들의 신규아파트 공급이 주로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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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고기준 신규세대비는 울산, 대전을

제외한 수도권과 모든 광역시에서 평균값인 0.19보다 작게 나타나 다른 지

역에 비하여 기존 대도시에서 소규모로 신규아파트 공급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분적으로 재고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의 특징에 있어서는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에 비하여 평균 경과년수, 상위 10위 건설

사비, 재고기준 신규세대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일정한 특징적인 분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 경과년수, 상

위10위 건설사비, 재고기준 신규세대비등과 같은 특징들이 지역별로 가격

차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시기별로는 2002～2007년까지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

가격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을 기점으로 하여 두 가격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재고주택에 대한

가격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와 반대로 2007년부터는 재고주택가격 정

책이 완화된 반면에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신규아파트가격 억제정책이 시행

되었다. 이는 앞서 시기별 가격 차이의 추세변화가 2007년을 기점으로 나타

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주택정책이 시기별 가격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

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시기별로 평균 경과년수는 증가하였으며, 상위 10위 건설사

비는 2002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재고 기준 신규 세

대비는 2007년까지 증가하다 2008년부터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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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고아파트가격과신규분양아파트가격차이영향요인

앞의 3장에서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트간 가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두 가격간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들에 대하

여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3장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두 가격

간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분석단위 및 분석모형

1) 분석단위 선정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트가격 차이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격자료가 존재하여야 한다. 재고아파트가격자료의 경우 지역별 시계열

별로 잘 정리되어 있지만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

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신규아파트 분양은 시기별, 지역별로 일정치 않을 뿐

아니라 분양 횟수 또한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신규 분양아파

트가격자료는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나타난다.

이렇듯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분양가격과 관련한 분석단위가 지역적으로 세분화될 경우 횡단

면 자료 구성이나 패널 자료 구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분석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앞의 3장 가격 차이에서 나타난 특징들과 관련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 단위를 설정하였다. 그 특징들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면

가격 차이 및 이와 관련한 특징들이 수도권 및 광역시와 그 외 지역에서 차

이를 보였으므로, 분석단위는 전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을 제외한 광

역시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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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선정

본 연구는 재고아파트가격과 신규 분양아파트가격 차이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t-검정이 있다. t-검정은 두 개의 모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방

법으로서 두 모집단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 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검정

방법이다.

그러나 t-검정의 경우 단순히 하나, 하나의 변수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분석할 뿐 각 변수의 영향 정도를 나타낼 수 없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분

석 방법으로 로짓모형이 있는데 이는 t-검정과 달리 각 독립변수들의 변화

에 따라 2개의 집단 중 어디에 속할 확률이 있는 가를 알 수 있는 분석 방

법이다. 로짓모형은 이렇듯 자료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두 그룹

이 구분되는 특성을 파악하는 통계적 모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짓모형 또한 종속변수에 속할 확률만을 표시할 뿐 종

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매우 어렵

다. 이는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데 이렇듯 회귀분석은

하나의 변수(종속변수)가 하나 이상의 다른 변수(독립변수)에 어떻게 의존하

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t-검정과 로짓모형을 통하여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며, 이

결과를 참고로 최종적으로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3장에서 나타난 두

가격간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 한다.

2. 변수의 설정

1) 종속변수

이 장에서는 재고아파트가격과 신규 분양아파트가격 차이가 어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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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들에 의존하는가를 분석 한다. 이에 재고아파트가격과 신규 분양

아파트가격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종속변수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다중 선형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로서 2002년에서 2009년 사이에 신

규아파트가 분양된 지역[법정동 기준]의 재고아파트가격을 기준한 신규 분

양아파트 가격비를 설정하였다. 기존 재고아파트가격을 기준한 신규아파트

가격비(신규분양아파트 평당가격÷재고아파트 평당가격)는 분석대상지역의 재

고아파트가격과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의 차이를 보여주는 종속변수가 되며,

이 종속변수는 1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누어진다. 1보다 큰 경우는

분석대상지역의 재고아파트가격에 비하여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하고 1보다 작은 경우는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재고아파트가격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Logit 분석에서는 가격비에 의하여 나누어진 1보다 큰 집단과 작은 집

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t-검정에서도 독립변수별 가격비가 1보다 큰 집단과 작은 집단으로 나

누어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므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그렇

지 않은지를 검정한다.

2) 독립변수

(1) 경과년수와 경과년수 제곱

앞서 가격 차이의 이론적 요인에서 살펴보았듯이 주택의 물리적 노후화

나 기능적 낙후화 정도는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트가격간의 차이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물리적 노후화나 기능적 낙후화는 시간의

경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대리할 수 있는 경과년수를 독립변수

로 선정하였다.

동시에 재건축 기대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경과년수를 2차함수로 설정

하였다. 이는 재고아파트가격과 경과년수는 비선형(nonlinear)의 관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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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경과년수와 경과년수 제곱간 공선성(collinearity)

문제는 센터링(centering)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경과년수와 경과년수 제곱값은 평형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2) 상위10위 브랜드비

지명도나 브랜드는 앞서 이론적 가격 차이 요인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

고아파트가격과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을 차이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일 수 있

다.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다르며 이는 브랜드가

제공하는 각각의 특성요인 그리고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아파트 경우에도 이러한 브랜드에 따른 가격의 영향이 동일하게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명도나 브랜드 효과의 경우 재고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공사를

알 수 없으므로 부분적으로 신규 분양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변수화 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신규 분양아파트 자료 가운데 시공능력 10위내 건

설사의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브랜드의 측정지표로 삼는다. 상위10위 브

랜드비 또한 평형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사용하여 산

출하였다

(3)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앞서 가격 차이의 이론적 요인에서 지역 부분시장의 영향력이 재고아파

트가격과 신규 분양아파트가격 차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역 부분시장의 영향력을 대리하기위하여 동 단위의 지역 부분시장

내 재고아파트 대비 신규 분양아파트세대수 비를 산출하여 사용한다.

(4) 더미변수

이론적으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비구조적 요인으로서 수도권과 비

수도권을 구분하는 지역 더미변수를 추가한다. 이는 앞서 두 지역간 가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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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가 특징적으로 대비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추측한대

로 이러한 현상이 시장 영향력, 재건축기대효과, 지명도․브랜드 효과와 관

련되어 있다면 이미 이러한 요인의 영향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 개별적

으로 포착되기 때문에 지역더미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지역 더미변수가 여전히 유의하다면 이 세가지 요인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비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기별로 주택정책 또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제도인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2007년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가 상한제 실시전과 실시 후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 더미변수를 선정하였다.

(5) 기타 다른 변수들의 한계

앞서 설정한 독립변수 이외에도 변수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선행연구

에서 주택가격과 관련되어 사용된 변수들을 검토하여 물리적 변수, 단지적

변수, 입지적 변수, 환경적 변수, 인구․주택 통계적 변수, 정책적 변수, 경

제적 변수로 아래 <표18>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은 연구의 목적과 자료구조의 한계로 인하여 독립

변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먼저 방수, 화장실, 난방시설, 취사연

료, 냉․온수시설 등은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

택 규모는 종속변수가 평당 가격이므로 이미 규모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어

있으며, 주택유형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독립변수로 선정하지 않

았다.

단지적 변수인 용적률, 노후도, 주차대수, 대지면적, 연건평과 같은 변수

와 입지적 변수, 환경적 변수의 경우는 분석단위를 법정동으로 설정하여 통

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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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용된 변수

물리적

변 수

주택규모, 방수, 화장실, 층수, 난방형태, 부엌, 목욕시설,

상수도, 하수도, 난방시설, 취사연료, 세대위치,

대로확보율, 냉․온수시설, 주택유형

단지적

변 수

분양세대, 건축경과년수, 총세대수, 대지면적, 연건평,

건축년도, 주차대수, 단지용적율, 저명인사 주거상황,

교육의 질(학력 등), 노후도, 거주주민특성, 브랜드

입지적

변 수

지하철역․학교․쇼핑시설․시청․공원․시장․백화점․

종합병원과의 거리, 도심과의 거리, 산․강까지의 거리,

교통시설, 대중교통접근성, 문화시설, 복지시설, 학교수,

백화점수, 의료기관수, 8학군, 입시학원, 교통비, 지역용도

특성

환경적

변 수

화재발생률, 쓰레기장수, 조망여부, 향, 소음, 경관유형,

소각장과의 거리

인구․주택

통계적

변 수

인구, 건축허가면적, 주택보급률, 순인구 유출입, 분양률,

가구수, 인구변화,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건설인력,

교육수준, 주택점유형태, 건설수주액

정책적

변 수
부동산 정책, 주택세제

경제적

변 수

주택 전세 가격지수, 정부주택부문투자비, 주택기대가격,

실질주택가격, 주택가격 상승률, 평당 분양가, 중․고 주

택가격, 재건축아파트가격 상승률, 재고가격 상승률, 전세

가격, 단위당 임대료, 기존주택 단위당 보유비용, 택지가

격, 택지공급비용, 지가지수, 건축자재가격, 원자재 도입

단가, 경제성장률, 실질소득, 실질 금융소득, GDP, 실질

GNP상승률, 지역총생산, 가계소득, 일인당소득, 일인당

실질소득, 세후 항상 소득,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

수, 산업생산지수, 평균임금, 실질이자율, 이자율, 실질담

보대출 이자율, 실질사채이자율, 회사채수익률, 종합주가

지수, 실질주가지수상승률, 실질주가 상승률, 실질주가 변

동률, 환율, 통화량, 인플레이션

<표 18>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주택가격 관련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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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 통계적 변수인 인구, 가구원수, 인구변화, 가구주 연령, 순인

구 유입률 등의 변수 또한 종속변수가 재고아파트가격 대비 신규 분양아파

트가격으로서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영향이 두 가격간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격차이의 요인 변수로서 선정하지 않았다.

정책적 변수는 주택정책을 포함하는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세제와 관련

된 정책들이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 이므로 동별로 정책의

영향이 다를 수 없어 제외 하였으며, 경제적 변수의 경우 주택관련 지수, 물

가관련지수, 소득관련 자료, 이자율, 회사채 수익률, 평균임금, 환율, 통화량,

인플레이션 등 변수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국가적 지표로서 법정동 단위별로

는 존재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구 분 변수내용 변수명

종속변수




재고아파트 평당가격
신규 분양아파트평당가격 


 평당 가격비

독립변수

재고아파트 평균경과년수 평균경과년수C

재고아파트 평균경과년수 제곱 평균경과년수C2





년도별해당동총세대수
년도별해당동시공능력 위내세대수 


 상위10위

브랜드비





재고아파트세대
신규분양아파트세대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정책 더미변수(2007년 기준) 

지역 더미변수(비수도권 기준) 

<표 19> 설정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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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 통계량

분석대상의 법정동수는 <표20>과 같으며 이는 신규아파트가 분양된 지

역이고 이에 따라 재고아파트 지역 또한 동일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32 162 51 46 18 45 17 48 94 24 35 25 12 2 41 28

<표 20> 전국 분석대상 법정동수 [단위:개]

<표21>의 기초 통계량에서는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트가격 차이

를 보여주는 평당 가격비가 평균 1.522으로서 신규 분양아파트가 재고아파

트가격에 비하여 평균 1.5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대상 재고아파

트의 평균경과년수는 8.587년으로 나타났다.

구 분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평당 가격비 1412 0.264 5.077 1.522 0.551

평균경과년수 1412 1.034 27.329 8.587 4.097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1412 0.001 8.967 0.186 0.474

상위10위
브랜드비

1412 0.000 1.000 0.210 0.391

<표 21> 기초 통계량

해당동의 신규 분양된 아파트 세대는 동일지역의 기존 재고아파트 세대

기준 대비 평균 18.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공능력 평가 10위내의 건설

회사가 분양한 경우는 평균 21.0%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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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 차이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1) t-검정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전국

평 균

경과년수

평당가격비<1 163 8.636 4.767

평당가격비>1 1249 9.761 3.986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평당가격비<1 163 0.063 0.109

평당가격비>1 1249 0.202 0.501

상위10위

브랜드비

평당가격비<1 163 0.165 0.366

평당가격비>1 1249 0.216 0.393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평 균

경과년수

평당가격비<1 129 8.846 5.005

평당가격비>1 554 8.885 3.673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평당가격비<1 129 0.034 0.055

평당가격비>1 554 0.142 0.481

상위10위

브랜드비

평당가격비<1 129 0.208 0.401

평당가격비>1 554 0.247 0.415

비수도권

평 균

경과년수

평당가격비<1 34 7.841 3.685

평당가격비>1 695 10.459 4.088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평당가격비<1 34 0.171 0.177

평당가격비>1 695 0.250 0.511

상위10위

브랜드비

평당가격비<1 34 0.000 0.000

평당가격비>1 695 0.190 0.373

5대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평 균

경과년수

평당가격비<1 15 7.341 4.328

평당가격비>1 301 11.184 4.017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평당가격비<1 15 0.103 0.136

평당가격비>1 301 0.191 0.592

상위10위

브랜드비

평당가격비<1 15 0.000 0.000

평당가격비>1 301 0.224 0.402

수도권및

광역시외

지 역

평 균

경과년수

평당가격비<1 19 8.236 3.154

평당가격비>1 394 9.905 4.060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평당가격비<1 19 0.225 0.191

평당가격비>1 394 0.295 0.434

상위10위

브랜드비

평당가격비<1 19 0.000 0.000

평당가격비>1 394 0.165 0.348

<표 22> t-검정을 위한 기초 통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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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F Sig.

전국

평 균
경과년수

Equal variances
assumed 8.099 0.004 -3.307 0.001 -1.124 0.340

Equal variances
not assumed -2.883 0.004 -1.124 0.390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Equal variances
assumed 17.506 0.000 -3.537 0.000 -0.139 0.039

Equal variances
not assumed -8.410 0.000 -0.139 0.017

상위10위
브랜드비

Equal variances
assumed 7.368 0.007 -1.566 0.118 -0.051 0.033

Equal variances
not assumed 　 　 -1.655 0.099* -0.051 0.031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평 균
경과년수

Equal variances
assumed 19.133 0.000 -0.101 0.920 -0.039 0.387

Equal variances
not assumed -0.083 0.934 -0.039 0.467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Equal variances
assumed 10.668 0.001 -2.540 0.011 -0.108 0.042

Equal variances
not assumed -5.133 0.000 -0.108 0.021

상위10위
브랜드비

Equal variances
assumed 2.264 0.133 -0.968 0.333 -0.039 0.040

Equal variances
not assumed 　 　 -0.990 0.323 -0.039 0.039

비수도권

평 균
경과년수

Equal variances
assumed 0.643 0.423 -3.661 0.000 -2.618 0.715

Equal variances
not assumed -4.024 0.000 -2.618 0.651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Equal variances
assumed 2.323 0.128 -0.892 0.373 -0.078 0.088

Equal variances
not assumed -2.175 0.033 -0.078 0.036

상위10위
브랜드비

Equal variances
assumed 56.083 0.000 -2.972 0.003 -0.190 0.064

Equal variances
not assumed 　 　 -13.445 0.000 -0.190 0.014

5대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평 균
경과년수

Equal variances
assumed 0.067 0.796 -3.604 0.000 -3.843 1.067

Equal variances
not assumed -3.368 0.004 -3.843 1.141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Equal variances
assumed 0.703 0.402 -0.569 0.570 -0.087 0.153

Equal variances
not assumed -1.779 0.081 -0.087 0.049

상위10위
브랜드비　

Equal variances
assumed 32.442 0.000 -2.152 0.032 -0.224 0.104

Equal variances
not assumed 　 　 -9.656 0.000 -0.224 0.023

수도권및

광역시외

지 역

평 균
경과년수

Equal variances
assumed 1.625 0.203 -1.765 0.078* -1.669 0.945

Equal variances
not assumed -2.220 0.038 -1.669 0.752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Equal variances
assumed 2.312 0.129 -0.700 0.485 -0.070 0.100

Equal variances
not assumed -1.433 0.163 -0.070 0.049

상위10위
브랜드비　

Equal variances
assumed 25.256 0.000 -2.062 0.040 -0.165 0.080

Equal variances
not assumed 　 　 -9.401 0.000 -0.165 0.018

<표 23> t-검정 결과

* : 유의수준(α=0.10)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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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자료를 평당 가격비가 1보다 큰 집단과 작은 집단으로 분류하

고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있음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평당가격비가 1보다 작은 집단과 1보다 큰 집단의 차이에 관한 검정으로 결

과는 <표23>와 같다.

평균 경과년수는 5개의 분석 단위중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4개 단위지역

에서 평당 가격비가 1보다 큰 집단이 작은 집단보다 길게 나타나며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평균 경과년수가 길수록 재고아파트가격이

낮아져 평당 가격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위10위 브랜드비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단위지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당 가격비가 1보다 큰 집단이 작은 집단보다 크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위 브랜드일수록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높게 형

성되므로서 평당 가격비의 차이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고기준 신규세대비는 전국과 수도권 지역에서만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2) Logit 분석

분석대상 자료를 종속변수인 평당 가격비




재고아파트 평당가격
신규 분양아파트평당가격 


가 1보

다 작은 집단[0]과 큰 집단[1]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5대광역시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

수도권 및

광역시외 지역

평당가격비<1

[0]
163 129 34 15 19

평당가격비>1

[1]
1249 554 695 301 394

<표 24> 분석대상 자료수 [단위:개]

분석결과는 아래 <표25>와 같다. 수도권을 제외한 4개 분석 단위 지역

에서 평균 경과년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경과년수 1단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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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Std. Error Wald Sig. Exp
-2Log

likelihood
Nagelkerke

RSquare

전국

평 균
경과년수 0.085 0.023 13.689 0.000 1.089 948.778

　

　

　

0.083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4.849 1.002 23.430 0.000 127.558

상위10위
브랜드비 0.307 0.236 1.687 0.194 1.359

Constant 0.737 0.238 9.599 0.002 2.090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평 균
경과년수 0.026 0.027 0.911 0.340 1.026 622.848

　

　

　

0.090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8.000 1.926 17.262 0.000 2981.313

상위10위
브랜드비 0.176 0.252 0.486 0.486 1.192

Constant 0.741 0.282 6.929 0.008 2.099

비수도권

평 균
경과년수 0.197 0.052 14.619 0.000 1.218 240.837

　

　

　

0.145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0.577 0.706 0.668 0.414 1.781

상위10위
브랜드비 81.512 5676.664 0.000 0.989 2.5E+035

Constant 0.847 0.477 3.154 0.076 2.333

5대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평 균
경과년수 0.312 0.090 12.021 0.001 1.366 97.140

　

　

　

0.226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1.304 1.746 0.558 0.455 3.684

상위10위
브랜드비 53.531 6771.735 0.000 0.994 1.8E+023

Constant -0.268 0.803 0.111 0.739 0.765

수도권및

광역시외

지 역

평 균
경과년수 0.134 0.065 4.307 0.038 1.144 140.689

　

　

　

0.103

　

　

　

재고기준
신규세대비 0.393 0.741 0.282 0.596 1.482

상위10위
브랜드비 85.293 8358.131 0.000 0.992 1.1E+037

Constant 1.468 0.614 5.712 0.017 4.341

<표 25> 로지스틱 회귀계수 추정 결과

*: odds ratio

증가하면 평당 가격비가 1보다 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평균 경과년수가 늘어날수록 재고아파트가격이 낮아져 평당 가격비가 높

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56 -

재고기준 신규세대비는 전국과 수도권 지역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상위10위 브랜드비는 5개 분석단위의 모든 지역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로짓분석에서는 브랜드가 평당 가격비가 1보다 큰 집단과 작

은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다중 선형 회귀분석

앞서 t-검정과 로짓분석에서는 평당 가격비가 1보다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을 구분 짓는 변수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분석들은 두 집

단간의 차이에 관한 분석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비와 독립변수들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통하

여 이러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이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다중 선형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의 부호를 예상하면 평균경과년

수C는 재고아파트 평균경과년수가 길어질수록 재고아파트가격이 하락하여

평당 가격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로 예상되며, 재건축 효과를

대리하기 위한 평균경과년수C2는 재고아파트가격과 관계가 U자형이기 때문

에 종속변수와의 관계는(-)로 예상된다.

재고기준 신규세대수비는 신규 분양세대수가 기존 재고세대수 대비 비

율이 클 경우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기존 지역 부분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게 되어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재고아파트가격보다 높아 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로 예상된다.

상위10위 브랜드비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위 브랜드가 높을수록 신규 분

양아파트가격을 상승시켜 평당 가격비를 상승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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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djusted

  df
ANOVA Durbin-Wa

tson Sig.

0.343 0.340 1411 122.098 0.000 1.728

Coefficients  Std. Error Beta  Sig. VIF

(Constant) 1.724 0.020 85.579 0.000 　

평균경과년수C 0.040 0.003 0.295 12.540 0.000 1.184

평균경과년수C2 -0.002 0.000 -0.107 -4.630 0.000 1.135

재고기준신규세대비 0.261 0.025 0.225 10.308 0.000 1.019

상위10위브랜드비 0.024 0.031 0.017 0.790 0.430 1.015

Dpolicy -0.098 0.034 -0.063 -2.853 0.004 1.036

Dsd -0.424 0.025 -0.385 -17.258 0.000 1.062

<표 26> 다중선형 회귀계수 추정결과(전국)

구분
  Adjusted

  df
ANOVA Durbin-Wa

tson Sig.

0.151 0.145 682 24.041 0.000 1.675

Coefficients  Std. Error Beta  Sig. VIF

(Constant) 1.269 0.017 73.151 0.000 　

평균경과년수C 0.014 0.003 0.157 4.282 0.000 1.073

평균경과년수C2 -0.002 0.001 -0.156 -4.302 0.000 1.051

재고기준신규세대비 0.265 0.028 0.337 9.492 0.000 1.006

상위10위브랜드비 0.027 0.030 0.032 0.895 0.371 1.023

Dpolicy -0.032 0.034 -0.035 -0.951 0.342 1.054

<표 27> 다중선형 회귀계수 추정결과[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구 분
  Adjusted

  df
ANOVA Durbin-Wa

tson Sig.

0.216 0.211 728 39.902 0.000 1.782

Coefficients  Std. Error Beta  Sig. VIF

(Constant) 1.727 0.027 　 64.329 0.000 　

평균경과년수C 0.066 0.005 0.455 12.237 0.000 1.278

평균경과년수C2 -0.003 0.001 -0.169 -4.546 0.000 1.277

재고기준신규세대비 0.263 0.039 0.222 6.744 0.000 1.003

상위10위브랜드비 0.046 0.053 0.028 0.854 0.393 1.007

Dpolicy -0.133 0.058 -0.076 -2.281 0.023 1.022

<표 28> 다중선형 회귀계수 추정결과(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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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Adjusted

  df
ANOVA Durbin-Wa

tson Sig.

0.169 0.156 315 12.654 0.000 1.729

Coefficients  Std. Error Beta  Sig. VIF

(Constant) 1.676 0.039 　 42.443 0.000 　

평균경과년수C 0.060 0.009 0.425 6.618 0.000 1.537

평균경과년수C2 -0.005 0.001 -0.284 -4.413 0.000 1.548

재고기준신규세대비 0.223 0.052 0.221 4.265 0.000 1.006

상위10위브랜드비 0.036 0.078 0.025 0.469 0.640 1.033

Dpolicy -0.024 0.100 -0.013 -0.240 0.811 1.024

<표 29> 다중선형 회귀계수 추정결과[5대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구 분
  Adjusted

  df
ANOVA Durbin-Wa

tson Sig.

0.310 0.302 412 36.615 0.000 1.913

Coefficients  Std. Error Beta  Sig. VIF

(Constant) 1.762 0.036 　 48.557 0.000 　

평균경과년수C 0.079 0.007 0.535 12.041 0.000 1.164

평균경과년수C2 -0.001 0.001 -0.062 -1.399 0.163 1.145

재고기준신규세대비 0.282 0.058 0.202 4.906 0.000 1.004

상위10위브랜드비 0.117 0.072 0.067 1.621 0.106 1.014

Dpolicy -0.256 0.070 -0.154 -3.657 0.000 1.043

<표 30> 다중선형 회귀계수 추정 결과(수도권및광역시외 지역)

다중 선형 회귀계수의 추정 결과는 위와 같다. 독립변수간 공선성의 문

제는 발견되지 않는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평균 경과년수는 모든 지역에

서 정(+)의 부호를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동단위의 지역 부분시장내 경과년수가 오래된 재고아파트가 많을수록 재고

아파트 대비 신규 분양아파트의 가격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모

든 조건이 일정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고주택의 물리적 노후화와 기능

적 낙후화가 신규 분양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동시에 평균 경과년수의 제곱항도 수도권 및 광역시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의 부호를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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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비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비선형의 형

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재고아파트의 경과년수가 너

무 오래되면 오히려 재건축에 대한 기대효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신규 분

양아파트와의 가격차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

와도 일치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외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는 결과에 대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등의 지역에서는 재건축 효과가 있지

만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재건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앞의 3장 가격 차이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등에서 신규 분

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간 차이가 그 외의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는

특징들은 이러한 재건축 효과가 반영된 것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브랜드 효과는 평당 가격비에 정(+)의 효과를 갖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즉, 신규 분양아파트 가운데 상위 10위내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평균적으로 분양가격에 프리미엄이 형성

되는 경향은 있지만 그 차이가 유의할 만큼 크지는 않다. 이는 자료의 한계

상 건설사의 브랜드를 재고아파트와 대비하여 비교하지 못하고 신규 분양아

파트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비교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도 보

인다.

한편,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트 부분시장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

내는 재고아파트 대비 신규 분양아파트의 세대수는 모든 지역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동 단위의 지역 부분시장에

서 신규 분양아파트의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평균적으로 분양가격

은 재고아파트가격에 비해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고 높게 책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비중이 적을수록 분

양가격은 기존의 재고아파트 시세에 더욱 접근해서 책정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분양가규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정책더미 변수는 수도권과 광역시

를 제외한 지역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보다

기타 다른 지역에서 주택정책에 민감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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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상존하고 있어 이러한 주택정책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더미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수도권의 경우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트간의 가격 차이가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

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다중 회귀모형을 통해 시장 영향력, 재건축

기대효과, 브랜드효과 등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은 여전히 지역적으로 특징적인 비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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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그 동안 정책적으로 매우

민감한 관심사였으나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했으며, 더 나아가서

가격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2002～2009년까지 8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통하여 두 부분시장의 주택가격 차이가 있는지, 또한 지역적이나 시기적으

로 가격 차이와 관련하여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두 부분시장 간

에 가격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헤도닉 모형에 근거

한 신규 분양주택과 재고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

으며, 물리적 노후화, 기능적 낙후화, 재건축 기대효과, 브랜드효과, 지역 부

분시장의 영향력 등 두 가격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요인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아파트가격 차이가 지역별, 시기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

격 차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였고 그 결과,

첫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도 지역에서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모두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이 재고아파트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도권 지역 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

트가격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평균 경과년수, 상위10위 건설사비, 재고기준 신규세대비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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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들이 지역별 가격 차이에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시기별로는 2002～2007년까지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

가격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을 기점으로 하여 두 가격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섯째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주택정책이 가격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다중 선형 회귀모형, Logit 모형 그리고 t-검정을 통하여 신

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가격 차이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경과년수 및 재고기준 신규세대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나 두 가격간 차이의 원인은 주로 물리적 노후화와 기능적 낙후화 그리고

지역 부분시장의 영향력에 의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정책더미 변수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광역시보다는 그 외 지역에서 정책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역 더미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지역적으로 특징적인 비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었다.

2.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매우 민감한 관심사였으나 실증적이고 체

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

의 가격 차이와 그 영향 요인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기본적

으로 재고아파트의 물리적 노후화와 기능적 낙후화로 인해 초래되는 현상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재고주택에 비해 신규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수준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도외시 한 채, 두 주택가격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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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과되어 왔던 점으로, 특히 급속한 소득증대를 고려할 때 신규주택의

주거서비스 수준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불의사가격이 형성되는 것

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오히려 분양가규제와 같은 정책 요인은 시장 요인에 비

해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의 가격 차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

러한 점에서 시장 요인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수는 신규주택과 재고주

택간 상대적 규모에 따른 시장 영향력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 제

고 등에 힘입어 주택의 절대재고가 확충되면서 신규주택의 공급이 점차 줄

어드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재고주택의 시장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신규주택과 재고주택간

가격 차이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주택의 분

양가격에 대해서는 이를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정책 규제의 대상으로 분리하

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주택재고 확대를 통한 전반적인 시장가격 안정화의 관

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신규 분양아파트와 재고아파트의 가격 차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주택가격의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도 매도자의 호가 기준의

재고아파트가격자료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신규아파트 분양이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이유

로 인하여 전국 모든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였으며, 분석단위가 법

정동을 기준으로 진행되어 동단위로 구축된 의존 가능한 많은 독립변수들의

자료 구득이 어려워 독립변수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보다 적합한

다중 선형 회귀모형 추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 가격등의 자료를 축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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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신규 분양아파트가격자료의 확대 및 동단위의 의존 가능한 독립변

수의 자료를 추가함으로서 보다 적합한 추정을 통해 신규 분양아파트가격과

재고아파트의 가격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 요인들의 발견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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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2002년～2009년 수도권 평당가격비가 1보다 작은지역(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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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철산동 0.85

광주시
오포읍 0.99

장지동 0.44

남양주시
도농동 0.84

와부읍 0.77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0.99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0.86

안산시 신길동 0.8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0.88

만안구 안양동 0.68

여주군 여주읍 0.58

이천시 부발읍 0.61

서울

강남구 대치동 0.67

강동구
성내동 0.78

암사동 0.84

강서구
등촌동 0.87

방화동 0.88

화곡동 0.94

금천구
독산동 0.96

시흥동 0.95

노원구
공릉동 0.92

월계동 0.95

동작구 상도동 0.83

양천구
목동 0.86

신정동 0.53

중랑구 면목동 0.98

[2002년 수도권 평당가격비가 1보다 작은지역(붉은색)]



- 71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0.61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0.94

안산시 고잔동 0.95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0.90

의왕시 내손동 0.73

이천시 송정동 0.65

평택시 안중읍 0.91

하남시 덕풍동 0.41

서울

강남구
논현동 0.46

삼성동 0.44

강동구
성내동 0.79

암사동 0.89

강서구
염창동 0.52

화곡동 0.76

관악구 봉천동 0.98

도봉구 창동 0.97

동대문구 전농동 0.99

송파구
가락동 0.91

오금동 0.92

양천구
목동 0.33

신정동 0.81

인천 서구 마전동 0.55

[2003년 수도권 평당가격비가 1보다 작은지역(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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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0.79

광명시
광명동 0.51

철산동 0.91

광주시 초월읍 0.52

군포시 산본동 0.61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0.65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0.82

안양시 동안구 박달동 0.99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0.88

신봉동 0.26

의정부시 신곡동 0.63

서울 서울

강남구
도곡동 0.82

삼성동 0.74

강동구 길동 0.94

강서구

가양동 0.64

염창동 0.82

화곡동 0.99

관악구 봉천동 0.94

광진구
구의동 0.86

자양동 0.69

구로구 개봉동 0.98

동대문구
장안동 0.91

전농동 0.97

동작구
사당동 0.98

상도동 0.92

송파구
가락동 0.76

잠실동 0.97

양천구
목동 0.95

신정동 0.82

인천

계양구 효성동 0.65

남동구 구월동 0.81

부평구 부평동 0.99

[2004년 수도권 평당가격비가 1보다 작은지역(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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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당정동 0.99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0.97

서울 서

강남구
도곡동 0.85

삼성동 0.56

동대문구
이문동 0.99

장안동 0.81

서초구 서초동 0.58

송파구 잠실동 0.66

양천구 신정동 0.70

[2005년 수도권 평당가격비가 1보다 작은지역(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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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수택동 0.90

군포시 당정동 0.97

남양주시 호평동 0.95

시흥시 월곶동 0.89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0.84

서울 서울

강남구 삼성동 0.46

강동구
길동 0.78

천호동 0.84

동대문구 장안동 0.63

동작구 상도동 0.89

서초구 방배동 0.69

양천구 신정동 0.53

용산구 한남동 0.77

[2006년 수도권 평당가격비가 1보다 작은지역(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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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0.95

구리시 토평동 0.93

군포시 당정동 0.94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0.64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0.98

호계동 0.49

파주시
교하읍 0.98

아동동 0.94

서울

구로구 구로동 0.84

도봉구 창동 0.98

동작구 사당동 0.57

양천구 신정동 0.86

인천
부평구

부평동 0.88

삼산동 0.97

연수구 송도동 0.75

[2007년 수도권 평당가격비가 1보다 작은지역(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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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0.75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0.97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0.99

서울
서초구

반포동 0.97

서초동 0.98

영등포구 신길동 0.97

인천
서구 가좌동 0.96

연수구 송도동 0.55

[2008년 수도권 평당가격비가 1보다 작은지역(붉은색)]



- 77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0.72

의왕시 내손동 0.82

서울 서울 강동구 고덕동 0.95

인천 인천 연수구 송도동 0.86

[2009년 수도권 평당가격비가 1보다 작은지역(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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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pirical study of the newly supplied and

existing multi-family Housing focusing on the

price differentials and related factors

Lee, Yong-Gag

Departments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he price differentials between newly supplied and

existing multi-family Housing have been a sensitive factor involved in

policy making, few demonstrative and systematic data relating to such

factor currently exists; what factors are involved in the resultant

differentials in housing price is also not well-known.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nationwide data accumulated between

2002 and 2009, it wi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if there are in fact

price differentials between the two housing sub-market. Furthermore,

regional and temporal specifics will b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price

differentials and analyses will be done to the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price differ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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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demonstrative analyses show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at

stand ou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ce differentials and regional,

temporal factors:

Firs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ther regions from all over

the country, it was observed that price differentials between newly

supplied and existing multi-family Housing existed, and in all such

cases, newly supplied multi-family Housing price appeared to be higher.

Second, the price differentials between newly supplied and existing

multi-family Housing were greater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an in

the non-Seoul metropolitan area.

Third, variables such as elapsed time, top-tier (1 to 10th) ratio in

construction companies, the ratio between the number of newly supplied

and existing multi-family Housing have been shown to have an effect

on regional price differentials.

Fourth, it was observed that between 2002 and 2007 the price

differentials between newly supplied and existing multi-family Housing

had been increasing, and from 2007 onwards, the price differentials have

been closing.

Fifth, housing policy such as the price ceiling system can be related

to price differentials.

Based on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Logit model, and t-test on

these characteristics, elapsed time and the ratio between the number of

newly supplied and existing multi-family Housing have been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may suggest that the price differentials may

be attributable to physical deterioration, functional backwardness and the

local housing sub-market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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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dummy variable has been shown to be significant in regions

other tha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provinces(Busan, Daegu,

Daejeon, Gwangju, Ulsan), suggesting the effect of housing policy may

be greater in these other areas. Regional dummy variable has also been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ading us to conclude regional

non-structured characteristics are influencing the housing price.

keywords : Price Differentials, Housing Price, Forward Sale(Pre-sale)

Housing Market, Existing Market, Price Ceiling

Student Number : 2003-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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