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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주택매매 의사결정과정에 전세제도와 주택금융제도를 동시에 

반영하여 주택가격결정 모형을 구현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부동산시

장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은 

주거목적과 투자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시장에서 주택매

수를 통하여 자가주택을 보유할지 혹은 전세시장에서 전세계약을 할 지

를 결정하게 된다. 주택 매수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계약시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부의 LTV비율 규제로 인하여 매매가의 일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최소자본이 필요하다. 반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계약기간 후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을 잠시 대신 빌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전세가의 대부분

을 보증서 등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미래 주

택가격이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가주택 매수가 전세계약을 

하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매매시장에서 자가주택을 매수하게 된

다. 또한 설사 자가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필요한 자본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택을 매수할 수 

없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고도 여유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목적을 가지고 

전세시장에서의 공급자로서의 전세계약과 함께, 매매시장에서 추가적으

로 주택을 매수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의 주택매수 의사결정은 

주거목적 주택매수 시의 의사결정과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 먼



 

저, 주택매수의 대안은 예금 등의 부동산시장의 이탈을 통한 자본운용이

다. 다음으로, 직면하는 대출제약조건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을 받고 전세

시장에서 전세로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매매가에 LTV비율을 적용한 금

액에서 다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만큼만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와 같은 의사결정을 통하여 주택매수의 기대수익이 양이라면 투자목적의 

주택을 매수하게 된다.  

 

주거목적 주택매수와 투자목적 주택매수가 매매시장에서의 총수요가 되

고, 공급과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균형주택가격이 결정된다. 그리고 매

매시장에서의 투자목적 주택매수는 전세시장에서의 전세공급이 되고, 자

가주택매수를 포기하고 전세시장으로 넘어온 전세수요와의 균형을 통하

여 균형전세가비율이 결정된다. 이처럼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정책에 있어서도 그 관계를 고려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세제도와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주택투

자의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부동산시장 변수들에 의한 투자목적 매매

수요의 변동성이 주거목적 매매수요의 변동성보다 커지는데, 이 또한 부

동산시장 정책이 목표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부동산시장, 전세,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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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전세제도  

및 주택가격에 대한 연구 

 

 

I. 서론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주거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

장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시장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대출이라는 금융제도가 존재한다. 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금융제도를 이용하여 주거목적과 투자목적을 가지고 최

적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매시장에서 

자가주택을 매수할지 혹은 전세시장에서 전세수요자로서 전세계약을 할

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주거문제 해결 하고도 여유자본이 있다면, 투자

목적을 가지고 전세시장에서 공급자로서의 전세계약과 함께 매매시장에

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개별의사결정을 거쳐 주거목적 주택매수와 투자목적 주택매수가 

매매시장에서의 총수요가 되고, 총공급과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균형주

택가격이 결정된다. 그리고 매매시장에서의 투자목적 주택매수는 전세시

장에서의 전세공급이 되고, 자가주택매수를 포기하고 전세시장으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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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전세수요와의 균형을 통하여 균형전세가비율이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Ⅱ장에서 전세제도와 

주택담보대출제도를 고려한 부동산시장 모델을 설정하고, Ⅲ장과 Ⅳ장에

서 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의 효용극대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의사결정 결과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서 어떻게 균형을 달성하

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정책

의 변화가 부동산시장의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짚어볼 것이

다. 

 

이 논문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전에 행해진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

세시장에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김종일 송의영 이우헌(1998)은 

주식시장에서의 효율적 시장가설을 부동산시장에서 적용하여 아파트 가

격의 상승률과 전세-매매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실증분석 하

였다. 아파트를 투자자산으로 간주하고 아파트에 투자하여 이를 전세주

는 경우 전세금 수입에 따른 이자소득과 아파트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을 얻는 것에 착안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에서의 아파트시

장은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위험프

리미엄과 다른 자산의 수익률이 고정되어있을 때 기대매매가격 상승률과 

전세-매매가격 비율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김세직 신현송(2012)은 전세제도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무자

가 되고 임차인은 채권자가 되는 직접금융거래로 보았다. 이를 통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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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임대료가 상쇄되며 임대료 미납과 이자 미납의 

위험이 상쇄되어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미성숙, 급속한 경제성장, 법제도에 의

하여 활성화 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서동우(2006)는 이자율의 변화를 통한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이자율이 이전의 흐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

한 시점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시기별로 전세와 매매의 관계구조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시기에는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에 일방적인 영향을 주었고, 1991년부터 1997년

까지는 매매가격의 하락이 전세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동시

에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재광(2007)은 주택부분시장의 가격인과구조의 분석을 통해 전체주택

시장의 가격상승현상을 설명하였다. 부분시장은 지역별, 규모별, 점유형

태별, 시간별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중대형매매에서 중대형전

세, 중대형매매에서 소형매매, 소형매매에서 중대형전세, 소형전세에서 

소형매매, 소형전세에서 중대형전세부분 시장으로의 가격인과성 패턴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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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동산시장 모델 설정 

1. 주택의 성격 및 주택가격구조 

1-1. 주택의 성격 

현실에서 주택은 서로 이질적인 재화이고, 가격도 다르지만, 이 논문에

서는 모든 주택을 동질적인 재화로 가정하고, 가격도 동일하다고 가정한

다. 대신 여러 개의 주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의 규모를 반영하도록 한

다.  

 

1-2. 주택가격구조 

주택가격구조를 살펴보면, 주택 

매수 시에, 매매가(𝑃)를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은행을 통하여 주택담

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LTV비율

*𝑃(𝑙𝑃)만큼을 최대 한도로 대출 받

게 된다(0 ≤ 𝑙 ≤ 1). 전세시장에서 

전세계약 시에는 전세공급자는 전세

수요자로부터 전세가(𝑎𝑃)( 0 ≤

𝑎 ≤1)만큼의 임차보증금을 수령한다. 

 

2. 효용함수 및 보유자본 분포 

2-1. 효용함수 

매매가(𝑃)  

LTV 비율*매매가(𝑙𝑃) 

전세가(𝑎𝑃) 

0 

그림 1 주택 가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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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 주택 가격을 예상하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것은 이미 적어도 위험중립적인 효용함수를 지니고 있음

을 반증하는 것으로 본다(Self revealing risk neutral utility function). 

 

2-2. 보유자본 분포 

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의 보유자본 분포는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𝑘 ∈ [0, 𝑘𝑧] 

또한, 𝑘𝑧는 가장 자본이 많은 사람의 자본액이므로, 현실에서도 그렇듯 

매우 큰 금액으로 가정한다. 

 

3.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3-1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시장에서 금융기관은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정한 

정책에 따라 LTV(Loan To Value; 𝑙)비율을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이때, 전세계약과 함께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임차보증

금(𝑎𝑃)만큼을 제외하고 (𝑙 − 𝑎)𝑃만큼을 한도로 대출해준다.1 이는 전세공

급자가 전세계약 시에 전세수요자로부터 수령하는 임차보증금이 이미 무

이자담보대출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 경우 임차보증금이 금융

기관대출금보다 선순위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한도에서 차감한다. 대출을 

                                           
1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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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자가 최대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LTV비율 내에

서는 최대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도와 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차

별이 있을 뿐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을 담보물건으로 하여 변제 

우선권을 획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LTV비율 적용으로 인하여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 담보가치하락 위험으로부터도 대출금이 어느 정

도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3-2 전세자금대출 

전세계약을 하는 전세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게 된다. 

LTV비율을 적용하여 매매가의 일정부분만을 한도로 실행되는 주택담

보대출과는 달리,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가의 대부분이 가능하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은 LTV비율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약서와 보증서 등을 담보로 하여 선순위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대출금 

전액을 직접 전세공급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기간 후 다시 전액을 돌려받

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대출원금회수에 대한 위험이 적기 때문

이다.  

 

3-3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예금금리(r1)와 대출금리(r2)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spread)를 더하

여 산출된다.그리고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예금금리의 가산금리보다 높

다.(r1<r2). 이 모델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전세자금대출금리에 모두 

r2를 적용하는데, 이는 현실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

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는 동일한 사람이라면 거의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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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이미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상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금리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차이 난다면 다만 개인의 

거래실적과 신용도에 따른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논문에서 

각 개인들의 거래실적과 신용도가 다르지 않다고 가정한다. 

 

 

III. 매매시장 

1. 주거목적 매매 개별수요 

부동산시장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자가주택을 매수하는 

것과 전세수요자로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다.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전세계약을 하는 것보다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것의 기대수익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면 주택을 매수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매매시

장을 이탈하여 전세시장에서 전세수요자가 될 것이다. 또한 설사 자가주

택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할 지라도 보유자본이 필요자본

에 미치지 못한다면 전세수요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주거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채를 매수(𝑚 = 1)하거나 혹은 한 

건의 전세계약(ℎ = 1)을 하게 될 것이다. 

For given 𝑎,  

maximize
𝑑2,𝑚

𝑈 = 𝑦𝑒 = (𝑝𝑒 − 𝑝 − 𝑟2𝑑2)𝑚 + 𝑟1(𝑎𝑃 − 𝑑1) + 𝑟2𝑑1 [1] 

     subject to       𝑑2 ≤ 𝑙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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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𝑑2) + 𝑟2𝑑2)𝑚 ≤ 𝑘 [3]

                0 ≤ 𝑎 ≤1  [4] 

                0 ≤ 𝑙 ≤ 1  [5] 

자가주택 매수 시의 기대수익(𝑦𝑒 )은 주택의 다음기 기대가격(𝑝𝑒 )에서 

①주택의 현재가격(𝑃)을 제외하고, ②주택담보대출이자(𝑟2𝑑2)을 차감한 

뒤,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했더라면 발생했을 비용인 ③임차

보증금에서 전세자금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기회비용( 𝑟1(𝑎𝑃 − 𝑑1) )과 

④전세자금대출금 이자(𝑟2𝑑1)를 가산하여 구한다. 대출제약 조건([2])은 

LTV한도금액 만큼을 최대로 대출 가능함을 보여준다.  예산제약조건

([3])은 주택 구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합이 보유 자본(k)

을 넘어설 수 없음을 말한다.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할 경우 받아야 하는 전세자금대출금

( 𝑑1 )은 임차보증금(𝑎𝑃 )에서 보유자본(k)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𝑑1 = 𝑎𝑃 − 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금의 규모가 기대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①  투자목적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최소여유자본(�̅�)2이 있는 

사람들 

주거문제를 해결하고도 여유자본이 있어서 투자목적으로 추가적

                                           
2 k̅값은 뒤에서 살펴볼 투자목적 주택 매수 의사결정에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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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택을 매수하려 한다면, 대출을 최대한 받아 투자규모를 

늘릴수록 레버리지 효과를 통하여 더 많은 총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델에서 기대수익이 양일 경우 이는 적어도 최대한도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고도 양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받아야 하는 주택담보대

출금은 최대한도의 대출금액이다. 

                          𝑑2 = 𝑙𝑃 [6] 

 

② 투자목적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최소여유자본( �̅� )이 없는 

사람들 

반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이상 여유자본이 없는 사람

들은 보유자본을 최대한 자가주택구입에 쓰고 대출을 최대한 적

게 받아 이자비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받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금은 주택 매수 

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보유자본(k)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이다. 

                             𝑑2 = 𝑃 + 𝑟2𝑑2 − 𝑘 [7] 

 

이와 같은 최적화 문제에서 음의 투자수익이 예상 될 경우(𝑦𝑒 < 0)에는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매매시장에서 이탈하여 전세시장에서 전세계약을 

하게 된다(𝑚 = 0, ℎ = 1). 양의 투자수익이 예상될 경우(𝑦𝑒 ≥ 0)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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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채씩의 주택을 매수한다. 따라서 주거목적 매매 개별수요는 다음

과 같다. 

                              𝑚 = 1 [8] 

 

2. 주거목적 매매 시장수요 

주거목적 주택매수를 위한 최소보유자본량(�̿�)은 자가주택매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단위금액이다. 즉, 최대한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이

미 보유하고 있어야 했을 최소금액이다. 이는 예산제약식([3])에 주택담

보대출금의 최대한도(𝑙𝑃𝑡)를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 = (1 − 𝑙 + 𝑟2𝑙)𝑃 [9] 

보유자본이 k̿미만인 사람들은 예산제약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시장

에 참여할 수 없다. 주택매수를 위한 최소보유자본량(�̿�) 이상의 보유자

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k ≥ �̿�은) 각각 𝑚 = 1만큼씩 주택을 매수하게 

된다. 

 

주거목적 매매 시장수요(𝑀)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별수요를 

합한다. 

                    𝑀 = ∫ 1
�̅�

k̿
 𝑑𝑘 + ∫ 1

𝑘𝑧

�̅�
 𝑑𝑘 = ∫ 1

𝑘𝑧

k̿
 𝑑𝑘 [10] 

이렇게 구한 M과 P의 관계를 통하여 주거목적 시장수요를 구할 수 있

다. 

                          𝑀 = 𝑘𝑧 − (1 − 𝑙 + 𝑟2𝑙)𝑃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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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목적 매매 개별수요 

자가주택을 마련하고도 여유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목적을 가지고 추

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

는 것이 여유자본 운용의 대안인 예금에 넣어두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

단한다면 주택을 매수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주거목적이 아니므

로, 여러 채를 매수할 수 있다. 또한 각 매수하는 주택마다 동시에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공급자로서 전세계약을 하게 된다. 

𝐹𝑜𝑟 𝑔𝑖𝑣𝑒𝑛 𝑎, 

   maximize
𝑏,𝑛

𝑈 = 𝑦𝑒 = (𝑃𝑒 − 𝑃 − 𝑟2𝑏 − 𝑟1{(P − 𝑎𝑃 − 𝑏) + 𝑟2𝑏})𝑛 [12] 

         subject to      b ≤ (𝑙 − 𝑎)𝑃  [13] 

                    ((𝑃 − 𝑎𝑃 − 𝑏) + 𝑟2𝑏)𝑛 ≤ 𝑘-(1 − 𝑙 + 𝑟2𝑙)𝑃 [14] 

                    0 ≤ 𝑎 ≤1  [15] 

                    0 ≤ 𝑙 ≤ 1  [16]  

투자목적 주택 매수시의 기대수익(𝑦𝑒 )은 주택의 기대가격(𝑃𝑒 )에서 ①

주택의 현재가격(𝑃)을 제외하고, ②대출이자(𝑟2𝑏)을 차감하고, ③주택가

격에서 임차보증금과 대출금을 제외하고 지불한 금액(𝑃 − 𝑎𝑃 − 𝑏)과 대

출이자로 지불한 금액(𝑟2𝑏의 기회비용(𝑟1{(P − 𝑎𝑃 − 𝑏) + 𝑟2𝑏})을 차감한 

뒤, 이에 투자규모(𝑛)를 반영하여 구한다. 대출제약 조건([13])은 LTV

한도에서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최대로 대출 가능함을 보여준

다. 예산제약조건([14])은 주택구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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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본(k-(1 − 𝑙 + 𝑟2𝑙)𝑃)을 넘어설 수 없음을 

말한다. 

 

이미 기대수익이 양일 경우 이는 적어도 최대한도의 대출금에 대한 이

자를 감안하고도 양인 것으로 가정했으므로, 양의 수익을 기대하고 추가

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을 것이다. 

                             𝑏 = (𝑙 − 𝑎)𝑃 [17]

 

이와 같은 최적화 문제에서 음의 투자수익이 예상 될 경우(𝑦𝑒 < 0), 주

택을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0의 효용을 얻고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𝑛 = 0). 양의 투자수익이 예상 될 경우(𝑦𝑒 ≥ 0), 보유자본을 더 많이 투자

할수록 더 큰 규모의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부동산시장 참여자는 위

험중립적이므로 더 큰 규모의 기대수익은 더 큰 효용을 준다. 그러므로 

예산제약조건이 성립하는 시점까지의 규모로 주택을 매수한다.  

               (1 − 𝑙 + 𝑟2(𝑙 − 𝑎))𝑃𝑛 = 𝑘-(1 − 𝑙 + 𝑟2𝑙)𝑃 [18] 

따라서, 투자목적 매매 개별수요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𝑛 =
𝑘−(1−𝑙+𝑟2𝑙)𝑃

(1−𝑙+𝑟2(𝑙−𝑎))𝑃
 [19] 

 

4. 투자목적 매매 시장수요 

투자목적 주택매수를 위한 최소보유자본량(�̅�)은 주거목적 주택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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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단위금액이다.3 

                �̅� = {(1 − 𝑙 + 𝑟2𝑙) + (1 − 𝑙 + 𝑟2(𝑙 − 𝑎))}𝑃 [20] 

보유자본이 �̅�미만인 사람들은 예산제약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시장

에 참여할 수 없다. 주택매수를 위한 최소보유자본량(�̅�) 이상의 보유자

본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k ≥ k̅)은 각각 𝑛 =
𝑘−(1−𝑙+𝑟2𝑙)𝑃

(1−𝑙+𝑟2(𝑙−𝑎))𝑃
([19])만큼씩 

주택을 매수하게 된다. 

 

투자목적 매매 시장수요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별수요를 합한

다. 

                    𝑁 =
∫ 𝑘−(1−𝑙+𝑟2𝑙)𝑃 𝑑𝑘

𝑘𝑧
�̅�

(1−𝑙+𝑟2(𝑙−𝑎))𝑃
 [21] 

이렇게 구한 𝑁와 𝑃의 관계를 통하여 투자목적 매매 시장수요를 구할 

수 있다. 

       N =
𝑘𝑧

2−(2(1−𝑙+𝑟2𝑙)−𝑟2𝑎)2𝑃2−2{𝑘𝑧−(2(1−𝑙+𝑟2𝑙)−𝑟2𝑎)𝑃}(1−𝑙+𝑟2𝑙)𝑃

2(1−𝑙+𝑟2(𝑙−𝑎))𝑃
 [22] 

 

5. 매매 시장수요 

 매매 시장수요는 주거목적 매매 시장수요와 투자목적 매매 시장수요의 

                                           
3 주거목적 주택을 매수하지 않은 채로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도 그렇듯 주거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가장 먼저 자가주택을 

마련하고 그 뒤에 여유자본으로 투자목적의 주택을 매수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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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다. 

                              D1 = 𝑁 + 𝑀 [23] 

이를 통해 구한 매매 시장수요는 다음과 같다 

D1 =
𝑘𝑧

2−(2(1−𝑙+𝑟2𝑙)−𝑟2𝑎)2𝑃2−2{𝑘𝑧−(2(1−𝑙+𝑟2𝑙)−𝑟2𝑎)𝑃}(1−𝑙+𝑟2𝑙)𝑃

2(1−𝑙+𝑟2(𝑙−𝑎))𝑃
+ 𝑘𝑧 − (1 − 𝑙 + 𝑟2𝑙)𝑃 [24] 

 

6. 매매 시장공급 

매매시장의 시장공급은 𝑆̅수준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S1 = 𝑆̅ [25] 

 

7. 매매 시장균형 

매매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균형이 달성된다. 

                                D1 = S1    [26] 

                             𝑁 + 𝑀 = 𝑆̅  [27] 

매매 시장균형이 달성되는 점에서 주택균형가격 𝑃∗가 결정된다. 

𝑆̅ =
𝑘𝑧

2−(2(1−𝑙+𝑟2𝑙)−𝑟2𝑎)2𝑃2−2{𝑘𝑧−(2(1−𝑙+𝑟2𝑙)−𝑟2𝑎)𝑃}(1−𝑙+𝑟2𝑙)𝑃

2(1−𝑙+𝑟2(𝑙−𝑎))𝑃
+ 𝑘𝑧 − (1 − 𝑙 + 𝑟2𝑙)𝑃∗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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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세시장 

1. 전세 시장수요 

먼저, 전세개별수요(ℎ)를 살펴본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택을 매

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세시장에서 전세수요자로서 각각 한 건의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  

                                 ℎ = 1 [29] 

전세 개별수요의 합을 구하면 전세 시장수요가 도출된다. 

                          𝐻 = ∫ 1 dk
�̿�

0
= �̿� [30] 

                         D2 = (1 − 𝑙 + 𝑟2𝑙)𝑃 [31] 

 

2. 전세 시장공급 

전세 공급은 투자목적 주택매수로 인한 전세 파생공급으로 인하여 산출

된다.  

    S2 = 𝑁 =
𝑘𝑧

2−(2(1−𝑙+𝑟2𝑙)−𝑟2𝑎)2𝑃2−2{𝑘𝑧−(2(1−𝑙+𝑟2𝑙)−𝑟2𝑎)𝑃}(1−𝑙+𝑟2𝑙)𝑃

2(1−𝑙+𝑟2(𝑙−𝑎))𝑃
 [32] 

 

3. 전세 시장균형 

전세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균형이 달성된다. 

                                  D2 = S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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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𝐻 = 𝑁 [34] 

시장균형이 달성되는 점에서 균형전세가 비율 𝑎∗가 결정된다. 

 

투자목적 주택매수가 감소하여 전세시장공급이 감소하고 주거목적 주택

매수가 감소하여 전세시장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전세가 비율이 상승한

다. 반대로, 투자목적 주택매수가 증가하여 전세시장공급이 증가하고 주

거목적 주택매수가 증가하여 전세시장수요가 감소하면, 균형전세가 비율

이 하락한다 그런데 전세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이 모두 전세가비율에 대

하여 거의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많은 경우에 전세가비율(𝑎∗)

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이 아닌 초과수요 혹은 초과공급의 상태

에서 결정된다. 

 

 초과수요(𝑁 < 𝐻)의 경우에, 전세가 비율이 1을 초과할 것으로도 예상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도 

다양한 제약에 의해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세가 비율이 1에 근접 시, 

이는 전세수요가 늘고 전세공급이 주는 부동산 매매시장의 불황기라는 

 𝑁 < 𝐻  𝑁 = 𝐻 𝐻 < 𝑁 

그림 2 전세 시장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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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전세가비율은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증가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전세수요자는 깡통전세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사람들은 반드시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가주택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전세계약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이 때문

에 전세수요곡선이 전세가 비율에 비탄력적이다. 그러나 논문의 가정을 

벗어나, 만약 정부가 탄력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혹은 새로

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세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면 전세

수요곡선도 보다 탄력적인 형태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시장균

형에서 전세가비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나아가 초과수요 상태에

서보다 전세가비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세제도의 대안으로 월세제도를 고려할 수 있는데, 김세직·신

현송(2012)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이 은행대출금리 수준에서 결정되고, 

이 논문의 가정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수준에서 제한 없이 가능

하므로 전세와 월세의 완전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전

세와 월세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정된 전세가비율(𝑎∗)는 동시에 매매시장 주택균형가격에 반

영된다. 

                              𝑎 = 𝑎∗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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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비교정학-부분균형 

1. 매매시장 

1-1. 사회보유자본의 변화와 인구변화  

                           
𝑑𝑁

𝑑𝑘𝑧
>

𝑑𝑀

𝑘𝑧
> 0 [36] 

사회보유자본(𝑘𝑧)이 증가하면 주택수요 증가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주택수요 증가의 효과는 주거목적 매매수요보다 투자목적 매매

수요에 더 클 것이다. 이는 𝑘𝑧가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채씩만을 마련하는 주거목적 주택수요보다 남은 자본 모두를 활용하는 

투자목적 주택수요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논의를 확장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면, 만약 인구가 감소

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의 효과가 경제성장의 효과

보다 작아서 사회보유자본이 감소한다면, 이는 주택수요 감소로 인한 주

택가격이 하락을 야기할 것이다. 반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

고 경제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사회보유자본이 감소하지 않아 주

택가격도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1-2. LTV비율 증가  

                             
𝑑𝑁

𝑑𝑙
>

𝑑𝑀

𝑑𝑙
> 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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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비율 증가로 인하여 대출한도가 증가할 경우, 더 많이 대출받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수요의 증가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LTV비율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효과는 역시 투자목적 

매매수요에 더 크다. 다만, 음의 기대수익(𝑦𝑒 < 0)이 예상되어 부동산구

성원들이 매매시장에서 이탈한 상태에는(𝑛 = 0, 𝑚 = 0) LTV비율 증가가 

주택수요 증가에 영향이 없다.4 

 

1-3. 전세가비율 상승  

                        
𝑑𝑁

𝑑𝑎
>  

𝑑𝑀

𝑑𝑎
= 0 [38] 

매매수요 변화가 전세시장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쳐 전세가비율 변동을 

가져오지만, 반대로 전세가비율 변동도 매매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그 영향을 살펴보면 이는 크지 않다.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 투자목적 

매매수요의 경우 전세가 상승분 만큼을 원래 r2의 이자율로 대출받던 것

을 무이자로 대출받는 것과 같은 이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수요

가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나 대출금의 일정부분에 대한 이

자의 감소이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자본증가나 혹은 대출한도 변화보다는 

매매시장에서의 의사결정에 상대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1-4. 기준금리의 변화  

                                           
4 현실에서는 이 경우, LTV비율 증액분만큼, 제1금융권의 대출한도 초과로 동

일담보에 대하여 제2금융권에서 받던 대출금을 제 1금융권으로 이동시키는 효

과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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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𝑑𝑀

𝑑𝑟2
>

𝑑𝑁

𝑑𝑟2
 [39]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도출되는 예금

금리(r1)와 대출금리(r2)가 일제히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수요

는 감소하는데, 매매수요 감소 효과는 역시 투자목적 매매수요에 더 크

게 나타난다. 그러나 주택 단위당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금리상승의 

충격은 주거목적 매매수요자에게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d(1−𝑙+𝑟2𝑙)𝑃

𝑑𝑟2
 > 

d(1−𝑙+𝑟2(𝑙−𝑎))𝑃

𝑑𝑟2
 [40] 

이는 투자목적 매매수요자는 매매가 대비 LTV비율에서 전세가비율을 

제외한 금액 만큼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지만, 주거목적 매매수요자 

LTV비율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다른 변동요인들에 비하여 대개 소폭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전세가비율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현재 기대수익이 한계점(𝑦𝑒 = 0)에 가까운 상황이라

면 대출이자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하여 음의 기대수익에

서 양의 기대수익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투자의사결정이 변동하여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전세시장 

전세수요자들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전세가 비율과 주택가격으로 구

성되므로, 매매시장에서 균형주택가격(𝑃∗)이 변하거나 혹은, 균형주택가

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균형전세가비율(𝑎∗)이 변한다면 임차보증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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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라진다. 균형주택가격 변동요인은 매매시장 비교정학 분석에서 살

펴보았다. 

 

사실상 매매시장의 주택균형가격 변동요인이 방향은 다르지만 전세가비

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매매시장에서 주택균형가격 변동요

인들에 의하여 주택 매매 수요가 감소하였을 경우, 투자목적 주택매수 

감소는 전세시장에서 전세공급 감소로 전세가비율 상승을 유도한다. 그

리고 동시에 주거목적 주택매수 감소는 전세수요 증가를 유발하여 전세

가비율 급등을 부채질 하게 된다. 이는 현실에서 부동산침체기에 매매시

장에서 주택 매매 수요 감소로 인하여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

세시장에서는 균형전세가비율이 상승하여 오히려 전세가가 상승하는 현

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VI. 결론 

이 논문의 의의는 전세제도와 주택금융제도를 주택매매 의사결정과정에 

동시에 반영하여 현실 의사결정 구조에 보다 부합하는 주택가격 분석모

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이 논문에서는 주택매매수요를 주거목

적수요와 투자목적수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세제도와 주택담보대

출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목적수요가 사회보유자본의 변화, 인구의 변화, LTV비율의 변화, 전

세가비율의 변화, 기준금리의 변화 등의 변수에 의하여 주거목적수요보

다 비교적 크게 변동하며 시장수요를 주도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즉,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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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매매수요가 어떻게 변하는 지에서 나아가, 주거목적 혹은 투자목적 

매매수요의 변동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부동산시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게 하고, 부동산정책 시행 시에 타깃을 분명하

게 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유기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부동산시

장 변수에 의하여 변동한 매매시장에서의 투자목적 주택매수는 전세시장

에서의 전세 공급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매매시장에서 주거목적 주택

매수는 전세시장에서의 전세수요를 일부 흡수한다. 이렇게 두 시장이 연

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두 시장에의 영향

을 반드시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예를 한 가지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시장 불황기에 주택가격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 한, 전세계약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전세수요자들은 감소한 전세

공급과 늘어난 전세수요 때문에 급등한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로 인하

여 더 높은 임차보증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정

부가 부동산시장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매매가격 부양을 하고자 새로운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자. 이때 이 정책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여 매매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공급만 더 

감소시키는데 머문다면, 전세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배가 된다. 매매

시장과 전세시장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하여 정책의 위험까

지 약자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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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바람직한 정책은 주거안정이라는 대의 하에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 전세수요와 공급으로 

대표되는 임차인의 주택문제 안정화와 나아가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한 부동산시장에의 투자참여를 장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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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ousing market consists of ‘sales market’and ‘Jeon-se 

market’ . People participate in the housing market for two main 

purposes: solution for dwelling and investment. Above all, people 

must settle a dwelling matter. They make a decision to buy a house 

or to make a Jeon-se contract. If they expect the next period housing 

price to increase more than cost under borrowing constraint and 

budget constraint, they buy a house for themselves to live in. 

 

People who have extra capital after buying a house come to make a 

new decision to invest in the housing market or not. They buy houses 

if the expected return on buying additional houses is higher than that 

on making a deposit in a bank under borrowing constraint and budget 

constraint. In this case, they make a Jeon-se contract for each hous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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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of housing demands for dwelling purpose and investment 

purpose becomes market demand for houses in sales market, and the 

equilibrium housing price is determined at the point where the market 

demand meets the market supply. 

 

Housing demand for investment purpose in sales market becomes 

market supply in the Jeon-se market, and sum of Jeon-se demands 

by people who do not buy houses for dwelling in the sales market 

becomes market demand in the Jeon-se market. The equilibrium 

Jeon-se price ratio is determined at the point where the market 

demand meets the market supply in the Jeon-se market. 

 

The sales market and Jeon-se market are always connected in this 

way. Therefore, government should consider both market together 

whenever they adopt a housing market policy. 

 

……………………………………… 

keywords : housing market, Jeon-se, mortgage loan, housing 

price, transaction amount,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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