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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행복주택이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소유 또는 지원하여 공급하는 임대 목적의 주택으로 입주

대상 및 임대기간 등을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

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그 중 행복주

택은 도심 내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

하고 대학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로 젊은계층을 대상으로 공

급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거

센 반발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축소되거나 일부는 취

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인접

한 주택의 가격하락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우려를 들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행복주택이 인접한 주택의 매매가격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행복주택 2개 단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 행복주택 단지에 인접한 주택을 실험집단

으로 인접하지 않은 주택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대상 행복주택 단

지의 입주 전과 후의 매매가격 변화를 확인하는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행복주택의 입주는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대상 행

복주택 단지별로 분석한 경우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행복주택은 인접한 주

택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주택가격, 이중차이분석

학 번 : 2018-2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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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채택된 세계인권선언1) 제25

조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

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와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 밖의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은 옷, 음식과 함께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

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로서 의료, 생계유지 수단 등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

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그간 우리나라 정부는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주

택시장의 안정 등을 목표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무주택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표로 직접적인 주거공간을 제

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1963년 제정된 공영

주택법을 근거로 시작하여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이 시행하는 임대 목적의 주택을 의미하

는 것으로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그 시행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주

대상, 임대기간, 전용면적, 사업방식 등을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

1)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세계 모든국

가와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최초로 선언한 것으로 이후 실질적 위상

을 가지면서 인권에 대한 규범으로 국제 인권법의 초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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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

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

소득층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저소득층

집단거주지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사업시행 초기

인근 주택가격의 하락과 주거환경 저하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 반대에 부

딪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이 지연 또는 취소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2018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국토교통

부 예산안 분석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중 5만 800가구가

착공 지연, 1만 8806호가 준공 지연된 상황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실제 SH공사 도시연구소의 서울시민, 서울시 소속 공

무원 및 서울시의원/구의원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이미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한 만족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

민 반대에 대한 생각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사 보고서

(2015)2)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서울시민 95.1%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높은편이고 서

울시민 54.6%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인 이미지도 20.3%에 이르며 특히 미취학 또

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비해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낮은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는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해

석하고 있고 우리동네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평

가에서는 서울시민 79.5%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자가 거

주하는 월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서는 상대적으로 찬성율이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대

하여는 집값이나 거주환경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이 56.9%로

2)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결과를 통해 공공

임대주택 사업추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SH공사 도시연

구소에서 용역시행하고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에 작

성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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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반발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세계에서 방글라데시, 대만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단순히 거주공간 자체로서 주거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투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2017년 국민대차대

조표(잠정)에 따르면 국내 가구의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 34.8%, 일본 43.3%, 독일

67.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택가격 변화에 더욱 민감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

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라는 부차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높여 전체적인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공공임

대주택의 인접에 따른 특정 주택의 가격하락 즉 특정인의 재산가치 손실

을 유발하는 효과는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간 공공임대주택의 외부효과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

한 인식에 관한 연구와 실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조

사한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임대주

택의 유형 및 연구범위, 변수설정, 분석방법 등의 연구방법에 따라 일관

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중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

생, 만19세~39세 이하 청년 중 일정 소득·자산 조건을 갖춘 젊은 계층을

주요 입주대상으로 하는, 다시말해 생애주기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70% 정도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기존에 주류를 이루었던 소득수준별 주거취약계층, 즉 저소

득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수혜자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

가 존재하며 이로인해 지역에 젊은 계층의 유입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효과와 행복주택 건립 시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등 공공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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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위치 및 면적 세대수

오류동 지구 서울 구로구 오류동 (109,000㎡) 1,500

가좌지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26,000㎡) 650

공릉지구 서울 노원구 공릉동 (17,000㎡) 200

고잔지구 안산 단원구 고잔동 (48,000㎡) 1,500

목동지구 서울 양천구 목1동 (105,000㎡) 2,800

잠실지구 서울 송파구 잠실동 (74,000㎡) 1,800

송파지구 서울송파구 가락동 (110,000㎡) 1,600

총 7개 지구 489,000㎡ 10,050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편의시설3) 등이 설치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시

설로서 제공됨에 따라 생활편의 및 거주환경 개선이 유도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2013.4.1.)」 발표를 통해 제도 도입된 행복주택은 2013년 5월 오류

지구, 가좌지구 등 총 7곳(총 1만호)을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전국에 약 15만호 사업승

인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시범지구로 지정된 7개 지구 중 주택가격의 하

락 및 주거환경악화 등을 이유로 주민의 거세 반발에 부딪혀 공릉행복주

택은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목동행복주택 등은 지역주민들과

오랜기간 갈등을 거듭하다 사업이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후에도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및 집단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행복주택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표 1〕행복주택사업 시범지구 현황(‘13. 5. 20 발표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주택업무편람

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7에서는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

는 주택단지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공간을 세대수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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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저소득층 집단거주지라는 부정적 인식과 그로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하락

을 우려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계층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한

다는 측면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들과 차이가 있는 행복주택이

인접한 주택의 매매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서 공공임

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정책현황 및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행복주택

의 개념 및 특징, 정책현황 등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주택가격을 결정하

는 다양한 특성요인 및 주택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특성가격모형을

살펴본다. 그리고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이 인근 지역 주택가

격에 미치는 영향, 특정 연령계층의 인구이동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 필요성, 이미지 등의 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분석모형과 분석대상 및 분석에 활

용하는 자료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5장에서는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통계

분석 결과를 도출하며 6장에서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검토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행복주택이 인접한 주택의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 영향의 방향에 따라 행복주택이라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개선방향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의 대상은 입주가 완료

되고 2년 이상 경과한 300호 이상 규모의 행복주택 지구 2개 단지(강일

리버파크 11단지(이하 강일 11단지), 천왕이펜하우스 7단지(이하 천왕 7

단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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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위치(주소) 세대수 시행자 준공일자
세대

전용면적

강일 11단지

(강일리버파크 11)

서울 강동구

고덕로 97길 100
346세대

SH

공사
2015. 10 29.96㎡

천왕 7단지

(천왕이펜하우스7)

서울 구로구

천왕로 21
374세대

SH

공사
2015. 10 29.96㎡

〔표 2〕대상 행복주택 단지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포털사이트 마이홈(www.myhome. go.kr)

행복주택은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행복주택 입지 대한 인지가 가능

하고 이후 주택사업 승인이라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공사 착공, 입

주자모집, 공사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입주민의 입주가 시작되는데 각

단계별로 인근 주택에 외부적 환경요소로서 영향의 정도는 상이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 중 행복주택의 입주가 완료된 이후의 단계, 즉 입주민의

거주가 시작되고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이후에 가장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행복주택의 입주 완료

를 인근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의 기준으로 정하고 행복주택 입주의

영향이 확인되기 위한 시간적 소요를 고려하고 충분한 관측자료를 확보

하기 위하여 입주가 완료된 이후 2년 이상 경과된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김주진·최막중(2009)은 임대주택의 단지규모가 클수록 주변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고 있는데 행복주택의 인접이 특

정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의 정도가 커서 확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세대수 이상 규모의 행복주택 단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

정할 필요가 있는데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를 세대수 기준으로 구분하는

법적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의 범위로 규정하면서 그 이하를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3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4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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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의하여 구분하고 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서는 300세대 이상의 행복주택을 건립할 때 지역주민과 공동 이용이 가

능한 지역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행복주택이 인근지역

에 미치는 외부적인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는 300세대 이상의 행복주택 단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로는 사업지구별 입주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입주 전후 2

년 6개월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대상 행복주택과 동일한 자치구에 위치

하고 대상 행복주택 단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1.5km 범위 내 아파트로

한다. 이는 연구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지구가 입주 개시 후 2년 6개월

가량 경과한 상황에 있으므로 입주를 기준으로 동일한 기간을 설정하기

위함이고 1.5km를 최대거리로 설정한 것은 광역적 외부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를 설정한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한 것이다.

분석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5)에서 제공하는 실제 매

매거래 된 주택의 가격자료와 전용면적 및 층위치 등 주택 개별 특성 자

료들을 활용하였다.

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5) 국토교통부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수집된 각종 부동산 매매 또는 전월세에

대한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는 시스템(홈페이지 : http://r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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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공임대주택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공공임대주택의 개요 및 현황

주거복지의 개념에 대한 공식적이며 학술적인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

며 김영태(2006)는 주거복지를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주요구에 부합하는

적정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되 소외됨 없이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

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고, 김혜승·김태환(2008)은 “협의

로서 수혜대상자를 국민의 일부로 제한하여 기본적 주거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금전적 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광의로서 전체 국민의 기본적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초기

에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 강

하였으나 주거 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전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로서 인간 주거욕구 충족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서수정 외,

2014).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포털사이트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

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의 실

현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최저주거

기준6) 미달상태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주택시장의 안정 등을 목표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이라는 현물 수단으로 수요자에 대하여

직접 공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정책으로 공공이 소유 또는 공공의 지원

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 목적의 주택을 의미한다. 특히 공공주택특별법에

6)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490호로 최소 주거면적 및 필수설비 기준 등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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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공주택사업자7)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

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개요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포털사이트 마이홈(www.myhome. go.kr)

고길곤 외(2018년)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영주택법(1963

년 제정)에 근거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서울 마포구 도화동 450세

대를 시작으로 주로 단기 임대주택 위주의 주택건설자금 확보를 위한 정

책으로 추진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 장기임대주택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

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노태우 정부

7)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

목적의 지방공사 등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가능하며 이들과 민간 주택건설

사업자를 공동으로 하여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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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구분 주택유형별 정의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

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

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

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

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이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후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정비되면서

민간건설업자의 임대주택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도 하고 임대주택과 분양

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여 사회적혼합(social mux)을 꾀하기도 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나타났다.

〔표 3〕 공공임대주택 유형 구분

출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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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행복주택

임대기간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상이)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 ~

80%수준)

전세금

(시세 8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 ~

80%수준)

공급규모 40㎡이하
85㎡이하

(통상 60㎡이하

85㎡이하

(통상 60㎡이하
85㎡이하 45㎡이하

공급대상

생계급여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소득1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분위)

자산

기준

적용

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단, 기타특별

제외)

모든 공급유형

금액

기준
-

총자산 :

22,800만원이하

자동차 :

2,522만원이하

총자산 :

21,550만원이하

자동차 :

2,522만원이하

총자산 :

21,550만원이하

자동차 :

2,825만원이하

국민임대또는

공공임대기준

준용

소득

기준

적용

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이하)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금액

기준
-

60㎡이하

: 70%이하

85㎡이하

: 100%이하

60㎡이하

: 100%이하

85㎡이하

: 120%이하

신혼, 생애최초,

일반 : 100%

이하

다자녀, 노부모

: 120%이하

100%이하

(사회초년생 :

본인 80%이하,

세대 100%이하)

〔표 4〕 공공건설임대주택 유형별 특성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홈페이지(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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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통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총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1,457천 가구로 국민임대주택(약 524천호)이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며 다음이 영구임대주택(약 217천호), 전세임대주택(약 195천호

)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우리나라 공공임대

주택의 현황과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2016

년 기준 전체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6.8%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주요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낮으나 일본, 미국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비중이 2015년 기준 GDP 대비

0.53%로 조사에 응한 OECD 회원국 1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우

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2〕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중 추이(2016년 기준)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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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임대 50년임대 5년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2007 - 100,007 364,030 155,637 -

2008 4,217 100,949 275,709 258,056 -

2009 62575 96,124 186,481 295,731 -

2010 70,679 100,722 142,673 375,941 -

2011 84,238 100,882 103,741 431,656 -

2012 78,028 101,520 817,21 455,107 -

2013 92,091 102,646 78,652 488,552 -

2014 107,839 105,663 77,226 521,115 -

2015 135,240 108,140 72,113 553,408 -

2016 147,318 107,848 76,094 509,248 92,004

2017 167,978 109,646 73,472 524,391 103,176

사원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전세임대 행복주택 합 계

2007 190,077 - - - 809,751

2008 22,697 190,077 - - - 851,705

2009 25,813 190,077 7,884 - - 864,685

2010 28,347 190,519 15,574 - - 924,455

2011 25,397 190,679 17,684 - - 954,277

2012 25,493 190,694 19,947 - - 952,510

2013 29,482 191,900 26,471 - - 1009,794

2014 30,333 192,886 26,169 - - 1061,231

2015 21,881 195,699 28,063 - 847 1,115,391

2016 25,982 199,267 32,135 165,764 2,041 1,357,701

2017 17,645 217,031 32,741 194,892 15,866 1,456,838

〔표 5〕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재고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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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 ․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공

급

․공공분양주택 축소

․민간주택 공급조절
하우스푸어

․프리워크아웃

․대출채권, 보유지분

매각

․임대주택 리츠

렌트푸어

․목돈 안드는 전세

․전세자금 지원

임
대
주
택

․수혜자중심으로 전환

․도심내 공공임대 확대

수

요

․생애최초구입자 지원확대

․주택구입자지원 강화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과도한 규제 정비 등

수
요 
지
원

․주택바우처 도입

․대학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제 2 절 행복주택에 대한 이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

화 종합대책(2013.4.1.)」에서 “임대주택공급을 도시 외곽에서 도심 내 공

급 위주로 전환하고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

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등 도심 내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의 유형”으로 행복주택 공급계획이 처음

발표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등장하였다.

〔그림 3〕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정책방향)

출처 : 관계부처 합동발표(201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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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방식)
공급용지

관련법령

부지조성 주택건설

공공용지
국·공유지

공공시설용지
공주법 공주법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용지

노후 주거지역 내 용지

도정법

공주법

주택법

건축법

공주법

(도정법)

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준공 및 진행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노후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산단특례법

산입법

국계법

공주법

공기업보유

개발지구(택지개발, 국민임

대, 보금자리 등) 내 미매낙,

미활용 주택용지 등

택촉법

국임법
공주법

※법령명

(공주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산입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단특례법) 산업단지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표 6〕 행복주택 사업유형 분류(사업방식(공급용지)별)

출처 : 행복주택사업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2014)

행복주택은 주로 세대 전용면적 45㎡이하(산업단지 내 60㎡이하) 소규

모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이가 나는 주

요한 특징은 도심 내 건설되어 직주근접을 실현함으로써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거주불안 상태가 심각하나 그동안

임대주택정책의 주요 수혜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젊은계층을 주요 입주대

상으로 설정하여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행복주택의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

고 있는데 무주택을 기본요건으로 행복주택의 80퍼센트를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20퍼센트는 또다른 생애주기별 및 소득수

준별 주거취약계층인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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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입주 자격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교 재

학(입학, 복학 예정)중 이거나,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
주1)
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 자산 0.74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

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

격이 있는 자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이하)

(자산)본인 총자산 2.18억원,

자동차 0.25억원

신혼부부

한부모가

족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

부는 무주택자) 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태아

를 포함)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고령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

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

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

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

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

(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창업지원

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인창

조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

람 혹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

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한 (예비)창업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

원, 자동차 0.25억원

〔표 7〕 대상별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1) ’18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이하) : 80% 400만원, 100% 500만원

주2) 청년,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주택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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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복주택은 사업의 장기 비수익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비

중 정부재정에서 30%, 주택도시기금에서 4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재원의 조달

구조가 구성되었으며 정부재정 및 기금은 주택사업승인을 기준으로 연차

별로 분산 지원8)하고 있다. 그리고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

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으로 따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행

복주택과 동일 또는 인접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 중 규모와 생활여건 등

이 비슷한 대표성을 가진 주택을 조사하여 임대시세를 결정하고 공급대

상 계수를 곱하여 정함으로써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변 시

세의 60~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와함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일

부 또는 별도의 건물을 건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육·일자리·문화·기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편의시설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4〕 행복주택 연계 대상 사업(지역편의시설 프로그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주택업무편람

8) 2016년도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에서는 2015년 이후 주택사업승인 완료한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승인시 20%, 2년차 25%, 3년차 25%, 준공시 30%

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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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행복주택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 공급대상계수 × 50/100

행복주택임대료 = 행복주택임대보증금 × 시장전환율

⟨공급대상별 공급대상계수⟩
공 급 대 상 공급대상 계수

신혼부부 0.80

산업단지근로자 0.80

고령자 0.76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0.72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0.68

주거급여수급자 0.60

출처 :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2018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공

공임대주택 준공기준 공급실적은 총 12만 7천호에 이르며 부분별로는 신

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 1만 4천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호 공급되었다. 건설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은 약

1만 2천호로 국민임대주택(1만 9천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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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전년대비 증가량)

LH

(전년대비 증가량)

지자체

(전년대비 증가량)

총계
15,866

(13,825)

13,697

(12,529)

2,169

(1,296)

세대별

전용면적

40㎡이하
15,387

(13,362)

13,459

(12,307)

1,928

(1,055)

40㎡~60㎡
479

(463)

238

(222)

241

(241)

〔그림 5〕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 1. 2)

2017년 기준으로 행복주택 재고는 전년대비 13,825호 증가한 총

15,866호로 행복주택 재고가 대폭 증가한 것은 2013년부터 사업시행 된

행복주택 단지가 그간 대상지 선정, 설계, 주택사업승인, 공사착공 및 시

공을 거쳐 2017년에 준공 및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른 것으로 주로 세대

별 전용면적 40㎡이하 소규모 주택이 대부분의 비중(전체 재고의 96.9%)

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행복주택의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전

체 재고의 86.2% 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9〕 2017년 행복주택 재고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자료

올해 2019년도에는 전국 110곳에 약 2만 6천호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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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 수도권이 84곳에 약 1만 9천호, 충청권이 8

곳에 약 3천호, 전라권이 9곳에 약 2천호, 경상권이 8곳에 약 2천호, 제

주도가 1곳에 약 100호로 주로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되어 있다.

〔그림 6〕 2019년 행복주택 공급계획(입주자 모집지구)

출처 : 행복주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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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주택가격 영향요인과 특성가격모형

최윤아·송병하(2006)에 따르면 “주택이 보통의 재화와 구별되는 특성

은 이질성, 위치의 고정성, 내구성, 자산성, 가격의 고가성, 낮은 유동성

등을 들 수 있다.”고 하면서 “각 시기별로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서로 다른데 70년대 전반에는 도심근접을, 70년대 후반에는

일조를, 80년대 초반에는 교통, 교육환경, 단지의 규모를, 80년대 후반에

는 공익·편익시설과의 근접 등을,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물리적 특성

및 교통 편리와 주변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

한 주택가격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기존의 여러 연구를 통해 층 위치, 조

망권, 건물 노후도, 개발밀도, 주차대수, 건설사 브랜드 등 주택의 가격에

매우 다양한 영향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주택의 가격

은 주택이 위치한 토지 및 건물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과 함께 입지

에 따른 외부환경 요소, 여기에 재화로서의 시장 수요와 공급 및 기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개별요인들

은 시기적으로 그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주택이 가지는 공공재

로서의 특성에 따라 정부가 주택시장을 개입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

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정책, 대출금리, 대출제한(DTI : Debt To

Income, LTV : Loan To Vaiure ratio) 등의 금융정책, 공공분양주택·공

공임대주택 건설 및 주택청약 자격,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주택공급 정

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 정책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에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이번 연구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공공임

대주택과의 인접성도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연구방법 등에 따라 방향성

은 상이하나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택의 가격을 추정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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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h(S, N , L)

- P : 재화의 가격

- h( ) : 회귀식의 함수형태

- S, N , L : 재화의 개별특성

장 일반화된 방법으로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9)을 들 수 있

는데 이 방법은 통계적 분석에 있어 도시 및 주택경제 분야에 매우 넓게

활용되고 있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특성가격모형은 시장에서는 직접

거래되지 않는 다른 요인이 특정 재화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소비자가 재화 구매를 위해 가격을 지불한다고 간주하였을 가

능한 모든 속성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속성에 대한 가치를 설정하는 이론

이다(신승식, 2001). 즉 특정 재화의 가치는 재화에 내재된 개별 속성에

의해 결정되며 특정 재화를 구매한다는 것은 내재된 개별 속성의 집합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하면 특정 재

화의 가격은 내재된 개별 속성들의 가격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를 특성가격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특성가격은 내재된 속성인 만큼 개별

적 거래는 불가하고 가격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가격을 종속변수

로 하고 내재된 개별 속성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 함수(hedonic

function)로 표현하면 독립변수의 계수값(coefficient)을 통해 특성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표 10〕 헤도닉 함수

출처 : 이용만(2008)

특성가격모형으로 주택이라는 재화의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 주택은

주택이 보유한 물리적·환경적 특성 등으로부터 주택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각의 특성들이 잠재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조물 그 자체

9)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은 Waugh(1928)가 야채가격에 대하여 처

음으로 시도한 이후 Court(1939)가 자동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자동차의 품

질을 승차감과 쾌적함을 나타내는 제반 특성을 분류하면서 헤도닉 가격

(Hedonic pricing)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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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주택이 생산하는 주택서비스를 소비하고 서비스에 대해 가격을

지불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최윤아·송병하, 2006). 우리는 주택을 소

유하면서 주택이라는 건물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거주하

면서 주택이 제공하는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공간의 서비

스를, 인접한 지하철과 학교, 공원 및 기타 편의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

스를 소비하고 이에 대한 가격을 지불한다. 여기에 더해 주택이 가지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에 따른 정부의 개입은 특성변수 자체의 가격에 영향

을 주어 주택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크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가격은 주택이 가지는 내재된 특성들의

집합을 구매하여 각 특성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지불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특성가격모형 이론을 기반으로 행복주택의 인접이

라는 특성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공공임대주택이 인근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헤도닉 가격모형에 기반한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결과

는 일관적이지 않다.

상남규·오동훈(2009)은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인근 주택의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영향의 정도는 장기

전세주택의 공급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며, 장기전세주택으로부터 멀어

질수록 낮아진다고 하였다. 다만 반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오정석(2010)도 장기전세주택이 매매가

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일부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다고 하였다.

홍종문ㆍ이주형(2006)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지가 인근 아파트의 가격에

정(+)의 영향을 보이며 적어도 부의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

다. 하지만 박관민·김호철(2009)은 국민임대주택이 인접한 주택가격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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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중심으로부터 600m 이내의 지역임을 확인하고 있다.

정유선(2018)은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임대주택 유형별

로 크기의 차이는 존재하나 두 유형 모두 인근 지역 주택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영향의 크기는 장기전세주택 유형보다 국민임대주택 유형

이 높아 가격 하락의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김주진ㆍ최막중(2009)은 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이 주

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임대주택

단지의 규모가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

향이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 유의수준이 높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의 입지

로 인한 주변 주택가격의 하락은 보편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황영우ㆍ강기철(2009)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전체 주택시장에 대해 부

(-)의 영향을 미치며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서 이

를 주택시장의 상승효과를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이재영·박

태원(2016)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지역 전세가격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으나 매매가격에는 정(+)의 영향을 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고 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연구에는 신현배

(2016), 고진수·이창무(2017), 이다은·서원석(2017)을 들 수 있다. 신현배

(2016)는 주로 도심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을 도심 외곽에 대단위로 공급

되는 보금자리주택과 비교하였으며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주변지역에 대

단위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지역발전 심리에 따라 주택가격

이 상승하는데 반해 행복주택은 도심지역의 주택수요를 해결하고 시세보

다 낮은 가격에 공급함에 따라 주택가격에 부(-)의 효과가 있으며 이를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효과로 해석하였다. 고진수·이창무(2017)는 행복주

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적 차이 및 시간적 차

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인접 지역 아파트 가격이 비인접 지

역 아파트 가격보다 상승, 즉 정(+)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업승인부터 입주시기, 입주시기 이후로 세분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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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임대주택 유형
주택(매매)

가격영향

1
상남규·오동훈

(2009)
장기전세주택

부(-)의 영향

2
오정석

(2010)
부(-)의 영향

3
홍종문·이주형

(2006)
국민임대주택

정(+)의 영향

4
박관민·김호철

(2009)
부(-)의 영향

5
정유선

(2018)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부(-)의 영향

6
김주진·최막중

(2009)
50년공공임대주택 부(-)의 영향

7
신현배

(2016)

행복주택

부(-)의 영향

8
고진수·이창무

(2017)
정(+)의 영향

9
이다은·서원석

(2017)
부(-)의 영향

10
황영우·강기철

(2009)
임대주택 전체

부(-)의 영향

11
이재영·박태원

(2016)
정(+)의 영향

때는 사업승인 이전과 비교하여 상승하였으나 입주이후와 사업승인 이전

을 비교하였을때는 가격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다

은·서원석(2017)은 공급대상과 특성이 서로다른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가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

였는데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경우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뉴스테이의 경우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즉 행복주택은 주변 주택가격에 부(-)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1〕 공공임대주택의 인근주택 가격영향에 관한 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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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행복주택의 주요 입주대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대 또는 30대가 주류를 이루는 점을 고려하여 확인한 연령별 인구

이동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김리영(2013)과 김병석

외(2018)을 들 수 있다. 김리영(2013)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연령별

인구이동과 주택가격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세 지역 모두 60대 이

상의 인구이동이 주택가격 변화에 그랜저 인과관계10)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충격반응과 분산분해분석 결과 서울시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이

동이, 경기도에서는 20대 인구이동이 주택의 가격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반면 인천시는 연령별 인구이동의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

음을 확인하고 있다. 김병석 외(2017)은 200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인천시를 대상으로 연령별 인구이동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해 분석하였는데 연령계층 중 40대는 아파트 가격에 정(+)의 영향을, 20

대와 50대 및 60세 이상은 부(-)의 영향을 미치나 30대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40대는 자산

형성 연령층으로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20대는 자산형

성이 미약한 시기, 60세이상은 소득수준이 줄어드는 시기, 50대는 소득수

준은 높으나 자녀출가와 노후준비 등이 요구되는 시기로 아파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시말해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의 여건

이나 경제적 상황이 주택가격에 상이한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행복주택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로 이훈·허재완(2014), 이다

은·서원석(2017), 주희선(2018)을 들 수 있다. 이훈·허재완(2014)은 행복

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지역별로 조사하고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주

택점유 형태별 등 인구 통계적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는데 행복주택

시행인가 지역 주민들은 행복주택의 입지가 가져올 주택가격에 대한 부

정적 효과 때문에 반대하며 인구 특성별로는 피험자의 주거만족도, 소득

10)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는 이전 시차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학자 Clive W.

J. Granger(1934)에 의해 그 개념과 분석법이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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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자녀 교육비가 높을수록 반대율이 높다고 하였다. 이다은·서원석

(2017)은 가족생애주기11)에 따른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인식을 연구하

였는데 모든 가족생애주기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체적으로 긍적적으

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중 행복주택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녀를 둔 생애주기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이

인접한 주택의 가격은 대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하였

다. 주희선(2018)은 입주가 완료된 행복주택 주변 거주민을 평가대상으

로 행복주택 공급 후 영향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는데 행복주택의

입지를 인지하고 있는 주민 중 66%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영향을 주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행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주택가격 저하

와 동네 이미지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유형 및 연구범위, 변수설정, 분석방법 등의 연구방

법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행복주택에 대하여도 마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정 연령계층의 이동이 주택의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별, 분석방법별, 분석지역별로 상이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에 관한 인식의 연구를 보면 평가 대상

자별로 인식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나 부정적 인식의 주요 원인은

주변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초 입주

한 행복주택들이 입주 3년차에 접어드는 현시점에 행복주택의 입주가 실

제 인근 주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

이기도 하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들은 횡단면 분석에 기초하여 행복주택

과 주변 주택가격의 변화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에 한계가 있거

나, 행복주택 입주 후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까지의 자료를 활용

11) 가족생애주기(Family-Life-cycle)이란 가족이 생성에서 소멸까지의 과정에

서 단계별 시간적 연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는

가족진입기, 가족형성기, 가족양육기, 가족학령기Ⅰ, 가족학령기Ⅱ, 가족축소기의

6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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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행복주택의 외부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충분하

며, 행복주택 사업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의 가격 변화를 연구함으로

써 입주가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보다 행복주택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 보

다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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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틀

제 1 절 분석모형

행복주택이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

행복주택에 인접한 주택의 행복주택 입주 전·후 가격과 인접하지 않은

주택의 행복주택 입주 전·후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그 영향을 직접 확인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성가격모형 이론을 적용하며 정부정책의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중차이분석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이용한다. 즉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특성변

수로서 하는 헤도닉 함수(hedonic function)를 활용하며 특성변수 중 행

복주택 입주여부와 행복주택 인접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기타 주택가격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이중차이분석법은 비교의 비교, 즉 차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처리 효과

(treatment effect)가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기법으로 패널자료에서 시점

과 집단의 차이를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이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본질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제거하고 처

리의 효과만을 순수하게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

면 자료구조는 2개로서 대상 행복주택에 의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받는

실험(처리)집단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교(통제)집단을 설정

하고 대상 행복주택의 입주 전과 후, 즉 처리 전·후의 시점이 2개인 패

널구조를 설정하여 두 집단 간 처리 전·후 가격 차이 측정을 통해 행복

주택이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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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중차이분석법(Difference in Difference)

· 실험집단(처리집단) P

· 비교집단(통제집단) S

⇨ 처리효과(treatment effect)

= P2 - Q

이중차이분석법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자료구조를 설정하고 세부적으

로 표현하면 대상 행복주택의 입주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의

지역구분을 더미변수 ｒ, 대상 행복주택의 입주 시점구분을 더미변수 ｔ,

대상 행복주택에 대한 ｒ지역의 ｔ시점에서의 주택 가격을 Prt 라고 표

기할 수 있다. 지역구분에 있어 대상 행복주택에 인접하여 주택가격에

영향을 받는 지역(내부지역)의 ｒ = 1, 대상 행복주택에 인접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외부지역)의 ｒ = 0 이라고 표현하며 시점구분

에 있어 대상 행복주택 입주 후의 ｔ = 1, 대상 행복주택 입주 전의 ｔ

= 0 이라고 표현한다. 이 표기방법을 이용하면 P00은 대상 행복주택에

대하여 인접하지 않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상

행복주택 입주 이전의 주택가격을, P10은 대상 행복주택에 인접하여 영향

을 받는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상 행복주택 입주 이전의 주택가격

을, P01은 대상 행복주택에 인접하지 않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상 행복주택 입주 이후의 주택가격을, P11은 대상 행복주택

에 인접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상 행복주택 입주

이후의 주택가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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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구분

여기서 내부지역에서 대상 행복주택 입주 전·후 주택가격 변화(P 11

– P 10) 또는 대상 행복주택 입주 후 시점에서 내·외부 지역의 주택가격

차이(P 11 – P 01)가 행복주택의 입주에 따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P 11 – P 10)은 물가변동 및 경제상황 변화 등

전체적인 주택가격 동향의 효과를 제어하기 어렵고 (P 11 – P 01)은 지역

자체가 가지는 주택가격의 효과를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중차분법을 통해 제어되지 않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P 11 – P 10) -

(P 01– P 00))을 이용하면 첫째항 (P 11 – P 10)은 내부지역에서 대상 행

복주택 입주 전·후 주택가격 변화이며 둘째항 (P 01– P 00)은 외부지역에

서 대상 행복주택 입주 전·후 주택가격 변화를 나타내게 되므로 전체적

인 주택가격 동향의 효과 제거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P 11 – P 10) - (P 01– P 00))을 ((P 11 – P 01) - (P 10– P 00)) 으로 표

현하면 첫째항 (P 11 – P 01)는 대상 행복주택 입주 후 시점에서 내·외부

지역의 주택가격 차이를 나타내며 둘째항 (P 10– P 00)은 대상 행복주택

입주 전 시점에서 내·외부 지역의 주택가격 차이를 나타내므로 지역자체

가 가지는 주택가격의 효과를 제거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체적인 주택

가격의 동향이 내부지역과 외부지역에 유사하게 영향을 주고, 내부지역

주택과 외부지역 주택 간 가격의 차이를 주는 지역적 특성의 차이가 크

비인접(외부)
주택 비교집단 행복주택 입주전 주택가격 P00

행복주택 입주후 주택가격 P01

실험집단 행복주택 입주전 주택가격 P10

행복주택 입주후 주택가격 P11

행복주택

인접(내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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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 = α + β×R i + γ×Ti + δ×(R i×Ti) + X i + e i

- 종속변수P i :　주택가격 (전용면적 1㎡당 가격)

- 독립변수① R i : 행복주택 인접여부 구분 더미변수

- 독립변수② Ti : 행복주택 입주전·후 구분 더미변수

게 변하지 않는다면 ((P 11 – P 10) - (P 01– P 00)) 는 대상 행복주택의

입주가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집단별 주택가격 표기에 대한 이해

행복주택 인접여부

비인접(외부) 인접(내부)

행복주택

입주여부

입주 前 P 00 P 10

입주 後 P 01 P 11

내부지역에서 대상 행복주택 입주 전·후 주택가격 변화

(P 11 - P 10)

-

외부지역에서 대상 행복주택 입주 전·후 주택가격 변화

(P 01 - P 00)

=

행복주택의 입주가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P 11-P 10) - (P 01-P 00))

또한 특성가격모형이론에서 주택이라는 재화의 가격을 ‘대상 행복주택

과의 인접’ 및 ‘대상 행복주택의 입주’를 특성변수로 하는 회귀식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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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종속변수 Pi는 대상 행복주택과의 인접여부와 대상 행복주택

의 입주여부에 영향을 받는 특정 주택의 주택가격을 의미한다. 독립변수

Ri는 대상 행복주택과의 인접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로서 인접한 경우 내

부지역으로서 Ri = 1이며 인접하지 않은 경우 외부지역으로 Ri = 0으로

표현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Ti는 대상 행복주택의 입주시점에 대한 더

미변수로서 행복주택의 입주 이후에 거래가 발생한 경우 Ti = 1이며 입

주 이전에 거래가 발생한 경우 Ti = 0으로 표현한다. Ri × Ti 는 대상

행복주택과의 인접 여부와 입주 시점에 대한 변수의 교차항으로 계수값

δ는 이중차분 추정치로서 행복주택의 입주가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미

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표 13〕 집단별 주택가격 영향에 대한 추정계수

행복주택 인접여부

비인접(외부) 인접(내부)

행복주택

입주여부

입주 前 P 1 (= α) P 2 (= α+β)

입주 後 P 3 (= α+γ) P 4 (= α+β+γ+δ)

행복주택의 입주가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P 4-P 2) - (P 3-P 1)) = (γ+δ) - γ = δ

다음으로 Xi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주택 특성 변수로서 주

택가격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통제함으로써 외제적인 변수

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통제하는 특성변수의 영향이 일반적

으로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며 특성변수를 추가한 경우의 이중차분 추정

치의 계수값에 나타나는 변화가 크지 않으면 모형의 강건성을 간접적으

로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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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행복주택과의 인접 여부는 근린생활권의 거리기준으로 한다. 기

존 임대주택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임대주택과의 인접 여부로서 거리기준

을 연구자별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지만 도보권으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별도의 교통수단 이용 없이 걸어서 접근 가능한 범위로

정의 가능한 근린생활권은 1차적인 생활 권역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행

복주택 인접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근린생활

권은 과거 Perry(1939)의 근린주구 이론12)에 따라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한 반경 1/4마일(약 400m) 정도로 제시된 이후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이 수치가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건원(2016)에 따르면 보행 이용 패

턴 연구를 바탕으로 한 동일 지역에 대한 인식범위로서 주로 반경 500m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며 성인의 도보거리를 고려하여 근린생활권을

더 큰 범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택지개발계획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근린주구, 즉 중심축에 생활중심을 갖는 근린생활권 반경을

400m~800m 정도의 범위에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오병록(2014)은 가

구통행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의 통행특성 분석과 생활권 기준

에 대한 연구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근린생활권을 반경 700m로, 경기

도를 대상으로는 반경 800m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

서는 행복주택과의 인접여부를 근린생활권의 반경 기준으로 하며 반경

기준에 대하여 비록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는 존재하지 않으나 서울

시를 대상으로 근린생활권에 관한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반경 700m를 기

준으로 설정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상 행복주택에서 해당 주택까지

의 직선거리가 700m 이내인 경우 행복주택과 인접한 것으로 보고 내부

지역으로 구분하며 인접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Ri = 1로, 700m를 초과

한 경우 외부지역으로 구분하며 Ri = 0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행복주택

과의 인접여부는 이중차이분석에 있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행복주택과의 이격거리인 연속형변수를 다소 불분명한 기준

12) 1920년대 C. A. Perry에 의해 제안된 근리주구 개념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도보 통학인 가능한 단위주거구역으로서 보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 사람이 걸어서 8분안에 도달할 수 있는 1/4마일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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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미변수를 구분함에 있어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접여부

거리기준을 동일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거론되는 반경 500m까지

100m단위로 조정하여 추가 검증하여 비교 분석한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행복주택 강일 11단지(강일리버파크 11단지)와

천왕 7단지(천왕이펜하우스 7단지)는 2014년 7월에 주택사업승인을 완료

하고 2015년 9월 입주자를 선정하였다. 이후 공사를 준공하고 각각 2015

년 12월과 10월에 입주를 개시하였다. 행복주택의 입주가 주변 주택가격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단

지 모두 공히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2015년 12월 말을 대상 행복주

택 입주의 기준 시점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대상 행복주택 단지 강일 11

단지와 천왕 7단지에 대하여 조사대상 주택이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거

래된 경우 입주 후로 구분하며 행복주택의 입주시점에 대한 더미변수 Ti

= 1로, 이전에 거래된 경우는 입주 전으로 구분하며 Ti = 0으로 표현한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가격에는 주택건물이 가지는 개별적인 특

성요인, 외부적 영향요인, 정부의 정책 및 기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시간적, 공간적 범

위 내 주택의 가격변화를 비교하는 것으로 외부환경적 영향, 사회경제적

영향 요인 및 정부의 시장개입(주택관련 정책) 영향 등 외부적인 영향요

인들은 특정주택의 가격에 동일하게 영향을 주거나 영향의 크기가 주택

별로 크게 상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거래된 주택의 개별

특성요인만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주택의 개별 특성으로서 주

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택의 크기 및 주택의 조망, 채광,

일조 등 주택이 가지는 주거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통제

변수로서 주택의 전용면적과 층 위치를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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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행복주택 인접여부

행복주택 입주여부

전용면적 당

주택가격

통제변수

주택의 층 위치,

주택의 전용면적

〔그림 9〕 연구모형

선행연구에서 행복주택이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결과는 영향의 방향성 및 유의미성이 일관적이지 않고

행복주택의 주요 입주대상인 20대와 30대의 인구유입이 주택가격에 미치

는 영향 역시 일관적이지 않으나 주변에 행복주택의 입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요 원인이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라는 점과 이러한 우려

로 행복주택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갈등으로 다수

의 행복주택 사업지구가 사업추진에 있어 지연 또는 취소 등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행복주택은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분석자료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설정한 세대

수 300호 이상으로서 입주가 완료된 행복주택 단지는 서울지역 오류, 가

좌, 강일11, 천왕7을 포함하여 전국에 24개소(약 17,700세대)에 이르나 최

소한의 관측기간 및 관측자료 확보를 위해 입주 후 2년 이상 경과 한 단

지로서 강일 11단지와 천왕 7단지를 대상 행복주택 단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단지로부터 반경 1.5km 범위 내 아파트13)를 대상자료로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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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의 종속변수인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에서 제공하는 가격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하

는 방법, 부동산사이트나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도호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우선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정부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기준일 현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매 사례, 감정평가액, 분양사

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

가격은 거래가능 가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격

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으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및 부동산사이

트의 매도호가는 공인중개사들이나 주택소유주들이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허위매물의 공시 등 가격정보의 왜곡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하겠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

사자는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로터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국토

교통부에서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실

제 거래된 주택의 매매가격을 누락없이 확인 가능하고 실제 매매가격이

라는 측면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순수한 자료로서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

13)양승철(2014)은 그간 단독주택의 가격형성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

로 단독주택의 세부 유형별 차별적인 특징이 존재하고 내부적·지역적 요소가

매우 이질적이어서 통일된 기준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들고 있고, 고진수·이창

무(2017)는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파트에 비해

비정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주택 유형 중 아

파트에 국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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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격

자료를 활용하며 단위는 전용면적 1㎡당 매매가격으로 하되 본 자료에도

증여 등 가족간의 거래, 경매에 의한 거래 등이 포함되어 비정상적인 거

래에 의한 가격 왜곡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2단위 표준편차를 넘어선 자

료는 이상치(outlier)로서 제거하기로 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로서 행복주택과의 인접여부는 대상 행복주택 단지와

특정 주택단지의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두 위치간 직선거리를 산정하여

인접여부를 결정하고 행복주택의 입주여부는 대상 행복주택 단지의 입주

시점(월)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기재된 계약 체결 시점(월)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입주 전후(前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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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 통계분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대상 행복주택 단지

에서 1.5Km 반경 내 아파트 단지의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매

매거래된 자료를 구성하였다. 대상 행복주택인 강일 11단지의 경우 활용

된 자료는 1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총 1,705건의 실거래 자료를 구성

하였고 천왕 7단지의 경우 2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총 2,360건의 실

거래 자료를 구성하여 총 자료수는 4,065개 이다. 대상 행복주택 단지로

부터 반경 700m를 기준으로 인접성을 구분한 결과 강일 11단지의 경우

인접한 주택의 거래는 1,054건으로 61.8%를, 비인접한 주택의 거래는

651건으로 38.2%를 차지하고 천왕 7단지의 경우 인접한 주택의 거래는

417건으로 17.7%를, 비인접한 주택의 거래는 1,943건으로 82.3%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대상 행복주택에 인접한 주택의

거래가 1,471건으로 36.2%, 비인접한 주택의 거래는 2,594건으로 63.8%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상 행복주택의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강일 11단지의 경우 대상 행복주택 입주 후 거래는 784건으로

46.0%를, 입주 전 거래는 921건으로 54.0%를 차지하고 천왕 7단지의 경

우 대상 행복주택 입주 후 거래는 1,158건으로 49.1%를, 입주 전 거래는

1,202건으로 5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대상 행

복주택 입주 후 거래가 1,942건으로 42.8%, 입주 전 거래는 2,123건으로

47.8%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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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 11단지 천왕 7단지 통합

지역구분

(인접성)

비인접주택

거래

651

(38.2%)

1,943

(82.3%)

2,594

(63.8%)

인접주택 거래
1,054

(61.8%)

417

(17.7%)

1,471

(36.2%)

시점구분

(행복주택

입주시점)

입주 전 거래
921

(54.0%)

1,202

(50.9%)

2,123

(52.2%)

입주 후 거래
784

(46.0%)

1,158

(49.1%)

1,942

(47.8%)

강일 11단지 천왕 7단지 통합

자료수 1,705 2,360 4,065건

대상

행복주택과의

거리별 구분

300m이하 276 169 445

300m~500m 256 25 281

500m~700m 522 223 745

700m~900m 367 315 682

900m~1,100m - 172 172

1,100m~1,300m 284 936 1,220

1,300m초과 - 520 520

매매거래

시점별 구분

2013년 154 195 349

2014년 312 480 792

2015년 455 527 982

2016년 283 518 801

2017년 368 434 802

2018년 133 206 339

〔표 14〕 분석자료 기초현황

〔표 15〕 구분 집단별 자료구성 현황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 기타 가족간 거래 및 경매에 의한 거래 등 시

장에서 형성된 주택거래 가격이 아닌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에 의한 주택

가격 왜곡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단위 표준편차를 넘어선 자료는

이상치(outlier)로서 제거하고 자료를 구성한 결과 총 자료수는 3,660개

이며 이상치 제거 전과 비교하여 전체 자료수는 405건의 실거래 자료가

줄어들었다. 대상 행복주택 단지로부터 반경 700m를 기준으로 인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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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 11단지 천왕 7단지 통합

자료수 1,537 2,123 3,660건

대상

행복주택과의

거리별 구분

300m이하 246 169 415

300m~500m 242 25 267

500m~700m 476 215 691

700m~900m 319 214 533

900m~1,100m - 168 168

1,100m~1,300m 254 829 1,083

1,300m초과 - 503 503

매매거래

시점별 구분

2013년 110 188 298

2014년 282 460 742

2015년 445 486 931

2016년 275 454 729

2017년 348 368 716

2018년 77 167 244

구분한 결과 강일 11단지의 경우 인접한 주택의 거래는 90건이 줄어든

964건으로 62.7%를, 비인접한 주택의 거래는 78건 줄어든 573건으로

37.3%를 차지하고 천왕 7단지의 경우 인접한 주택의 거래는 8건 줄어든

409건으로 19.3%를, 비인접한 주택의 거래는 229건 줄어든 1,714건으로

8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대상 행복주택에 인

접한 주택의 거래가 98건 줄어든 1,373건으로 37.5%, 비인접한 주택의

거래는 307건 줄어든 2,287건으로 62.5%로 구성되었다. 또한 대상 행복

주택의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강일 11단지의 경우 행복주택

입주 후 거래는 84건 줄어든 700건으로 45.5%를, 입주 전 거래는 84건

줄어든 837건으로 54.5%를 차지하고 천왕 7단지의 경우 행복주택 입주

후 거래는 169건 줄어든 989건으로 46.6%를, 입주 전 거래는 68건 줄어

든 1,134건으로 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행복

주택 입주 후 거래가 253건 줄어든 1,689건으로 46.2%, 입주 전 거래는

152건 줄어든 1,971건으로 53.8%로 구성되었다.

〔표 16〕 분석자료 기초현황 (이상치 제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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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

11단지

천왕

7단지
총계

지역구분

(인접성)

비인접주택 거래
573

(37.3%)

1,714

(80.7%)

2,287

(62.5%)

인접주택 거래
964

(62.7%)

409

(19.3%)

1,373

(37.5%)

시점구분

(행복주택

입주시점)

입주 전 거래
837

(54.5%)

1,134

(53.4%)

1,971

(53.8%)

입주 후 거래
700

(45.5%)

989

(46.6%)

1,689

(46.2%)

강일 11단지 천왕 7단지 통합

전용면적당

평균가격 (만원/㎡)

평균 584.18 467.78 516.66

최대값 761.15 632.74 761.15

최소값 472.03 296.63 296.63

표준편차 68.47 74.52 92.14

〔표 17〕 구분 집단별 자료구성 현황 (이상치 제거 후)

종속변수인 거래주택의 전용면적당 평균가격은 강일 11단지의 경우는

약 584만원, 천왕 7단지의 경우는 약 468만원으로 대상 행복주택을 강일

11단지로 하는 주택의 매매가격이 약 116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대상 행복주택 단지에 인접한 거래주택의 전용면적당 평균

가격은 558만원, 비인접 거래주택의 전용면적당 평균가격은 499만원으로

약 59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대상 행복주택 입주 후에 거래된 주택

의 전용면적 당 평균가격은 558만원, 입주 전에 거래된 주택의 전용면적

당 평균가격은 486만원으로 약 72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8〕 주택가격 기초 통계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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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당 가격 분포

강일 11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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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 7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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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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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주택가격 기초 통계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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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별 평균 전용면적당 가격

강

일

11

단

지

0 200 400 600
mean of price_per

adjacent

nonadjacent비인접 주택

인접 주택

0 200 400 600
mean of price_per

after move in

before move in

행복주택
입주 후

행복주택
입주 전

천

왕

7

단

지
0 100 200 300 400 500

mean of price_per

adjacent

nonadjacent비인접 주택

인접 주택

0 100 200 300 400 500
mean of price_per

after move in

before move in
행복주택
입주 전

행복주택
입주 후

통

합

0 200 400 600
mean of price_per

adjacent

nonadjacent

인접 주택

비인접 주택

0 200 400 600
mean of price_per

after move in

before move in행복주택
입주 전

행복주택
입주 후

〔표 20〕 주택가격 기초 통계량 3

전체적인 전용면적 평균은 72.92㎡이고 대상 행복주택별로는 각각

82.42㎡와 78.12㎡로 대상 행복주택을 강일11단지로 하는 주택이 약 4.30

㎡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주택과 60

㎡초과 85㎡이하 중소형 주택, 85㎡초과 중형이상 주택으로 구분하여 보

면 중소형 규모의 주택이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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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 11단지 천왕 7단지 통합

전용면적

(㎡)

평균 82.42 78.12 72.92

최대값 114.98 134.64 134.64

최소값 59.7 48.81 48.81

표준편차 10.01 14.83 13.20

층 위치

(층)

평균 7.82 8.70 8.33

최대값 20 25 25

최소값 1 -2 -2

표준편차 4.02 6.14 5.37

강일 11단지 천왕 7단지 통합

전용

면적

규모별

분포

less than 60 60-85
over 85

①

③

②

less than 60 60-85
over 85

①

②

③

less than 60 60-85
over 85

①

②

③

less than 60 60-85
over 85
① 60㎡이하

③ 85㎡초과

② 60㎡∼85㎡

으로 나타났다. 또한 층 위치는 평균 8층으로 대상 행복주택별 차이는

크지 않다.

〔표 21〕 전용면적 및 층 위치 기초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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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 11단지 천왕 7단지 통합

상 수

(α)
834.4104*** 590.2523*** 595.4465***

지역변수Ri
(β)

-38.91587
***

48.21535
***

51.29194
***

시점변수Ti
(γ)

77.70358*** 3.043437*** 47.66228***

지역변수Ri×시점변수Ti
(δ)

4.15247 31.11423
***

26.76171
***

전용면적 -3.360018*** -.8927546*** -1.467709***

층 위치 1.85725
***

-1.883087
***

-.8890785
***

R-square

(Adj R-square)

0.5279

(0.5264)

0.2943

(0.2927)

0.2289

(0.2278)

제 2 절 분석 결과

2개 대상 행복주택 단지에 대하여 인접한 주택을 실험집단으로 인접

하지 않은 주택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대상 행복주택 단지의 입주를 기준

으로 주택가격의 변화를 확인하는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2〕 이중차이분석 결과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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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인 행복주택의 입주가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변수와 시점변수 교차항의 회귀계수를 통해 판단 가능한데

((P 11-P 10)-(P 01-P 00) = δ) 강일11단지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지 않으나 천왕11단지와 두 개 단지 통합결과는 신뢰수준 99.9% 수준에

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대상 행복

주택의 입주에 따라 대상 행복주택에 인접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

상은 나타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주택에 비인접한 주택의 대상 행복주택 입주

전 주택의 가격은 더미변수인 지역변수와 시점변수의 값이 모두 0으로

주택가격 P i는 α+X i+e i로 표현할 수 있고(P 00=α+X i+e i) 행복주택 입주

후 주택의 가격은 지역변수값은 0, 시점변수 값은 1이 되어 주택가격 P i

는 α+γ+X i+e i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P 01=α+γ+X i+e i) 행복주택에 비인

접한 주택의 대상 행복주택 입주 전후의 주택가격 차이는 시점변수의 회

귀계수값 γ를 통해 추정가능한데(P 01-P 00=γ) 통합된 분석결과 값을 보

면 47.66228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행복주택에

비인접한 주택은 대상 행복의 입주 후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다. 마찬가지로 행복주택에 인접한 주택의 행복주택 입주 전 주택의 가

격은 더미변수인 지역변수 값이 1, 시점변수의 값이 0으로 주택가격 P i

는 α+β+X i+e i로 표현할 수 있고(P 10=α+β+X i+e i) 행복주택 입주 후 주

택의 가격은 지역변수 값이 1, 시점변수 값이 1이 되어 주택가격 P i는 α

+β+γ+δ+X i+e i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P 11=α+β+γ+δ+X i+e i) 행복주택에

인접한 주택의 행복주택 입주 전후의 주택가격 차이는 시점변수의 회귀

계수값 γ와 지역변수와 시점변수의 교차항 회귀계수값 δ의 합으로 추정

가능한데(P 11-P 00=γ+δ) 통합된 분석결과 값을 보면 74.42399로 유의미

한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행복주택에 인접한 주택은 행복

주택의 입주 후 주택가격이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

여 보면 대상 행복주택과의 인접성과는 무관하게 대상 행복주택 입주 후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는 것으로 같은 기간(2013년 7월~2018년 6월) 서

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추세적인 상승 동향14)과 동일한 결과임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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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좀더 확대하여 대상 행복주택 입주 전 인접 주택의 가격과 비인접 주

택의 가격차이는 지역변수의 회귀계수 값 β를 통해 추정 가능한데

(P 10-P 00=β) 통합된 분석결과 값을 보면 51.29194로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상 행복주택 입주 전 행복주택에 인접

한 주택의 가격이 비인접한 주택에 비해 가격이 높았다고 추정할 수 있

다.

여기에 더해 대상 행복주택 입주 후 인접 주택의 가격과 비인접 주택

의 가격차이는 지역변수 회귀계수 값 β와 교차변수의 회귀계수 값 δ의

합을 통해 추정 가능한데(P 11-P 01=β+δ) 통합된 분석결과 값을 보면

78.05365로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행복주택 입주

후에도 역시 행복주택에 인접한 주택의 가격이 비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비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동안 조사 범위

내 주택의 가격은 상승하였고 행복주택 입주와 무관하게 대상 행복주택

에 인접한 주택의 가격이 비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비해 높은 편이나 그

차이는 대상 행복주택이 입주한 이후 더 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 행복주택과의 인접성 구분 기준을 700m에서 600m로

추가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4)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정보를 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13. 7월(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75.4)에 비하여 2018. 6월(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 92.5)에 약 2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상 행복주

택이 위치한 자치구, 즉 강동구와 구로구는 각각 26.5%, 17.7% 상승하였다.(홈

페이지 https://onland.kb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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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 11단지 천왕 7단지 통합

상 수

(α)
802.7188*** 583.6203*** 599.7797***

지역변수Ri
(β)

-30.61156
***

33.63122
***

36.49227
***

시점변수Ti
(γ)

80.96557*** 42.51533*** 47.09174***

지역변수Ri×시점변수Ti
(δ)

-0.3434219 35.97015
***

29.15968
***

전용면적 -3.101897*** -1.729748*** -1.384305***

층 위치 2.041211
***

-1.044219
***

-1.194571
***

R-square

(Adj R-square)

0.5108

(0.5092)

0.2557

(0.2539)

0.1836

(0.1825)

〔표 23〕 이중차이분석 결과(인접성 기준 600m)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행복주택의 입주가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분석결

과와 마찬가지로 강일 11단지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으나

천왕 11단지와 두 개 단지 통합결과는 신뢰수준 99.9% 수준에서 유의미

한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행복주택과의 인접성 구분기준을

600m로 조정하여 추가 검증한 결과 당초 확인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

상 행복주택의 입주에 따라 대상 행복주택에 인접한 주택의 가격이 하락

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변

수와 시점변수, 그리고 이들의 교차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값이 그 크기

의 변화는 있으나 방향은 동일하므로 당초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행복

주택과의 인접성과 무관하게 행복주택 입주 후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고

행복주택의 입주시점과 무관하게 행복주택에 인접한 주택의 가격이 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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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 11단지 천왕 7단지 통합

상 수

(α)
790.4216

***
568.9155

***
590.9082

***

지역변수Ri
(β)

-25.69569
***

25.69699
***

23.65139
***

시점변수Ti
(γ)

80.91435
***

48.00572
***

52.04542
***

지역변수Ri×시점변수Ti
(δ)

-2.096578 21.30502 26.65711
***

전용면적 -3.037519
***

-1.48071
***

-1.166137
***

층 위치 2.013296
***

-1.268103
***

-1.421441
***

R-square

(Adj R-square)

0.4931

(0.4915)

0.2065

(0.2046)

0.1437

(0.1425)

접한 주택의 가격에 비해 높은 편이나 그 차이는 대상 행복주택이 입주

한 이후 더 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복주택과의 인접성 구분기준을 500m로 추가분석한 결과

이다.

〔표 24〕 이중차이분석 결과(인접성 기준 500m)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행복주택이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인접성 구분 기준을

500m로 하여도 신뢰수준 99.9%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앞선 분석결과와 달리 강일 11단지와 천왕 7단지를 개

별로 분석한 결과는 둘 다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행복주

택과의 인접성 구분기준을 500m로 조정하여 추가 검증한 결과 역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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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확인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상 행복주택의 입주에 따라 대상 행복주

택에 인접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을 실증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변수와 시점변수, 그리고 이들의 교차변수

에 대한 회귀계수 값이 그 크기의 변화는 있으나 방향은 동일하므로 이

또한 당초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행복주택과의 인접성과 무관하게 행복

주택 입주 후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고 행복주택의 입주시점과 무관하게

행복주택에 인접한 주택의 가격이 비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비해 높은 편

이나 그 차이는 대상 행복주택이 입주한 이후 더 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접한 주택을 실험집단으로 인접하지 않

은 주택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해당 행복주택 단지의 입주를 기준으로 주

택가격의 변화를 확인하는 이중차이분석 결과 대상 행복주택에 인접한

주택은 대상 행복주택에 인접하지 않은 주택에 비하여 대상 행복주택이

입주한 이후 주택가격이 더욱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상

행복주택별로 분석한 결과에서 일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

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행복주택이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중차이분석에 있어 대상 행복주택과의 인접성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다소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대상 행복주택의 입주 전

후 구분을 더미변수인 독립변수로, 대상 행복주택과의 이격거리를 연속

형변수인 조절변수로 하는 조절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

히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계수의 동일성 검증을 위해 3단계 조절회귀모

형15)을 적용하고 이를 회귀식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5) 1단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투입하여 영향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조

절변수를,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순서대로 추가하여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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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 i = α + β×Ti + X i + e i

(2) P i = α + β×Ti + γ×D + X i + e i

(3) P i = α + β×Ti + γ×D + δ×(Ti×D) + X i + e i

- Pi : 주택가격(종속변수)

- Ti : 행복주택 입주 전·후 구분 시점변수 (독립변수)

- D : 행복주택과의 이격 거리변수 (조절변수)

- Ti×D : 행복주택 입주 전·후와 이격거리의 상호작용항

〔그림 10〕 연구모형 (조절회귀분석)

통제변수

주택의 층 위치,

주택의 전용면적

독립변수 종속변수

행복주택 입주여부
전용면적 당

주택가격

조절변수

행복주택과의 이격거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새롭게 구성하는 상호작용항에 의한

변수간 다중공선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

g)16) 방식을 적용하였고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절대값이 모두 0.8

이하로 나타나며 평균 분산팽창요인(VIF) 값 역시 1.40로 독립변수들간

의 상관성이 높아서 나타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16)독립변수의 표준오차를 줄이기 위해 대상변수에서 평균값을 빼주는 방식으

로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되 행복주택 입주 전후를 구분한 독립변수는 더미변

수로서 평균중심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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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1. 시점변수 1.000

2. 거리변수 0.0109 1.000

3.시점·거리 교차변수 0.0085 0.6892
*

1.000

4. 층위치 0.0935
*
-0.1925

*
-0.1221

*
1.000

5. 전용면적 -0.0082 0.1729* 0.1229* 0.0219 1.000

〔표 25〕 상관관계 분석결과

조절회귀분석 결과 통합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1단계에서 독립변수

인 시점변수는 종속변수인 주택가격에 대해 신뢰수준 99.9%에서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준다. 2단계에서 조절변수인 거리변수는 주택가격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행복주택과의 거

리가 멀어질수록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3단계에서

는 시점변수와 거리변수가 조합된 상호작용항 역시 주택가격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회귀

모형의 R2 변화량도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대상 행복

주택 입주 전의 시점에 비해 입주 후 주택가격은 상승하지만 대상 행복

주택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택가격은 하락하며 행복주택 입주 후 행

복주택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택가격은 더욱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앞선 이중차이분석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일 11단지와 천왕 7단지를 개별 분석한 결과는 시점변수와 거

리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이 모형에서의 R2의

변화량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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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 11단지 천왕 7단지 통합

1단계

상수
(α)

790.9479
***

564.6364
***

584.605
***

시점변수 Ti
(β)

79.3793*** 49.38157*** 57.05545***

전용면적 -3.147459*** -1.383331*** -1.015491***

층위치 2.108983
***

-1.356383
***

-1.574518
***

R-square
(Adj R-square)

0.4605
(0.4594)

0.1869
(0.1857)

0.1176
(0.1168)

2단계

상수
(α)

793.426*** 581.3957*** 617.0594

시점변수 Ti
(β)

80.72683
***

51.59393
***

59.29311
***

거리변수 D
(γ)

0.0590347*** -0.0625534*** -0.0896632***

전용면적 -3.149266*** -1.689974*** -1.558272***

층위치 1.732426
***

-0.6475536
**

-0.3863105

R-square
(Adj R-square)

0.5354
(0.5342)

0.2762
(0.2748)

0.2592
(0.2584)

R-square 변화량 0.0749 0.0893 0.1416
***

3단계

상수
(α)

793.7037*** 581.5792*** 616.8085***

시점변수 Ti
(β)

80.74809
***

51.58052
***

59.29318
***

거리변수 D
(γ)

0.0571917*** -0.0672402*** -0.0827307***

시점변수Ti*거리변수 D
(δ)

0.0040231 0.0101344 -0.0145616
*

전용면적 -3.152921
***

-1.692602
***

-1.554984
***

층위치 1.736819*** -0.6517264** -0.3839147

R-square
(Adj R-square)

0.5355
(0.5339)

0.2768
(0.2751)

0.2602
(0.2592)

R-square 변화량 0.0001 0.0006 0.001*

〔표 26〕 조절회귀 분석결과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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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행복주택이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소득수준별 주거취약계층, 즉 기초생

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집단

거주지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주택가격의 하락과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입주 대상, 즉 수

혜계층을 사회초년생, 대학생 및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계층

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행복주택에 대하여 인

접한 주택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

다.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상 행복주택에 인접하여 주택가격

에 영향을 받는 주택들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인접하지 않아 주택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택들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대상 행복주택의 입주 전

과 후의 주택가격 변화를 비교 확인하는 이중차이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대상 행복주택과의 인접성에 대한 기준, 즉 인접여부를 결정하는 대상

행복주택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다소 불분명한 점을 보

완하기 위해 인접성 기준을 조정하여 분석 보완하였고 더불어 대상 행복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조절변수로 하는 조절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

하여 비교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세대수 300호 이상으로 입주가 완료

되어 2년이상 경과 한 행복주택 단지 2개 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

상 행복주택 단지의 입주시점인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입주 전 2.5년,

입주 후 2.5년, 총 5년 간 대상 행복주택 단지에서 반경 1.5km 이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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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단지에 대하여 실제 매매거래 자료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

스템을 통해 수집한 결과 전체 4,065건의 매매거래 자료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가격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치

를 제거하였고 최종적으로 강일11단지 1,537건, 천왕7단지 2,123건으로

총 3,660건의 자료를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우선 대상 행복주택과의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인접한 주택을 실험집

단으로, 비인접한 주택을 비교집단으로 하는 이중차이분석 결과 대상 행

복주택의 입주 이후 인접한 주택의 매매가격은 신뢰수준 99.9%에서 유

의미한 정(+) 영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행복주택

은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는 인접성의 기준을 동일지역으로 인식되는 범위

로서 500m까지 100m단위로 조정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대상 행복주택 단지별로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

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를 정리하면 행복주택의 입지로 인해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적어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복주택과의 인접성을 결정하는 대상 행복주택과의 이격거

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다소 불분명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상 행

복주택의 입주 전후를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대상 행복주택

과의 이격거리를 연속형변수인 조절변수로 하는 조절회귀분석 결과 대상

행복주택과의 이격거리는 주택의 매매가격에 신뢰수준 99.9%에서 유의

미한 부(-)의 영향이 있고, 행복주택 입주 이후 부(-)의 영향은 더욱 강

화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행복주택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택가격은 하락하며 행복주택 입주 이후 주택가격은 더욱

하락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 다시말해 행복주택과의 인접이 주택

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여 앞선 이중차이

분석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중차이분석 결과와 마

찬가지로 대상 행복주택 단지별로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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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요약하면 2개 단지를 통합하여 이중차이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행복

주택이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접성에 대

한 거리기준을 조정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조절회귀분석

으로 방법을 달리하여 분석하여도 일관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대상 행복주택 단지별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도 결론적으로는

행복주택이 인접한 주택의 매매가격에 적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제도화되어 도입된 행복

주택은 생애주기별 주거 취약계층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유

형이라는 점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 공

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사업초기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추

진에 난항을 겪었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민 반

대의 주요 원인으로 인근 주택가격의 하락에 대한 우려를, 즉 집값하락

에 대한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할 수 있으나 실제 기존 연구에서는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

복주택의 입주가 본격화되고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 시작된 행복주택 사

업지구가 입주 후 3년여 경과되어 시간적으로 실제 인접한 주택에 대한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현 시점에 행복주

택이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

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 정책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

한 안정된 주거복지의 실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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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가 같

다. 우선 행복주택이 입지함에 따라 인근의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막연한 우려에 따른 인식처럼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오히려 행복주택이 입주한 이후 행복주택에 인접한 주택

의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고 직주근접성,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입지

를 선정하는 행복주택의 특징, 다시말해 지리적으로 우수한 입지적 특성

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유입에 따른 지역 활성화 및 행복주택 사업지구 내 마련

되는 다양한 주민공동시설과 지역편의시설 등이 소통공간 및 편의공간으

로 제공되어 새로운 도시공간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 즉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일반적인 공

감대는 존재하나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못하여 반대하는 님비

(NIMBY ; Not In My Backyard)시설로서 인식이 만연되어있고, 특히

이러한 인식이 실제 주택가격이 하락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 즉 막연한 우려에 의한 영향임을 고려할 때 다

양한 유형의 정책홍보와 함께 사업초기에 주민참여 기회와 의견수렴 절

차를 확대 및 정례화 하여 사업추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행복주택의 취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공유하고, 행복주택에 도입되

는 지역편의시설에 대한 주민 요구를 수렴하고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실

제 지역주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참

고하여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설정하되 기존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

완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우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아파트에 비해 가격 영향 요인이

이질적이어서 통일된 기준 적용이 어렵고 비정형적인 특성이 있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유형에 국한함에 따라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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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함에 있어 아파트 가격이 아닌 주택가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일

정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행복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비교적 도입 초기에 있음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으로 어느 정도 관측기간

이 확보된 연구대상 행복주택이 서울지역에 국한된 2개 지구에 불과하고

관측기간 역시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신

규 택지개발구역 또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특수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연구대상 설정의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을 구분하는 대상 행복주택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객관적

인 기준이 부재하여 거리기준을 조정하여 분석을 보완하였으나 불분명함

에 대한 완전한 해소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주택의 가격에는

다양한 특성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므로 행복주택과

의 인접이라는 특성요인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

든 특성요인들을 도출하고 완전히 통제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근간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에서 배제된 단

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가격 영향

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과 비정형성을 고려한 분석방법을 통해 전체

주택에 대한 가격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대규모 행복주택지구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

며 향후 가까운 시점에 어느 정도 관측기간이 확보되는 행복주택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행복주택의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사업규모(세대수)별, 지역편의

시설의 규모와 종류 등 시설특성별로 각각 영향의 정도와 방향의 차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 방

향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연구대상 행복주택이 입주한 이

후 2년 6개월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대상 행복주택이 주변에 외부효과로

서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간적으로 다소 부족함이 있고 더불어 본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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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분석결과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추

가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는 만큼 향후 시간적 범위를 확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이 인접한 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

존 연구에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등에 따라 다소 비일관적인 연구결과

를 보이고 있고 행복주택 사업이 정책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연구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하는 메타분석 연구에 대한 필

요성도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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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Happiness Housing on the sale

price of adjacent houses

Jae-Hoon Jeo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Happiness Housing which is a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on the price of the adjacent houses. Public Rental Housing is a

rental house that is owned or provided by the public and is

classified into National Rental Housing, Permanent Rental

Housing, Happiness Housing, and Long-Term Chartered

Housing based on the qualification of people who move in and

the length of its lease. Among them, Happiness Housing is

characterized by the construction of houses using cheap land



- 65 -

owned by the public in the city center and mainly supplying to

younger generation such as college students, young adults and

newlyweds. However, Happiness Housing project is often

delayed·scaled down or canceled due to the strong resistance

and collective action of the residents near the target area. The

main cause of this phenomenon is the vague recognition and

concern about the decrease in the price of the adjacent houses.

So, In order to empirically identify the effect of Happiness

Housing on the sale price of the adjacent houses, this study

conducted Difference-In-Difference to confirm the housing sale

price changes of two set up group(experimental group consists

of houses are adjecent to Happiness Housing complex and

comparison group consists of houses are non-adjecent to

Happiness Housing complex) on the basis of the Happiness

Housing complex before and after the occupancy.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Happiness Hous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ice of adjacent houses. Although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analysed by the Happiness

Housing complex, it shows that Happiness Housing does not

negatively affect the price of adjacent houses.

keywords : Public Rental Housing, Happiness Housing, price of

houses, Difference-In-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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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공공임대주택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공공임대주택의 개요 및 현황 
	제 2 절 행복주택에 대한 이해 

	제 3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주택가격 영향요인과 특성가격모형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제 4 장 분석틀
	제 1 절 분석모형
	제 2 절 분석자료

	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 통계분석
	제 2 절 분석결과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startpage>8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공공임대주택의 이론적 고찰  8
 제 1 절 공공임대주택의 개요 및 현황  8
 제 2 절 행복주택에 대한 이해  14
제 3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제 1 절 주택가격 영향요인과 특성가격모형 2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23
제 4 장 분석틀 29
 제 1 절 분석모형 29
 제 2 절 분석자료 36
제 5 장 분석결과 39
 제 1 절 기술 통계분석 39
 제 2 절 분석결과 46
제 6 장 결론 55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55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