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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시대로 접어들었다. 현

재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침체해 있는 반면에 수도권

일부 지역 과열로 진입하여, 특히 서울의 경우 2019.11.06. 국토교통부에

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밝히며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대

상임을 정책을 통해 밝히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듯 주택공급의 감소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점치고 있는 사람들

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

는 것은 아니다. 한 가구의 보금자리로써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다.

그 보금자리에서 안정을 취하기를 무주택자는 현재 간절히 갈구 하고 있

는 상황이며, 이를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

제 시행이라는 극약처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부동산시장은 냉탕과 온탕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온탕이 끊기 전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으며,

지방의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및 위축지역을 선정

하여 서로 다른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주택은 집이라는 물리적 구조를 기반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조직

인 가정(Home)을 담는 공간이며, 또한 주택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연관성을 가지며, 거주자의 생활행태에 따라 다양

한 가치를 제공하는 생활의 기본적인 필수 요소이다. 주택은 다른 상품

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구매는 개인

의 경제적 능력, 사회관계, 정치제도 등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을 돌이켜 보면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언

제 사야 하는지 항상 고민해 왔다. 때를 기다리기도 하며, 다른 이의 주

택가격이 상승한 것을 보고 감정적으로 배 아파하며 때가 지났다며 한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주택을 구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분석과 통계적으로는 가구주의 개별



특성, 생애최초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어떻게 최초 주택구매

기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주택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생애최초, 청약제도, 주택공급제도, 후분양

학 번 : 2019-2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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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침체해 있는 반면에 수도권 일부 지역

과열로 진입하여, 특히 서울의 경우 2019.11.06.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밝히며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대상임을 정책을

통해 밝히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듯 주택공급의

감소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점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

나 이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이 이어져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

은 아니다. 주택은 한 가구의 보금자리로써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또한 그 보금자리에서 안정을 취하기를 무주택자는 현재 간절히 갈

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라는 극약처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 사람들이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가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대부분의 가구의 경우, 주택은 가구자산

비율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가구가 주택

구매을 통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거나 자산을 축적하며, 이는 향후 가구의

자녀 세대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가소유가 가구의 생활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무주

택가구보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은 이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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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밝혀져 왔다. 김준형, 최막중(2010)에 의하면 자가의 소유 여부가

가구의 자산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소유 기간이 길수록 자산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자가소유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편익은 더욱 크다고 한다. 임미화, 정의철(2010)은

가구의 주택구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자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 그 가치는 1년당 약 3천만원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그 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주택소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가 소유여부가 가

구의 주거수준에 큰 영향을 미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

는 전반적인 가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자산증식의 기회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부동산시장을 복기해 보면 1998년에 발생한 IMF사태 당시 국내

주택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주택건설 위축, 주택가격 폭락, 주택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민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민

들의 주택수요 행태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무주택가구의 경우,

주택구매를 보류하고 전세수요로 전환하면서 2000년대 중반의 주택가격

급등상황에서 주거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자산증대의 기회를 놓치는 등

상대적으로 주택소유 가구에 비해 더 많은 악영향을 받았다.

2008년 미국과 유럽국가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의해 초래된 글로벌 금

융위기 또한 세계경제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 부동산시

장은 가격폭락과 같은 직접적인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세계 부동산시

장의 위기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시장과 사람들의 주택 수요행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주택시장 구조에는 뚜렷한 차

이가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2000년대 전반에는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이 상승국면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08년 이후 하향국면을 맞이하게 되

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금융위기

는 미국, 유럽의 주택시장 가격을 폭락하는 사태를 발생시켰고, 우리나라

역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속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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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국면이 마무리되고 주택구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었다.

2012년 국내 주택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주택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

고, 주택구매능력이 있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전·월세 시장으로 빠져

나갔다.

이후 대한민국은 부동산시장은 냉탕과 온탕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온탕이 더 끊기 전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으며, 지

방의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및 위축지역을 선정하

여 서울과 지방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부동산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을 돌이켜 보면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언

제 사야 하는지 항상 고민해 왔다. 때를 기다리기도 하며, 다른 이의 주

택가격이 상승한 것을 보고 감정적으로 배 아파하며 때가 지났다며 한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 주택공급제도가 무주택자들에게 어떻게 제도화

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하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을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정은진(2006)은 주택은 집이라는 물리적 구조를 기반으로 가장 기본적

인 사회적 조직인 가정(Home)을 담는 공간이며. 또한 주택은 사회, 경

제, 정치, 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연관성을 가지며, 거주자의 생

활행태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생활의 기본적인 필수 요소이다

고 밝혔으며, 주택은 다른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구매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 사회관계, 정치제도 등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남다르다. 내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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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

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연구는 주택제도에 대한 연구와 이를 세분

화하여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등 각 개별 주체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공급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며, 특히 생애최초 연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

지 생애최초 주택구매의 연구는 가구주에 대한 개별 특성(가구주의 나

이, 자산, 소득)에 연구를 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가구주에 개별

특성과 더불어 주택을 구매하는 다른 요인으로 주택공급제도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주택제도의 개선방안

에 제언을 하고자 연구를 하고자 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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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주택공급제도 분석

제 1 절 해외 주택공급제도

1. 미국

미국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심각한 주

택난에 직면하였다. 이에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 슬럼화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심재개발정책과 연계하여 일련의 저소득주택

공급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의 저소득주택의 공급정책은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주택법이 도입된 1937년부터 동 법의 개정이 있었던

1961년까지이다. 이시기는 저소득 빈곤층 대상으로 낮은 임대료의 공공

주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공급자보조(supply-side subsidy)의 주택공급

프로그램들이 주된 정책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61년 이후 닉슨 행정부

의 연방 주택보조금 지급유예명령(moratorium) 및 뒤이은 주택지역개발

법이 마련된 1974년까지이다. 이 기간은 주택의 새로운 공급과 낮은 질

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영리 및 비영리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정책 참여를 장려한 시기이다. 그 후 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하시

기로서,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주택임대 비용을 지원하는 등 수요자

보조(demand-side subsidy)의 정책을 수행해 온 시기로 볼 수 있다.(이

종인, 2001)

또한 미국은 일찍이 모기지(Mortgage)를 활용한 세제혜택이나 상품개

발을 통하여 자가소유율을 높이고,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조금이나 세

제, 저금리대출, 교육 등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였다. 특히 1995년부터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까지

자가소유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주택구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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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젊은 저소득계층이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었

던 파생상품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제도라고 할 수

있다(Doms and Motika, 2006; Chambers et al., 2007.; 김수현, 2009에서

재인용). 민간 금융 시장의 활력에 의존한 지원방식은 결과적으로 과도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남용으로 미국은 금융위기를 맞이하였지만, 국

민의 자가소유를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국가의 주거 취약계층의 자가

점유율 상승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서브프라임

이후,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주택종합계획(Housing Comprehensive Plan)

을 통하여 NGO나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주거 취

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다방면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

다. 그 밖에 해외 여러 나라가 이전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소유권을

제공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손준익,

2014)

2. 영국

영국의 주택정책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주택이다. 영국은 사회주택의

오랜 역사를 지니었고, 1990년대 초부터 국가의 주택부문 개입이 시작되

었다. 영국에서 사회주택 발생의 기원은 공중위생의 인식과 주거과밀, 불

량주택이 질병을 만연시킨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임대료 통제 등 주택문제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이다(S

Merrett, 1991: 3-30).

영국은 정권에 따라 정책 기조가 달라졌는데 노동당정권은 공공부문

을 촉진시키고, 보수당정권은 공공부문을 억제하고 민간부문의 촉진을

추구하는 정책기조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부담능

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렴한 임

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회복지적 정책목표를 세우

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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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유지해왔다.

영국의 주택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며, 19세기 주택정책이

시작되던 시기부터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주택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의 융자금을 주축으로 하였고, 공공주택은 1979년 전체주택의 35.6%인

600만호에 달했으나 보수당 정부의 불하에 의해 1996년에는 전체주택의

18.7%로 크게 줄었다. 이 당시 영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400개

이며, 평균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14,000호 정도이다. 즉 지방자치단

체가 많은 공공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하성규, 2000: 246-247).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택의 건설 및 관리, 불량

주택 개량 및 정비, 자가주택 융자, 주택조합에 대한 융자 및 임대료보조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1981년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주택재고의 약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임대주택의 불하정책과 신규

착공호수 감소로 인해 2004년 현재 11.2%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1988년 주택법제정 이후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택공급자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전략적 유

도자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임차인의 재정적

상황, 즉 지불능력에 대한 대체기준으로 각각의 독특한 적격성 판단기준

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영주택의 배분체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매우 다양하였다. 거주기간, 나이 및 가구구성 그리고 주거상태가 적격성

판단 시 고려되는 요인이 되었고, 주택공급은 신축주택 또는 기존 임차

인의 사망이나 이주에 의한 공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사업자에 의한 추방 및 가족의

별거 등으로 거처를 상실한 홈리스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기도 하고,

장래의 임차인에게 영구적인 주택을 공급하기도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

체는 청구가 있는 대로 홈리스 가족을 거주시킬 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하성규, 2000: 248).

이 밖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은 크게 자가촉진제도와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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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제도가 있다. 자가촉진제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또는 대기

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급되고 있

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지방정부가 직접 국가의 융

자를 받아 공급하는 공영주택과 비영리 민간기관인 주택조합 등이 운영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영국정부는 일찍이 자가소유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주장하였다.

(Saunders, 1990; 김수현, 2009에서 재인용). 1979년 대처 총리의 집권

부터 자가 소유의 중요성이 영국의 주택정책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논란

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 여러 방식을 활용하여 서민들의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펼쳐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

은 자가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김수현, 2009).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부담과 관리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

부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입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영국의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분공유

방식(Home Buy)을 통하여 적은 비용부담으로 주택의 일정 지분을 소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지분공유방식으로 주택지분을 소유

하는 경우, 저축 등을 통하여 지분을 계속 매입하여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시에는 자산증식을 얻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손준익, 2014)

3.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주택상황은 시기별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

선 1단계는 1819~1926년으로 주택문제에 해결에 관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시기이다. 이때는 이민으로 인한 인구의 급증과 도시중

심부 슬럼화가 가속되었다. 2단계는 1926~1959년으로 식민지 정부가 싱

가포르 개량신탁회사를 설립하여 최초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였던 시

기로 주택문제의 해결보다는 주로 도시개발에 치중했던 시기이다. 3단계

는 1960년부터 현재까지 독립 이후 공공주택사업 전담기관인 주택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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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development board)을 설립하여 주택문제를 획기적으로 극복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주택개발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주

택 5개년 계획을 세워 주택문제를 해결해 왔다.(박미선 2001)

싱가포르의 HDB(Housing development board)는 단순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주거시

설을 제공하여 높은 주거환경의 질을 제공하고 있다. HDB 아파트의 경

우 단지 내에 학교, 슈퍼마켓, 개인 클리닉, 호커 센터(음식 백화점) 및

운동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커뮤니티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주택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 및 다양

한 임대방식을 통하여 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기임대 형식의 분양을 통해 HDB 공공주택은 피분양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99년 간 장기임대 형식으로 계약함으로써 소유는

하되 소유자의 파산으로 발생하는 재산의 상실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소형 임대주택에 국한되어 공급하지 않고 중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은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 복지

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공공주택 정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정

의할 수 있다. 공공주택 정책의 통제 및 감독을 수행하는 최고 행정기관

은 국토개발부(URA)이며, 그 산하에 주택개발청(HDB)이 공공주택의 건

설, 분양, 임대, 금융, 관리, 재개발 등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중앙연금준비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과 유사)에 강제로 납

부하는 적립금을 HDB 아파트 구입 목적의 경우 인출을 허용 함으로써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민간주택보다 약 45%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어 중․저소

득층의 부담 가능한 주택 구입에 일조하였다. 월평균 $ 8,000 이상인 고

소득층 또는 연금기금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자유 사업자들을 공공주

택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들은 가격 이 높은 민간주택시장으

로 흡수시켰다. 공공주택인 HDB 아파트 구입 시 주택가격의 80% 범위

내에서 장기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며, 대출금은 균등

상환 방식에 위한 월부금 불입형태로 상환하여 중․저소득층의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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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해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

으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장치들을 설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HDB 주택은 30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의무 거주기간 전에 판매하려

면 분양가격으로 HDB에 환매하도록 하여 의무 거주기간이 경과되어야

주택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후 분

양받는 주택을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매매할 경우에는 HDB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HDB에 환매하도록 하여 과도한 프리미엄에 의한 투기를 근원

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HDB의 신규 공공주택과 DBSS(Design Build & Sell

Schem) 공공주택은 각종 우선권제도에 의해 해당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한다. HDB의 신규 공공주택의 경우 MCP, TCP, TPS의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며, DBSS의 경우 기혼자녀 우대정책(Married Child Priorit), 3자

녀 우대 정책(Third-Child Priorit), 임차인 우대정책(Tenants Priorit)의

경우 우선권을 부여한다.(두성규·김현아, 2012)

4. 홍콩

제한된 국토, 가용택지 부족, 높은 인구밀도의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주거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주택정책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이 집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홍콩은 우리

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실제, 역사적으로 전쟁 직후의 귀환민, 피난민, 이

주민, 이재민 등을 수용하기 위한 대량 주택건설, 산업화와 도시화로 점

철되는 과정에서 자가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정부주도의 주택생산자원

(예, 대지, 노동력, 금융)에 대한 강력한 통제 등은 양국 간의 공통점이

다. 즉, 경제성장을 우위로 주택부문에 대한 자원할당을 제한시키는 동시

에 한정된 주택자원을 특정 대상 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주택정책모

형을 갖고 있다.(이현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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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전후 복구와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족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택의 생산자원(토지, 노동력, 금융)을 대부분을 통

제해 왔다. 1950년부터 자가 마련 촉진, 지속적인 임대주택 건설, 주거환

경개선사업, 신도시 건설 등의 양적 공급확대와 주택의 효율적인 배분

(임대주택 공급기준, 임대주택거주자의 자가 마련 지원 등)을 목적으로

주택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도 매우

흡사하다.

지속적인 임대주택의 공급과 동시에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계층

들에게 자가 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수행되었는데 이는 임대

주택의 순환을 높이고 차상위 계층을 중산층으로 밀어 올리는 효과를 얻

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시장기능에서의 자율

성을 강조,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민간 주

택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

급 (주택 공급, 임대료 지원)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PRH : Public Rental Housing)은 소득수준, 재산상태,

나이 등 신청인의 기본적인 자격기준 원칙하에 신청인의 특수성(노인가

구, 1인가구 등)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홍콩은 공공임대주택의

수혜자관리와 자격 제한을 4개 도시지역에 대한 대기자 명부(WL :

waiting list)를 통하여 주택 수요자를 관리하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 지

원은 신청인의 자격기준에 따라 크게 일반가구(Ordinary Family), 고령

가구(Application by Elderly Persons), 비고령 독신가구 (Application by

Non-elderly One-Person Applications, 처분용 주택(Express Flat

Allocation Scheme) 등으로 나누어 진다.(두성규·김현아, 2016)

제 2 절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

1. 주택공급제도의 변천

주택공급제도의 시작은 「공영주택법」(1962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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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에는 공공주택, 특히 공영주택(제1종 : 주공 공급, 제2종 : 지자체

공급)의 공급에만 적용되는 규제였다. 이 시기의 규제 내용은 주로 공영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 후 1972

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

입하기 시작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77)을 제정해 오늘날과 같

은 주택 공급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때부터 공공주택은 물론 민영주

택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대 말 주택경기가 과열되고 투기가 확대되면서 주택

공급제도는 투기억제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현행 주택공

급제도의 근간이 되는 청약제도 및 각종 공급제도가 마련된 것도 바로

이 시기다.

1980년대에는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주택공급제도의 주요 내용도 대부분 규제가 강화되었다. 대표적인 것으

로는 소형 공공주택에 대한 소득 제한제도 및 민영주택의 채권입찰제,

전매제한 및 재당첨 금지기간 연장 등이다.

그러다가 ‘토지 공개념’의 도입 및 ‘부동산실명제’로 비교적 부동산시

장이 안정세를 보였던 1990년대는 주택정책이 시장자율화 및 규제완화로

전환되면서 주택공급 관련 규제들이 다시 대부분 완화되거나 폐지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폐지된 규제 중 주요한 것들은 바 로 공공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제한제도 폐지 및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분양가 자율화, 분양

가 전매제한 폐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물경기 회복

을 위한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2001년 이후 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 돌입, 가계대출의 확대와 아울

러 대규모 재건축 사업추진 등이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와 결합되면서 부

동산 가격이 크게 급등하자 정부 정책은 다시 부동산 투기근절에 집중되

었다. 주택공급제도 역시 예전의 기준으로 강화되었는데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부활, 분양권 및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토지거

래 허가구역 지정,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 적용, 분양가상한제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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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청약가점제 등의 도입으로 사실상 이전보다 규제의 내용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MB정부의 출범으로 인

해 주택공급과 관련된 규제들은 다시 일부 완화되는 양상(분양권 전매

제한)을 보였다.

그러나 주택공급 관련 기준들은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기준 이외 자산

기준까지 추가되고 분양주택까지 공공의 주택사업 범 위가 확대되는 등

공공의 시장 개입과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합

하여 볼 때 현재의 주택공급제도는 과거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하여 공급

의 우선 순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취해졌던 내

용이 여전히 주요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주요 기준

들은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 왔지만 공급제도의 기본 골격은 사실상 변화

가 없었다. (두성규·김현아, 2012)

< 표1 연대별 주택공급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

자료: 김현아·김혜원 국내 공급제도의 비교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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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공급의 일반적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승인 대상(20호 이상의 주택)과 「건축

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20호 이상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주상복합 아파트 및 도시형 생활주

택(30호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공급대상은 개인(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며 단체공급이라는 항목이 있

으나 이는 직장주택조합 등 조합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혹은

기업)에 대한 공급규정은 없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축주택은 개

인을 대상으로 한다. 2011년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투자

회사법」상의 부동산 투자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이들에

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2011. 9. 29)되

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지자체의 장이 주택분양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적

용하는 선택항목으로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아직 시

작단계에 불과하다. 한편 개인의 경우, 유주택자도 신규 주택을 공급받을

수는 있으나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을 한 이후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며, 이 역시도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주고 있어 해당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혹은 세대원 또는 세대

주)가 신축주택의 공급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분양에 응모하여 분양

계약을 하는 행위이다. 현재, 신규 건설되는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

택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격기준에 입주

자저축제도[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청약부금, 청약예금]를 연

계하여 운용하고 있다.

청약예금은 목돈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

택에 한하여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여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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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

함)은 공공부문에서 짓는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저축이다.

청약가점제도는 분양가 상한제의 재도입 등으로 비교적 싸게 주택공

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규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

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청약예금과 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

는 전용 85㎡ 이하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추첨제와 가점제를 병

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0%

가점제로 공급하고 있다.

3. 공공분양 주택공급

(1) 일반공급 자격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신청자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

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이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의 판정에서 분양권까지 확대되어 무주택자의 범위를 한정시켰으며,

실수요자의 분양 신청 및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당첨자 선정방법은 1순위 내에서 청약저축 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표2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요건>

구분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과열
지역

1
순
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
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
회 이상 납입한 자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모든 지
역, 모든 주택 포함)에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2
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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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분양 특별공급 공통자격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은 크게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

초, 노부모특별공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특별공급신청자는 무주택요

건과 더불어 다음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을 충

족하야 한다.

< 표3 공공분양주택 자산보유기준>

비
청약
과열
지역

1
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
입한 자

2
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구
분

자산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

동

산

215,500

천원이하

건

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
든 건축물의 공시가격(단, 건축물가액이 공
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토

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
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
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
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
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

동

차

28,500

천원이하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
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
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
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동차
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
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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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분양 특별공급 개별자격

또한 특별공급의 경우 자산보유기준과 더불어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

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표4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자격>

구분 순위별 자격요건

다자녀
특별공급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
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
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
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포함)이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

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

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

약저축) 1순위(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

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③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가 있는 자

④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

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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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

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포함)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

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

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

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②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

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

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포함)이 도시근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

노부모
특별공급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
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
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한 분)

③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
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포함)이 도시근로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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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분양에서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공급하기 위해 민간보다

확대된 특별공급 제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 공급급 운용지침」제 2조에 의거 「주택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영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공분양에만 적용되고 있다.

4. 민간분양 주택공급

(1) 일반공급 자격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

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이 공급하는 전

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

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공급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규정하고 있

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예치기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

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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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특히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과, 과

거 5년이내 대란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여야

하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상기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2) 청약가점제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

되는 주택 중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점제를 적용하는 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수도권에 지정

된 공공주택지구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 투기과열지구 75%,

그 외 지역은 40%다.

85㎡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와 투기과열지구인 50%, 청약과열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30%다.

<표6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
1. 가점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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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

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

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

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

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

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

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

택기간을 산정한다.

4) 삭제 <2018. 12. 11.>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

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

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

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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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

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

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라.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

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나목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가. 일반기준: 가점제 점수는 나목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

정한다.

나. 가점 산정기준

가점

항목

가

점

상

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17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 23 -

5. 공유형 모기지 제도

서민주택보급이라는 과제는 소유권이 성립된 이래 전시대와 전 세계

를 아우르는 난제임이 분명하다. 정부가 새로운 주택정책을 제시할 때마

다 서민들이 더 쉽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과 더 안정적으로 주택

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었는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정

책의 문제점은 없는지는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국내 주택보급률은 2005년 98.3%에서 2014년 103.5%였다. 자가점유율

은 2006년 55.6%에서 2014년 53.6%로 하락하였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자가점유율이 약 60% 수준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

다.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낮아지며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

의 비중도 전세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에 자가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구입 배수(PIR)는 2006년 4.2배에서 2014년 4.7배 수준

으로 높아지면서 자가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능력

은 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3년 8월 “파격적 상품조건”이라는 수식 어구를 장착한 일

명 ‘공유형 모기지’ 주택대출제도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전·월세 대책과 함께 임차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하

여 공유형 모기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공유형 모기지는 기존의 주택금융체계의 장기 모기지와 같이 주택구

입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던 영국, 호주 및 미국에서 정책지원 주택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

간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이상～11년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이상～12년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이상～13년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이상～14년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이상～15년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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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상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분공유 모기지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

이다. 이처럼 새로 도입한 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월세, 전세, 소유 등으

로 대별되는 주택점유 형태를 주택금융비용 또는 주거비용 관점에서 소

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이자 인하, 지분제도 도입, 대출조건 등이

완화되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공유형모기지는 점유형태가 전세에서 자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공유하고, 낮은 이자율에 대한 반

대급부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무주택자는 과다한

전세금을 부담하고 주택소유자만 자본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고령화,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함께 주택에 대한 안정

적 공급과 다양한 주택금융의 발달은 여러 수요계층의 주택구입을 쉽게

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은 디딤돌대출(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수익과 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디딤돌대출의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현재 무주택자(기존 주택 보유자는 3개월 내에

처분 조건)로 대출 대상 주택은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 이하

주택으로 지역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

년 단위 변동금리이며), 다자녀 가구에 연 0.5%p, 다문화가구ㆍ장애인가

구ㆍ신혼가구ㆍ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연 0.2%p,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에게 추가로0.1%p ~ 0.2%p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 이

내, LTV 70% 이내, DTI 60%이내(단, 한시적으로 DTI 60%초과 80%이

내 인 경우 LTV 60% 적용)이며 10년, 15년, 20년,3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다. 조기 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는 연 1.2%, 그 이후는 없으며

디딤돌대출에는 처분이익 공유는 없다.

그러나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

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대출 대상 주

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이하, 아파트(기존, 미분양,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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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아파트)이며, 해당 지역은 수도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광역시, 인

구 50만 이상 도시이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이며, 대출 한도는

LTV 70%로(단,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부부합산 연소

득 4.5배 이내(단,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이

다.

대출 기간은 1년 또는 3년 거치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며, 조기

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는 연 1.8%, 3년 초과 5년 이내는 연 0.9%의 수

수료가 부과된다. 공유형 모기지의 특징인 처분이익 공유는 주택 매각(3

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을 공유하며 당초

매입 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기금의 최대 수

익률 연 5% 이내에서 주택기금에 귀속된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주택, 지역은 동일하나

대출금리는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이며, 대출한도는 LTV

40%(단,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이나 LTV 70% 범위

내에서 은행 계정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추가 대출받을 수 있

으며, 대출기간은 20년 만기일시상환, 조기 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 연

2.3%, 5년 이내 연 1.15%이며, 처분이익 공유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와 동일하게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을 공유하며 매각 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손)에 귀속한다.

이 공유형 모기지 도입배경은 2013년 8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기 전

까지 주택시장은 장기간 주택 시장 침체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위축되어 매매부진이 지속되었다. 매매부진에도 높은 주택 가격

은 주택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를 선택하여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은 전세를 사는 서민ㆍ중산층에게 부담이 되어

전세 수요를 주택 구입으로 전환하여 주거안정을 하고자 공유형 모기지

를 도입하게 되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ㆍ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

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 가격 변동 리스크를 주택도시기금이 같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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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 실제 수요자가 비용과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제 3 절 사업주체의 주택공급 방식

1. 주택선분양 제도

(1) 선분양의 개념과 등장 배경

선분양이란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판매계약을 맺는 행위로써 구

체적으로는 사업자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

을 받을 경우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선분양 방식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선호되어온 이유는 정부, 공급자,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

에 정부는 선분양을 통해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

대량공급을 촉진할 수 있었으므로 선분양에 매력을 느껴온 것이다.

주택공급업자들은 선분양을 통해 수분양자로부터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적은 자본금으로도 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수분양자

들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선분양을 통해 입주 2-3

년 전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고, 주택구

입자금을 2-3년에 걸쳐 납부함으로써 입주 시 한꺼번에 목돈 마련하는

것에 비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

결국, 선분양은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발생하였던 주택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기조 속에서 3자 간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식

이었으므로 장기간 지속되었다.

(2) 선분양 방식의 구조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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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5조 1항)

또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 2인 이

상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분양이 가능하다.(「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5조 2항)

더불어 주택 선분양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주택사업자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 사(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

시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이는 주택건설업체는 수분양자로부터 전

체 분양대금의 70~80%까지 무이자로 조달함으로서 중소건설업체들도 조

기에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림1 주택선분양제도의 구조>

- 아파트는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3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

조 공사가 완성 된 때에는 분양가능

-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에 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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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분양 방식의 문제점

선분양 제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시장질서 왜곡, 공급

자의 사업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 건설업체 부

도와 입주 지연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주거불안, 주택가격의 급등과 이자소득의 상실, 과다한

양적 팽창 유발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매가능 기간이 길어 투기적 수요 발생이 쉽고, 사업 위험의 상당 부

분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소비자 부담하

는 구조로 사업주체에게 유리한 방식의 사업구조인 것이다.

< 표7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

구분 내용

이종의

(2003)

-소비자 선택권 제한

-불공정 거래의 소지 내포

-부도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손실 유발

-소비자의 주거불안과 빈번한 주거이동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개선 노력 저해

김용태

(2004)

-전매시장형성으로 시장교란우려

-경쟁력 약화 및 과다한 양적 팽창 유발

-주택수요자가 사업위험 부담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우려

-건설업체 부도시 입주지연

조영주

(2004)

-투기적 수요 발생

-주택의 품질 확인 불가

-주택사업자의 사업위험 부담을 소비자가 부담

-소비자의 선택폭 제한

오진석

(2004)

-분양가에 대한 금융비용을 소비자가 부담

-업체 부도시 계약자 피해

-모델하우스에 의존하여 상품성 판단

-부실시공 등 주택품질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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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기열· 김영곤(2018), ‘후분양 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부동산학보」, 72, 99-113.

2. 주택 후분양 제도

(1) 후분양 제안의 배경

주택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

하여 주택투기수요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인식에서 출

발하였다.(정동영 2016 및 윤영일 2017 발의 법안)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어 대규모 주택의 신속

한 공급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선분양제도는 시장이 과열되는 상

황에서 한꺼번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의 단기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허윤경 2016)

< 표8 후분양 제도의 제안배경>

-분양대금을 선납해야하는 부담

김정모

(2004)

-공급상 문제(주택시장 불안, 분양가격 상승 등)

-수요상 문제(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

-금융상 문제(금융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고옥래

(2005)

-소비자의 주거선택권 침해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교란

-분양주택의 질적 저하

황지영

(2006)

-업체 부도시 계약자 피해

-부실시공, 하자 등 주택 품질 저하

-분양대금 선납으로 부담

구분 내용

이종의

(2003)

-여건변화(주택보급률, 주거수준향상, 수요자 주도시장)

-주택건설산업의 구조의 변화

-금융여건의 변화(부동산증권화, 저금리와 가계대출 증가)

-주택시장 개방과 정보화(대외개방, 정보화)

-정책마인드의 전환

오진석

(2004)

-분양권 전매로 인한 투기수요 발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분양가 과다계상

-과대 형성된 신규주택시장 및 주택건설시장의 구조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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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기열· 김영곤(2018), ‘후분양 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부동산학보」, 72, 99-113.

(2) 후분양제도의 구조

주택 후분양제도는 현재 주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선

분양 방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원초적으로는 주택을 완공한 후에 분양

하여 주택도 일반 소비재처럼 수요자가 완공된 제품을 보고 대금을 지불

하게 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2019년부터 공공분양에 적용하는 후분양제는 공정 60% 이상

이 되는 시점에서 분양하며, 차츰 80%, 100%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선분양 방식을 통하여 건설자금을 소비자로부터 조달해왔던 건설업체는

PF대출 등 새로운 건설자금조달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림2 주택 후분양제도의 구조>

-과거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전환

박명욱

(2005)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시장교란 차단의 필요성

-정부정책의 편향성 제거

-정부주도의 대량공급정책의 필요성 약화

-신규주택시장 및 주택건설시장의 구조조정 필요성

-수요자 시장으로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권리 강

석홍재

(2004)

-건설지원정책의 필요성 약화

-과대 형성된 신규주택시장과 주택건설시장의 구조조정 필요

-분양가자율화로 인한 주택건설업체의 채산성 개선

-주택가수요 증가

-소비자 권리 강화의 필요성

이상용

(2008)

-정부정책의 편향성 제거 필요

-자금조성 구조의 재검토 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분양가 과대계상

-정부주도의 대량공급정책의 필요성 약화

홍성준

(2008)

-정부주도의 대량 공급정책의 필요성 약화

-공급자시장에서 수요자시장으로의 변화여건 조성

-정부정책의 편향성 제거

-분양권 전매에 따른 주택시장 교란 요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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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의 후분 사례

가) 서울주택도시공사 항동 공공주택지구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시기는 건축공

정 60% 시점에서 분양 공고하도록 규정 (SH 후분양 관련 내부규

정)

·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은 후 약 9~10개월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고,

계약 이후 입주개시일까지 총 3번의 중도금을 지불

· 주택 분양금 납부는 계약금(10%), 중도금 1차(10%), 중도금 2, 3차

(15%), 잔금(50%)의 비율로 구성

· 수분양자에게 분양주택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이

후에 3일간 견본주택을 운영하고, 운영기간 외에는 사이버 견본주택

및 전자팸플릿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

[항동공공주택지구 2단지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245 일원

- 총 면적 : 2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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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개요 : 지하2층, 지상14~18층의 아파트 6개동

- 공급시설 : 주택 646세대(분양 394세대, 임대 252세대)

- 사업경과 : 2010.12.31.~2019.07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민락2 A-6블록 (시범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진행한 ‘공정률 60% LH형 후분양

제’ 시범사업

· 2017년 6월 말 경 입주자 계약을 시작으로 중도금 약정 없이 약 6개

월 후인 2017년 12월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가 가능하게 함

· 현장 모델하우스 대신 샘플하우스를 설치 운영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부터 분양홍보관을 개보수 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주택의 정보를

제공

· 2017년 04월 27일 첫 번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회차별(8개

월간 6회) 자격조건 완화 출시로 연중 다양한 수요층을 확보하여 입

주자 사전점검까지 100% 분양을 완료

[의정부민락2 A-6블록 사업개요]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민락동 일원, 2,621천㎡(793천평)

- 공급시설: 주택 1,540세대, 근린생활시설 10호 등

- 사업경과: 2006.12.07.~2017.12.14.

3. 선·후분양 제도의 장·단점

(1) 주택 선분양제도의 장·단점

주택선분양 제도의 장점은 주택건설사(공급업자) 입장에서 건설자금의

조기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동시에 주택수요를 사전 확보함으로써 사업안

정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주택소비자(수분양자) 입장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 부족한 주택을 빠른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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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반면에 주택 선분양 제도의 단점으로 소비자가 분양계약 시 실제 주

택 품질을 확인할 수 없으며 분양주택을 위해 마련된 견본주택(모델하우

스)을 통한 광고, 홍보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분양주택에 대한 금융비용

과 시장위험의 상당 부분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한다.(다만 소비자 위

험 의 상당부분은 보증제도로 보완)

또한 분양시장이 과열되어있는 경우, 분양당첨자와 중개인 등을 중심

으로 분양권 전매가 활발히 일어나 투기가 성행할 수 있으며, 선분양을

통해 주택수요가 증가할 때 대량의 주택이 분양시장에 일시적으로 공급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단기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한다.

(2) 주택 후분양제도의 장·단점

소비자가 단지 내에서 해당 주택의 위치와 단지 내 편의시설 현황 등

을 비교 평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완성된 주택의 품질을 확인한 상태

에서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단지주변 기반시설 준공 및 진행상황이 확인되고, 주택의 품질이 상호

비교 될 수 있어 공급업자들의 품질향상 및 기반시설 설치노력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전체적인 품질향상 기대할 수 있으며, 분양이나 준공에 대

한 위험의 대부분이 소비자에서 공급자로 이동되므로 소비자 측면에 서

는 이런 미준공위험이나 공사 지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건설사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조달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 증가분으로 인해 분양가격 상승 가능성

이 있으며,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 건설사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택공급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중소건설사의 사업 포기 및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공급능력 및 공급량이 감소하여 중장기적으로 신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재고주택의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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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후분양제도 효과 및 제언

1. 주택시장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1) 기대효과

분양받은 후 입주까지 대략 6~1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소비자 입장에

서는 해당 주택의 위치와 주변 기반시설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여 사기분양 내지 과대과장 광고가 어려워짐으로써 보다 공정한

분양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과 입주간의 기간이 짧아짐으로써 분양권 전매가능 기간이 대폭

축소되어 분양권을 이용한 투기수요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선

분양 시 일반적인 중도금이 필요 없으므로 중도금 대출이 감소하여 가계

부채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이갑섭, 2017)

(2) 부정적 측면

민간부문까지 후분양제가 의무화될 경우, 중소 건설업체의 공급여력이

축소되어 전반적인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수요

가 단기적으로 팽창하거나 축소될 때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단위 사업의 분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선분양에서는 분양

률)가 사라지므로 건설업자의 리스크가 증가하여 자금조달비용(대출금

리)이 증가하므로 분양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주택소비자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1) 기대효과

선분양제 하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은 대부분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

지만 후분양의 경우 주택공급자에게로 위험이 이전되면서 소비자의 위험

부담 감소된다. 필요한 곳, 필요한 수요에 맞추어 공급하는 다품종 유연

적 생산방식으로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급되면서 소비자의 주택선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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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장경석 2017, 김성제 2017)

또한 소비자가 분양계약 시 실제 주택의 품질을 선분양보다 다 많이

확인할 수 있어 허위·과장광고나 부실공사 등에 따른 피해 감소가 기대

된다.(장경석 2017)

(2) 부정적 측면

분양시점이 이연되면서 준공리스크에 따른 조달금리상승, 시장주택가

격 상승 등으로 주택분양가가 상승하여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승의 요인으로는 건설 기간 발생하는 금융비용의 증가(권

주안 외 2005, 유선종 2003, 장경석 2017), 시장가격을 참고한 분양가 산

정(유선종 2003)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선분양제도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분양시점의 분양가와

입주시점의 매매가의 차액인 시세차익을 후분양 제도에서는 기대하기 어

려우며, 후분양은 분양시점과 입주시점이 선분양제도에 비하여 단기이기

때문에 분양 후 단기간 내 목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소비자의 단기 자금

부담을 가중될 수 있는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이갑섭, 2017)

3. 주택공급자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1) 기대효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것에 따른 반사이익

을 기대할 수 있으며, 품질향상을 통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사업자대출을 통해 총 사업비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사업이 중단되는 준공 리스크가 감소될 가

능성이 있다.

에너지, 친환경, IoT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성능과 품질

을 개선하는 공급체 계의 확립이 가능하다.(김성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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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측면

분양기간이 단기인 관계로 미분양 증가 가능성 등의 분양위험이 증가

하고 2~3년 후 분양시점의 시장상황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대된다.

건설사의 건설비용이 상승되면서 주택공급업체의 부담이 되며, 향후

주택공급시장이 80% 공정까지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대기업 중심으

로 재편되고 중소건설사들의 성장을 제약하면서 주택건설사업자 간 양극

화현상 발생이 우려된다.

일부가 선분양을 유지할 경우, 후분양단지는 이미 어느 정도 골조와

구조가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분양시점의 주택트렌드를 맞추어 구조를 변

경하기 어려워 선분양단지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4. 금융기관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1) 기대효과

PF대출을 통한 사업자 대출에의 자산운용 기회가 증대되며 자금 공급

자 중심으로의 시장 개편이 예상되어 일정한 수익성 증가를 기대된다.

건설업체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선분양제 하에서보다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비중이 높아지므로 주택금융조달기법(Project

Financing)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 위협요인

미래(현재로부터 약 2~3년 이후)의 분양성과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난이도가 증가되며, 매출액 대비 대출규모 증가에

따른 상환리스크 증가로 인하여 보수적PF 대출 운영

선분양에서는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유입을 통해 PF대출이 상환되며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상환리스크가 감소하는 반면 후분양에서는 분양시

점이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의 후반부에 위치하므로 대출상환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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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리스크가 증가한다.(이갑

섭, 2017)

5. 보증기관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1) 기대효과

건설업체의 리스크가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보증시장도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되며, 개인보증에 편중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사업자보증확

대를 통해 보증포트폴리오를 개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위협요인

분양보증이나 중도금보증(주택구입자금보증)은 감소할 것으로 전만 되

며, 일반적으로 사업자보증이 중도금보증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장기건 전성 악화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보증기관의 보증금액에 대한 양적 위험과 상환리스크의 질적 위험을 동

시에 증가시켜 보증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다.

6. 정책적 제언

(1) 분양시기의 적절한 조합

후분양의 일괄 적용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단순논리에서 탈피하여 해

당 지구의 여건에 맞는 분양시기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수분양자에게 최

선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양시점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분양으로 인해 입주예정 아파트의 옵션에 대한 선택권이 원천

봉쇄되고 상황에 따라 분양가가 상승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

떠한 방식이 수분양자의 주거수준 향상과 저렴한 주택마련에 더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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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분양을 하는 것이 최선

의 대안이 될 것이다.

한 단지에서 선분양, 60% 후분양, 80% 후분양, 100% 후분양 등을 혼

합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이때 수분양자들은 본인

의 상황에 따라 분양받을 시기와 분양가격을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

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 공정별 후분양 시범사업 실시

우선 시범적으로 60%, 80%, 100% 공정 후 분양을 시행하여 각각의

경우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점을 진단한 후 최적의 후분양시기를 정할 필

요가 있다.

입주자의 선택권과 분양가격, 입주 후 만족도 등의 수분양자 측면에서

의 평가와 분양률, 자금조달, 이자, 예비입주자 관리 등 공사 측면의 평

가를 통해 최적의 분양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후분양 시점에 따라 수분양자의 만족도나 선택사항이 큰 차이를 보인

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한단지에서도 다양한 분양시기를 도입하여 개

별 수요자들에게 맞춤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100% 후분양이 그동안 주장해온 ‘소비자선택권’을 완벽하게 보장해주

며, 수분양자들도 가장 만족하는지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한 후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투기적 청약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마련

후분양은 전매기간이 짧으므로 소위 ‘분양주택 투기’가 감소할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으나 실질적으로는 더 극심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

으므로 이를 대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선분양에서는 분양 후 입주까지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므로 분양권전

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기적 청약이 개입할 여지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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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에서는 분양 후 입주까지 최대 1년에서 짧으면 수개월밖에 걸

리지 않으므로 분양권전매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므로 분양권전매의 가

능성은 감소하나 분양제하에서 분양가 규제를 받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시세와의 격차가 여전히 클 가능성이 있고, 분양받는 가격과 시세와의

격차에 대한 변동위험이 선분양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므로 후분양단지에

대한 청약과열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분양의 수분양자는 미래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으므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으며, 이 분양권을 사는 경우에도

리스크는 여전히 큰 상황이나 후분양의 경우는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거

의 제거된 상태에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분양제가 정착됨과 동시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서는 분양받은 주택의 매각 시 거주 및 보유기간의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청약 과열 현상이 분양시

점(선분양, 60%, 80%, 100%)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기수요의 제거를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관련 제도의 정비

후분양은 단순히 분양시기를 조절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

라,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체계에서 중요한 자금조달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이 절대적이므로 후분양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달이자 및 분양가격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경우 분양보증이 필요없는 대신 PF규모가 확대됨

에 따라 관련 보증상품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므로 경기도시공사는 시범

사업을 통해 민간의 후분양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어떠한

것인지를 선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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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이론적 논의 및 선형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국내 주택시장은 급속한 산업화로 다양한 주택문제가 급속하게 나타

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시화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였

으며 이는 주택가격의 급속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법이 시도되었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주택가격이

급등에 따라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활용하여 자본이득을 창출하려는 시도

가 꾸준히 시도되었으며 또한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었기 때문이다(김준

형 외, 2016).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은 사회초년생, 신혼가구 그리고 노

인 계층과 같은 주거약자에게 주택구매에 대한 높은 장벽을 세우는 문제

를 야기했다. 이런 주택이 우선 주거와 어떻게 대비되는지 살펴보면, 현

재까지 주거라는 개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지만,

「주거론」(강순주, 2010)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주거란 주거요구, 주거

의식, 주거가치관, 주거규범을 포함하며, 특히 주거요구는 생활의 최소

단위인 과의 관계 속에서 거주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물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주거란 인간이 거주하는 물리적 형태의 건물인 ‘주택’이라는 공

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및 개개인의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영재, 2002) 또 주거는 물리적 건축물을 넘어선 인간을 보다 강조한 용

어이며, 주택은 인간의 생리적 내지 정서적 욕구를 “생존, 적정, 쾌적함

의 척도에 따라 충족시켜 주는 물적 용기”에 한정된다고 정의되기도 하

였다.(윤혜정, 2003) 즉 주거는 물리적 공간과 더불어 경험적, 정서적 측

면을 포함한 비물리적 요인까지를 일컫는 포괄적 개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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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논문에서 주로 논의하는 주택은 한 가구가 거주하기 위한

생활공간이자 사회조직의 기초단위이며 매우 다양한 모습을 지닌다. 먼

저, 주택은 물리적인 거주지이며 시장 재화이다. 주택은 투자재이기도 하

며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집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특히

주택은 인간이 사용하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특정한 위치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유동적이고 고정적인 공간적 특성이 있다. 또한 주택

은 일반 가구의 평균적인 소득에 비해 매우 고가의 상품이며 내구성이

강하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정책은 주택의 단순한 특성만을 바탕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매우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Bourn, 1981; 정

은진, 2006)

또한 주택 소유와 주거생활 안정은 매우 높은 연관성이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가소유 촉진정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참여정부 이후 저소득층이나 생애 최초 주

택 구매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주택 중도금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정책으로 무주택자에게 지원

하였다. 이외 소형주택의무비율 제도, 청약가점제 등의 무주택 우선 주택

공급제도, 분양상한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특별제도 등의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하였다(국토교통부, 2015). 이후 금융시장 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를 회복하고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을 두고 시행된

2013.4.1 부동산 종합대책은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가구에 대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세제혜택과 금리인하를 통해

주택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함으로써 주택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애최초주택 자금대출제도의 진입장벽으

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

출을 통해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손준익, 2014)

2. 선행연구 검토



- 42 -

주택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첫째, 주택선택

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련한 연구는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점유형태나

점유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유완(1992)은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활용하여 주택의 소

유형태와 주택 유형에 영향을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가소유에 영향을 가져오는 변수는 결혼경과년수, 가장의 교육수준, 가

구원수, 전용 건평 등 물리적인 특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수(2004)는 2000년 통계청에서 수행한 가구소비 실태조사를 활용하

여 17,349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로 활용된 주택점

유형태와 점유형태는 각각 이항로짓모형과 다항로짓 모형을 활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택특성을 반영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 주택을 선택

할 확률이 높아지고, 서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도시의 거주자가

자가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숙(2004)은 주택시장에서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을 적용하여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주택선택시 고려요인

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대 간 요구에 대응되는 주택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성세대는 신

세대보다 주택을 선택할 때 주택의 투자성과 시장가치에 관련된 경제적

특성 을 고려하여 주택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생애최초 주택선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최열

(2013)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생애최초 자가주택을 구입한 시

점의 가구주 연령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개인/고용/가구/거주 특성과의

영향 관계에 대해 생존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가구는 그

2000년 이전의 가구에 비해 2.13배 빨리 주택을 구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주택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이 어려워지고 있

다는 것을 주장한다.

마강래(2011) 역시 노동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종속변수를 주택구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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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설정하고, 개별/지역/부모 특성을 변수로 활용 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 결과 1998년에서 2007년 사이에 결혼한 가구들은 주택을 구

입 하기까지 약 4.8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별로 사

무직, 정규직 종사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택구입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현, 장명준(2018)은 생애주기이론을 반영하여 가구를 신혼단계, 자

녀양육단계, 자녀독립단계로 구분하고 생애최초 주택선택에 미치는 차이

를 분석하고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적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는 생애최초 구매에 있어서 개별 가구주의 특성

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어져 왔으며, 지역적 특성과 주택공급제도가 주

택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지

역적 특성과 함께 주택제도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모형과 가설

1. 연구문제와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개별특성과 주택공급제도가 과거 6개년(2008,

2010, 2012, 2014, 2016, 2018)의 기간을 연구범위로 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구주 개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 정책변수를 활용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무주택

자를 대상으로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구주 개별에 대한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주택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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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형

< 표9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주택공급제도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선택기간이 다를 것이

라 가정한다.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한 제도로써 공공분양의 생애최초 특

별공급제도와 주택구매를 망설이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유형 모기지상품

의 출시는 최초 주택구매 기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대출금리도 주택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 주택공급제도에 따라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매 기간이

차이가 날 것이다.

· 1-1 생애최초 주택공급 제도 실시 후 생애최초 주택구매 기간이 빨

라졌을 것이다.

· 1-2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생애최초 주택구매 기간이 빨라졌을 것이

다.

· 1-3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 출시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간이 빨라졌을 것이다.

변수

⇛

종속변수

가구주

개별 특성

성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

기간(월)

가구의 규모

가구의 월소득

가구의 지출

주택공급

제도

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
실시(2009)
대출이자율

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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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선정 및 정의

1. 독립변수

주택은 한 가구가 거주하기 위한 생활공간이자 사회조직의 기초단위

이며 매우 다양한 모습을 지닌다. 먼저, 주택은 물리적인 거주지이며 시

장 재화이다. 주택은 투자재이기도 하며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집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특히 주택은 인간이 사용하는 다른 재

화와는 달리 특정한 위치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유동적이고

고정적인 공간적 특성이 있다. 또한 주택은 일반 가구의 평균적인 소득

에 비해 매우 고가의 상품이며 내구성이 강하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정

책은 주택의 단순한 특성만을 바탕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매우 다양한 요

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Bourn, 1981; 정은진, 2006)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의 개별적

특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적 특성과 주택공급 정책 또한 주택구매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한다.

우선 개별적 특성은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비

용 구성하고, 또한 독립변수로는 가구주의 생애 최초 주택구매를 촉진하

기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와 기존 디딤돌 대출(생애최초 주택구매

자금)과는 다른 수익과 위험 공유형 대출 상품이 주택기간을 얼마나 단

축시켰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대출금리 또한 주택구매에 영향을 미

치므로 대출금리를 변수로 추가한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걸리는 기간이다. 국

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가구주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에 거주하

고 있는 가구주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에 구매하는 시간을 지역별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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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3. 변수의 구성

본 논문의 변수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표10 변수의 구성>

제 4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수집

독립변수인 가구주의 개별특성은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

용하여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규모, 가구주의 자산, 가구주의 소득자

료를 수집한다.

주거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

여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자료

이다. 최초로 2006년 시행된 이후 매 2년마다 실시되었으며, 2018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

의식 및 주거계획, 정책 평가 및 정책 수요, 가구특성 등의 설문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른 독립변수인 지역적 특성은 국가통계포털

구분 변수정의

종속변수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 기간
구입기간(월)

통제

변수

가구주

개별특성

성별 남녀
가구 규모 명
월소득 만원
월지출 만원

독립

변수

주택공급

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행여부(0,1)

대출이자율
1%초과-6%미만

(1,2,3,4,5)
공유형 모기지 시행여부(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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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e-지방지표 활용을 통해 인구와 관련된 인구밀도(주민등록인

구/면적)와 순이동인구를 수집하고, 결혼 관련된 혼인건수, 고용측면에서

는 실업률과 청년 고용율을 수집하고, 경제측면에서는 지가변동율과 주

택건설실적(호)의 지역적 특성 활용한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별로

주택구매에 걸리는 평균 기간을 STATA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종속변

수로 활용한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지역적 특성이 생애최초 구매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STATA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상기 분석 결과로부터 생애최

초 주택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 개별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

또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촉진하고자 할 때 개별 가구주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그

해당 지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을 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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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를 통해 조사된 전국에 분포한 가구를 대상으로 연구범

위를 설정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원시자료에 포함된 가구 특성을 통제변

수로 주택공급제도가 어떻게 생애최초 주택구 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한 분석도구는 STATA 프로그램이 활용되어 변수들

의 기술적 통계값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11-1 변수들의 기술통계1>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 기간은 평균이 95.19개월이고, 표준편차가

109.200개월으로 나타났다. 대출 이자율은 평균이 3.12%, 표준편차가

1.333%이다. 월평균소득은 평균이 274.98만원, 표준편차가 209.847만원으

로 나타났으며, 월평균비용은 평균이 173.70만원, 표준편차가 115.348만원

으로 나타났다. 가구규모는 평균이 2.72명, 표준편차가 1.293명이다.

변수 Obs Mean Std. Dev. Min Max

생애최초주택구입 122,409 95.20344 109.1942 0 840

대출금리 197,600 3.123284 1.331948 2 5

공유형모기지 197,600 .5142385 .4997986 0 1

월평균수입 196,253 275.0596 209.8658 0 8000

월평균지출 196,787 173.742 115.3579 0 2000

가구규모 197,600 2.724626 1.29301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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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1-2 변수들의 기술통계2>

생애최초 특별공급시행을 살펴보면, 시행 전의 가구주는 30,156명으로

15.2%, 시행 이후의 167,613명으로 84.8%으로 나타났다.

< 표11-3 변수들의 기술통계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분포는 수도권은 79,598명(40.2%)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은 118,171명(59.8%)이다.

< 표11-4 변수들의 기술통계4>

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은 19.8% (39,209명), 중졸은 12.4%(24,493

생애최초

특별공급
Freq. Percent Cum.

No 30,156 15.25 15.25

Yes 167,613 84.75 100.00

Total 197,769 100.00

지역 Freq. Percent Cum.

수도권 79,598 40.25 40.25

비수도권 118.171 59.75 100.00

Total 197,769 100,00

학력 Freq. Percent Cum.

초졸 39,209 19.83 19.83

중졸 24,493 12.39 32.22

고졸 67,331 34.06 66.28

대졸 66,658 33.72 100.00

Total 197,69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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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고졸은 34.1%(67,331명), 대졸은 33.7%(66,658명)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12-1 변수들의 상관관계1>

※ * p<0.05

구분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출

이자율

공유형

모기지
초졸 중졸 고졸

생애최초

주택구입
1.000

생애최초

특별공급
-0.0024 1.0000

대출금리 0.0142＊ -0.5969＊ 1.0000

공유형

모기지
0.0101＊ -0.4360＊ -0.8678＊ 1.0000

초졸 0.0289＊ -0.0336＊ 0.0137＊ 0.0042 1.0000

중졸 0.1398＊ 0.0124＊ -0.0117＊ 0.0154＊ -0.0187＊ 1.0000

고졸 0.0596＊ -0.0013 0.0081＊ -0.0076＊ -0.3575＊ -0.2703＊ 1.0000

대졸 -0.1848＊ 0.0209＊ -0.0115＊ -0.0066＊ -0.3548＊ -0.2682＊ -0.5126＊

월평균

소득
-0.0856＊ 0.0881＊ -0.0587＊ 0.0287＊ -0.5444＊ -0.1460＊ 0.1078＊

월평균

비용
-0.0968＊ 0.1203＊ -0.1354＊ 0.1196＊ -0.4003＊ -0.1554＊ 0.0313＊

성별 -0.1606＊ 0.0356＊ -0.0415＊ 0.0376＊ 0.3483＊ 0.0145＊ -0.0987

가구규모 -0.0393＊ -0.0744＊ 0.1160＊ -0.1340＊ -0.3263＊ -0.0986＊ 0.0952＊

지역 -0.0471＊ 0.0165＊ 0.0104＊ -0.0376＊ -0.1635＊ -0.0223＊ 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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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기와 대출이자율(interestrate)의 관계는, 상

관계수가 0.01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p<0.05).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중졸학력의 관계에서는 상관계수가 0.140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또한 생애최초

주태구입과 고졸학력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06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대졸학력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8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에 학력에서 차이가 나타난다.(p<0.05)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월소득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086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이는 월소득이

적을수록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늦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맥락에서

월소득이 많을 경우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때 월지출을 살펴보

면, 상관계수가 -0.09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policy)와 대출이자율(interestrate)은 상관계수

가 -0.59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대출금리와 공유형모기지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868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대출이자율과 월평균

지출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3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공유형 모기지와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029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공유형모기지와

월평균비용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공유형모기지와 가구규모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3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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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2-2 변수들의 상관관계2>

구분 대졸
월평균

소득

월평균

비용
성별 가구규모 지역

대졸 1.0000

월평균

소득
0.4537＊ 1.0000

월평균

비용
0.4149＊ 0.7653＊ 1.0000

성별 -0.2050＊ -0.4006＊ -0.3184＊ 1.0000

가구규모 0.2485＊ 0.5765＊ 0.5502＊ -0.4073＊ 1.0000

지역 0.1120＊ 0.1686＊ 0.1263＊ -0.0 0.0263＊ 1.0000

  

   ※ * p<0.05

대졸학력과 월평균수입의 상관계수가 0.45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대졸학력(University)과 월평균비용

은 상관계수가 0.41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다(p<0.05). 월평균수입과 월평균지출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76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월평균수입과

가구규모는 상관계수가 0.5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월평균비용과 가구규모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5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제 3 절 회귀분석

독립변수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대출이자율 그리고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합동 OLS 모형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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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3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의 값이 1156.45 그리고 p값이 0.000

으로 모형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에서 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종

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R2은 9.5%으로 낮은 편이므로 설

명력이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6.71211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61이고 유의확률

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6.712이므로 특별공급 제도실시한 이후 생애

주택구입 기간은 6.712개월 증가하게 된다.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121,163

Model 137301849 11 12481986.2
F(11, 121151) = 1156.45

Prob > F = 0.0000

Residaul 1.3076e+09 121,151 10793.4103
R-squared = 0.950

Adj R-squared = 0.0949

Total 1.4449e+09 121,162 11925.6392 Root MSE = 103.89

생애최초주

택구입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생애최초특

별공급
6.712113 1.015912 6.61 0.000 4.720943 8.703284

대출금리 4.076799 .683156 5.97 0.000 2.737824 5.415773

공유형

모기지
9.2329 1.838369 5.02 0.000 5.629727 12.83607

중졸 17.04334 1.095684 15.55 0.000 14.89582 19.19086

고졸 -13.74676 .9922434 -13.85 0.000 -15.69154 -11.80198

대졸 -51.8323 1.101829 -47.04 0.000 -53.99187 -49.67273

월평균소득 -5.547687 .6610588 -8.39 0.000 -6.843345 -4.252028

월평균비용 -0.0127047 .0040475 -3.14 0.002 -.0206377 -0.0047718

가구규모 -2.784694 .3156377 -8.82 0.000 -3.403339 -2.16605

수도권 17.65697 .6352799 27.79 0.0000 16.41183 18.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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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율은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4.07679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97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4.077

이므로 대출이자율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생애 주택구입 기간은 4.077

개월 증가하게 된다.

공유형 모기지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9.2329으로 나타났

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02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9.233이므로 공유형모기지 시행 이후 주택구입 기간은 9.233개월 증

가하게 된다.

고졸학력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13.7467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3.85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13.747이므로 고졸학력이면 초등학교 졸업보다 생애 주택구입 기

간은 -13.747개월 감소하게 된다. 대졸학력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51.832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7.04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51.832이므로 대졸학력이면 초등학교

졸업보다 생애 주택구입 기간은 -51.832개월 감소하게 된다.

월평균수입의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5.54768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8.39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

5.548이므로 월평균소득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생애 주택구입 기간은

-5.548개월 감소하게 된다.

월평균비용의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127047으로 검정통계량을 살

펴보면, t값이 -3.14이고 유의확률이 0.00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013이므

로 월평균비용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생애 주택구입 기간은 -0.013개월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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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2.78469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8.82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

이 –2.785이므로 가구규모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생애 주택구입 기간

은 -2.785개월 감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17.6569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7.79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

타(B)의 값이 17.657이므로 지역이 수도권이면 생애 주택구입 기간은

17.657개월 증가하게 된다.

제 4 절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주택공급제도가 생애최초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가설검정 결과

는 아래와 같다

< 표14 가설검정 결과>

연구가설 분석결과

1. 주택공급제도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매 기간이 차이가 날 것이다.

1-1 생애최초 주택공급 제도 실시 후 생애최초 주택구매

기간이 빨라졌을 것이다.
기각

1-2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생애최초 주택구매 기간이

빨라졌을 것이다.
채택

1-3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 출시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매 간이 빨라졌을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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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에 한

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혹은 국가나 지

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

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9년 최초

로 만들어졌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의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다른 특별공급인 기관추천, 신혼

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주택구매 이후 6.7개월이 증가하였다. 생애최

초 특별공급 제도 자체가 주택구매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 요인으로는 생애최초 공급제도는 공공분양에만 해당하는 제

도이다. 민영주택에서는 생애최초 주택특별 공급물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형평성 측면에서 공공분양에서 먼저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민영

주택에서는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구매시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택 대출금리는 1%~5%의 변동폭으로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1

단위 올라갈수록 4.07개월 증가하였다. 주택수요자들이 대출 금리가 높을

경우 최대 약 16개월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즉 대출금리는 생애최초 주

택구매에 영향을 준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셋째, 2013년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은 전세를 사는 서민ㆍ중산층에게

부담이 되어 전세 수요를 주택 구입으로 전환하여 주거안정을 하고자 공

유형 모기지를 도입하게 되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ㆍ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 가격 변동 리스크를 주택도시기금

이 같이 부담을 하여 실제 수요자가 비용과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경우 최초 목적이

전셋값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제도 시행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

로는 생애최초 주택구매를 앞당기는 요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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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본연구는 주택공급제도가 생애최초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특

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가구주의 개인적 특성에서 학력을 중심으로 보면 중졸에 비해

고졸, 특히 대졸인 경우 초등학교 졸업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기간은

최대 51개월이 차이가 난다. 이는 학력과 월평균 수입의 상관관계에서

볼 때,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은 상관관계(0.454)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학력과 월평균 소득에 따라 주택구매를 앞당긴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가구의 규모를 보면 규모가 클수록 생애최초 주택구매시기가 상대적

으로 짧았다. 가구구성원이 2인일 때 보다 4,5인일 때 구매시기가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는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생애 주택구

입 기간은 -2.785개월 감소하게 된다.

가구주의 개인적 특성이 아닌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

권 지역에 비해 생애최초 주택구매 시기가 17.657개월 길었다. 이는 주택

가격의 차이가 주택구매시기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볼 수 있

는 점은 주택가격이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간접적으

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공급제도 측면에서 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와 공

유형 모기지 제도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으나, 가설과는 달리 반대 반

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구매 시기를 앞당기지는 못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며, 또한 공유형 모기지 제도

의 경우 이는 전세대책으로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나, 이 제도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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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는 분석되지 못했다. 이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주택공급 제도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제도 측면에서 보면 크게 일반공급

과 특별공급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공급은에서 공공분양을 당첨자 결정

하는 방식이 무주택로서 주택청약 인정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결

정하고 있으며, 민영 분양에서는 청약가점제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

정하고 있다.

특별공급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와 더불어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기관특별 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가 있다. 특별공급은 주택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을 특정하여

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나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무주택기간이 오랜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입자저축을 600만원 이상 납입하고,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당첨자 결정방식은 경쟁이 발

생할 경우 추첨의 방식에 의한다. 즉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또한 무조

건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연구결과의 의미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 복잡하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 일반

공급과 특별공급 등 차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양을 위한 깨

알같은 입자주모집공고문을 이해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제대로

읽어보면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를 대상

으로 주택을 공급하는지 의문점이 든다.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에서 당첨자 선정방식은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에서 청약저축 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무주택기간

이 길지 않더라도 청약시점에 3년 이상의 무주택요건을 맞추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민간분양에서 당첨자 선정방식은 무주택기간이 포함되기

는 하지만 현실은 통장보유 기간과 부양가족수에 의해 결정되어질 가능



- 59 -

성이 높다.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방식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

택세대구성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과 자녀수가 많을

수록 당첨확률이 높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에서 추첨에 의한다. 다자녀와 노무부

특별공급은 가점제 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무주택기간이 포함되기는 하

지만, 현실은 민간의 청약가점제와 같이 부양가족수에 의해 결정될 가능

성이 높다..

또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비율을 보면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일반공급은 30%를 차지한다. 비율로만 보면 특

별공급이 일반적이라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율

은 점점 커지고 있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간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

하는 이들도 있다.

누구나 신규 주택에 살고 싶어하고, 엄청난 청약 경쟁률에서 당첨되기

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다양하며, 복잡하며,

특히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택이 공급되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따라

새로운 특별공급제도와 범위를 수정한 주택공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을 누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무주택기간이 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분양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며, 다른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공급제도가 생기거나, 변경될 경우 무주택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명과 의견을 수렴한다면 무주택으로 오랬동안 있는 가

구주에게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 2 절 시사점 및 결론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단순화

주택공급규칙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적 기



- 60 -

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택공

급 기능을 맡고 있는 주택건설 업체와 주택 분양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

의 수요자에게 현실적으로 직접 적용되는 가장 체감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주택공급규칙의 내용을 보면, 명확한 법체계나 위계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용어의 불명확성, 특례 및 우선에 대한

조건의 과다 등으로 수요자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맞는 주택 유형과 그에

따른 준비를 위한 관련 내용의 파악이 어렵다.

주택분양을 하는 사람들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 하물며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 특

히 무주택자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복잡성 때문에 주택을 분양받

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공급대상을 늘리기 보다는

단순화 시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

다고 생각된다.

2. 민간주택과 공공주택 특별공급 방식의 일원화

국내 주택시장은 부동산 경기변동과 각종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대내

외 경제 환경의 변화 등으로 많은 부침을 거듭한 바 있다. 앞으로 주택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 자율

적 기능을 회복하고 국내 주택수급의 장기적 균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를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으로 구분하

여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급제도의 정

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공공주택에는 있으나, 민간주택에 없다는

것은 이상한 부분이다. 물론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2조

를 보면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

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정책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로서 주택특별공급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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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구입하고 싶은 사람이 다양할 것이

다. 그러나 주택공급제도가 집중해야 하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들이다. 특

히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들을 위해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다.

3.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

대출금리에 따라 주택구매시 짧아지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높은 가격을 부담하여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출은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다. 물론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부모의 금전적인 지원과 또는 증여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흙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주택을 구매하지 않으면 주택가

격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서 경제적 약자로 편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최대한 낮추어 주택구매를 유도할 수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안정까지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항상 주변의 무주택자를 보면 주택구매를 엄두를 못내는 사람도 많다.

더불어 주택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을 주택의 안정망에 포

함시켜 임대주택 거주뿐만 아니라 자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배

려해야 한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연구는 의의는 연구방법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

이 독립변수와의 연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

여 연구를 수행한 것과 달리 다년간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197,600

건)를 활용하여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매 기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내용적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매를 가구주의 특성을 통제변수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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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공급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인 것이다. 즉 기존의 가

구주의 개별적 특성(소득, 자산 등)이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미치는 영향

에서 벗어나서 주택공급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

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발전적

으로 보완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가구주가 주택을 구매하는 요인은 너무나 다양할 것이다. 본연

구는 주택공급제도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유형 모기지 시행 등 제

도가 주택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한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런 제

도 또한 주택공급 제도 중에 작은 부분을 차지고 하고 있으며, 다른 부

분을 연구내용에는 담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개인이 주택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의 특성 저마다 다르기 때

문에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연구가 되지 못한 아

쉬움이 있다.

둘째,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다

가구 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구매시기가 조사된 자료이다.

주택특별 공급제도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규정이라 모든 주택을 포괄하

지 못하는 자료자체의 한계도 존재한다.

셋째, 주택을 사는 이유에 대한 거시적인 환경에서의 분석이 부족하

다고 본다. 개인이 주택을 사는 이유는 개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주택을

사야하는,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주택수요자는 전세를 포기하고 주택을 추격매수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택의 공급실적, 주택 가격상승률 등 주택제도가 아닌 다른 변수

에 의해 주택구매에 미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 다음 연구에

서는 거시적 환경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여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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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real estate market has entered an era of

ultra-polarization. While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is currently in a

slump, it has been overheated in some parts of the metropolitan area.

In the case of Seoul,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signated 27 dongs in Seoul as areas subject to the

housing price ceiling system, annou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housing price ceiling system for private housing. The government

says housing is not subject to speculation, but some in the market

predict a rise in real estate prices due to a decrease in housing

supply, apparently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But this rise in

real estate prices does not raise our standard of living. This is

because it has a personality as a home for a household. It seems that

the government has taken a drastic measure to implement the ceiling

on the sale of private housing sites, as the homeless are eag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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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e their homes and the government is aware of it.

In other words, the real estate market in South Korea in 2019 has a

combination of cold and hot baths. The Seoul area is implementing

strong real estate policies before they are drawn, and different real

estate policies are being used by selecting areas subject to

adjustment and contraction to save local real estate.

Housing is a space that contains the most basic social organization,

the home, based on the physical structure of the house. Also, housing

is associated with various sectors of society, such as society,

economy, politics and culture, and is a basic essential element of life

that provides various values according to the lifestyle of residents.

Housing purchases are affected by factors such as an individual's

economic ability, social relations, and political system, because

housing has an incomparably high price compared to other goods.

So far, looking back at the real estate market, homeless people have

always wondered when to buy homes. They wait for the time, and

when they see someone else's housing price rise, they feel

emotionally sick and lament that the time has passed. Then, I wonder

what is the reason for purchasing a hous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analysis of the housing supply system and

statistically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owner and

how the system to support the first housing supply affects the period

of initial housing purchase, thereby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housing system.

Keywords: First-time home purchase, subscription system, housing

supply system, post-sale

student number : 2019-2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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