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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요약)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으로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양적

측면에서의 주택부족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

집마련을 원하는 서민이 82%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거주하는 가구가

57%에 불과한 것은 주택점유형태 측면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 프로그램들이 실질적 정책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점유형태 측면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어떠한 정책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행하여 각 프로그램별

바람직한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거행동이론에 따르면 가구는 자신들이 처한 주거현실과 비교대상

가구 혹은 주거의식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과정에서 주거결함을 인식할

경우 주거이동 등 주거조절행동을 취하고, 경제적 여건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주거의식을 낮추어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또한 개인은 자신이 가진 선택 대안 중 자신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바 주거점유형태나 주택유형의 선택도

이러한 행동이론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주거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개인이나 가구가 주거점유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연구분석 하고자 하였다.

우선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거안정월세대출지원, 전세자금대출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 공공임대주택지원, 주거급여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독립변수로 두었다. 종속변수인 주거이동을 주거점유형태의 선택

이라는 측면에서 인식하여 월세에서 전세 및 자가로 이동하는 것을 상향

이동으로, 자가에서 전세 및 월세로 이동하는 것을 하향이동으로 정의하여

각각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상향, 평행, 하향으로 주거이동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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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이용할수록 주거

평행이동하기 보다 주거하향이동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가구는 주거평행이동하기보다 주거상향

이동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주거평행이동하기 보다 주거하향이동할 가능성은 높은 반면, 주거상향

이동할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는 주거평행이동

하기보다 주거하향이동 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정책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지역에 따른 대출한도 차이를 두거나, 사회초년생의 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정책보완을 통해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

가 있다. 둘째,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은 주거상향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다만, 대출대상 및 대출한도의 과도한 확대는 전세가격이나 주택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

임대주택은 다양한 계층 및 세대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

을 계속 공급하되, 소득 1～2분위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

임대 등의 공급물량 확대를 통하여 이들 계층의 주거상향이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거급여프로그램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지원대상의 확대와 함께 민간 임대

주택의 기준임대료 현실화 등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주요어 :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거이동, 주거점유형태 선택

학 번 : 2019-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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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전국기준으로 2008년 처음으로 100%를 넘어

섰으며, 이후 2017년에는 103.2%에 이르러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수치상 양적 측면에서의 주택부족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여전히 요원

하다. 내집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는 가구가 82.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가거주하는 가구는 57.7%에 불과하며 전체가구의 40%이상이

타인의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점유형태 측면에서 주거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택공급물량 증가라는

양적성장에 더해 점유형태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성 개선이라는 질적성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18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유형태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월세로 거주하거나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소득 하위가구의 경우 전세(11.6%) 보다 월세(35.7%)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소득 상위 가구는 전년 대비 자가비율은 증가하고 전세비율은

감소한 반면, 소득 중·하위 가구는 자가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전세비율은

증가하였다.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하는 가구비율은 소득 하위가구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소득 중·상위 가구에서는 감소하였다. 이는 소득

중·하위 가구의 내집 마련의 기회는 점점 작아지는 반면, 소득계충간 점유

형태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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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연도별 소득별 점유형태 비중

출처: 2018년 주거실태조사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소득 중·상위 가구의 경우 변화가

없으나 하위가구의 경우 상승추세에 있으며,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의

경우 소득 상·하위 가구의 경우 하락추세에 있으나, 중위 가구의 경우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즉 소득 하위가구의 경우 주택구매 부담이

커졌으며, 소득 중위가구의 경우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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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연도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및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출처: 2018년 주거실태조사

위의 통계수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주거실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서민층으로 분류 할 수 있는 소득 중·하위가구의 주거

실태는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점은 매년 쏟아지는

많은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엄청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주거실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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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지원목적 및 대상에 따라 자가지원 프로그램,

전세지원 프로그램, 월세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방식에 따라 주택금융

프로그램, 주택공급 프로그램, 주거급여 프로그램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각 정책의 협의적인 세부목표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비 부담완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다. 그렇다면 이들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들이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을까? 동 연구에서는 이 의문을 해소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고자 한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정책목표인 주거안정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나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을

사용할 수도 있고, 주거만족도를 기준으로 주거안정의 정도를 판단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 점유형태의 개선, 즉 주거

상향이동을 주거안정의 판단기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재계약에 따른

불안정성 등을 감안시 점유형태가 자가일 경우 임대인 경우보다 주거안정도가

높다는 것은 당연하다. 임대의 두 유형인 전세와 월세는 어떠한가? 전세

제도는 주택가격의 50～90%의 돈을 맡기고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돈을 돌려받는 임대유형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유형의 제도이다. 이를 월세와 비교하면 초반 목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달이 내는 돈이 없어 가처분소득 측면에서 임차인이 유리하며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것을 주거상황이 개선되는 상향이동으로 정의

하고 이를 주거안정의 개선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는 것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복지

방안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이한 공적주택 공급계획 등을 발표

하였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전세·자가를 위한 자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등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 5 -

시행되고 있으나 동 프로그램들이 단기적·현상유지적인 대증요법에 그치지

않고, 서민층의 주거상향이동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점유형태 차원에서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행코자 한다. 각 프로그램별로 주거이동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주거점유 각 단계별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보완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실태조사 표본수 61,275가구 중 현재

주택에 거주한 지 5년이내이며 결측치가 제외된 1,764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주택 거주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직전주택에서 현재주택으로 주거이동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인과적

추론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만약 주거이동시점과 주거지원 프로

그램을 이용하는 시점에 간격이 크다면 주거이동이 발생했다 해도 그것이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자가지원 프로그램인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지원

프로그램인 전세자금 대출, 월세지원프로그램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임대

주택 공급, 임차급여로 한정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이외에도 자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선유지급여, 주택개량·개보수

지원이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주거이동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아니기에

제외하도록 한다. 또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가구가 10가구 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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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인 공공분양주택 공급과 민간분양 특별공급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의 결과로서

주거안정성은 점유형태의 개선 즉,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이동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에서는 주거점유형태 선택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경향을 살피는 문헌연구방법과 서베이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한 계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주거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경향들을 분석하여 종속변수인 주거이동을 도출

한다. 또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목표와

특성을 살펴보고, 각 정책의 개념 및 추진현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독립변수로 선정가능한 정책을 선별하고 분류하였으며, 통계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주거이동의 이론적 배경인 주거행동이론, 주거점유형태

선택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주거이동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추진현황도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들을 선정하여

연구에 필요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지원 프로그램(독립변수)이 주거이동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여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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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한다.

이상의 논의과정을 요약하면 [표1-3]와 같다.

<표1-3> 연구의 흐름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이론적 배경 고찰

◦ 주거안정성, 주거점유형태 선택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주거지원 프로그램 개념 및 추진현황, 선행연구 고찰

�

연구의 분석틀 설정 및 가설 설정

�

실증분석

◦ 분석자료의 일반적 특성(빈도분석)

◦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력 유의성 분석(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

결론, 정책적 함의,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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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주거안정성 이론

주거안정성(residential stabilization)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주거

기본법 제2조는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주거안정성은 나라에 따라 또는 연구자에

따라 ‘주거의 적절성(뉴질랜드)’, ‘수용 가능한 주거서비스(캐나다)’, ‘적절

하고 적합한 주거서비스(미국, 영국)’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주거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부담

가능성, 시설의 적절성, 환경의 적절성, 규모의 적정성, 거주이동의 자유,

차별로부터의 자유, 가용성을 꼽을 수 있다.

<표2-1> 주거안정성 평가요소

평가요소 평가내용

부담 가능성
(affordability) 가구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있는가?

시설의 적절성
(adequacy)

대규모 수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적절한 시설을

갖춘 주택에 거주하는가?

환경의 적절성
(amenity) 가구가 원하는 환경을 갖고 있는가?

규모의 적정성
(suitability,
crowding)

가구원수에 적합한 거주공간인가?

거주/이동의 자유
(stability, security) 주거의 이동과 정착이 안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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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5), 주거안정 정책 관련 실태조사

<표2-2> 주거안정성 평가요소 국가별 사례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5), 주거안정 정책 관련 실태조사

평가

요소

뉴질

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

UN

Habitat

한국
김재익외

(2010)

Cai&Lu

(2015)주택법
최저주거

기준

부담 가능성
(affordability)

O O O △ △ O O

시설의 적절성
(adequacy,
habitability)

O O O O O O O

환경의 적절성
(amenity)

O O O

규모의 적정성
(suitability,
crowding)

O O O O O O O O

거주/이동의
자유(stability,

security)
O O O O

차별로부터의
자유(non-disc
rimination)

O

가용성
(accessibility) O O

차별로부터의 자유
(non-discrimination)

가구의 특성(인종, 자산 및 소득, 종교, 가구원수 등)에

따라 거주공간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가용성
(accessibility)

주거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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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거비 부담가능성은 대개 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 rent to income ratio)을, 자가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 price to income ratio)을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잔여소득법(residual income approach)이 많이 사용

되고 있고, 자가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자율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택구입

가능지수(HAI : housing affordability index)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거이동과 정착의 안정은 대개 평균거주기간이나 비정상적 이동 가구

비율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거 환경에서는 1인당 주거면적이나 비정상적

거처 거주가구 비율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안정성의 평가요소 중 부담가능성과 주거·이동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부담가능성은 가계에 불합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념

으로, 가구가 주거비에 과도한 지출을 할 경우, 식료품비, 의료비 등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 월세가 전세나 자가에 비해 월별 가처분소득 측면에서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상향이동시 주거비 부담가능성이 줄어든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이동의 자유 측면에서도 자가가구에

비해 임차가구의 비자발적 주거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주거실태조사 등

통계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주거

점유형태 개선, 즉 주거상향이동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주거이동이론

주거학에서의 주거이동은 주거규범에 맞지 않을 때 생기는 주택결손에

대한 조절행위 반응이며, 이동한 거리에 따라 원거리 이동은 이주라

하고, 짧은 거리 이동은 주거이동으로 정의한다. (윤복자, 1992). 주거는

물리적 형태의 건물인 주택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가족과 개개인의

모든 생활을 의미한다.(이영재, 2002). 따라서 가구는 주택을 선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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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물리적, 환경적 조건과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게 되고, 주거에 대한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선택된

주택으로의 주거이동을 하게 된다.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은 소득수준, 가족구성, 주택형태 및 위치에

대한 선호 등 가구 내부요인의 변화와 주택정책 및 주택시장여건 등의

외부요인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으로 주택소비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다. 주거이동의 유형은 이동거리에 따라 지역내 및 지역간

이동으로 나눌수 있으며, 이동동기에 따라 자발적 이동과 철거 등의

외부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유형의 변화에 의해 주거의 상향 및 하향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2-3> 주거이동 유형

연구자
Peterson
(1958)

Moore
(1975)

Moore
(1980)

Onaka
Clark
(1983)

윤복자 외
(1991)

분류기준
이동동기
Moving
motives

제한정도
Limited
level

이동거리
Moving
distance

이동동기
Moving
motives

이동동기
Moving
motives

주거이동

유형

원시이동
Primitive
movement

자유이동
free

movement

강제적이동
Forced

movement

자발적이동
self-directed
movement

지역내이동
within region

지역간이동
between region

국가간이동
between
countries

강제이동
Forced

movement
조절이동

Adjustment
movement
유도이동
Induced

movement

긍정적이동
Positive

movement
부정적이동
Negative
movement

출처: 윤복자(1992)

주거이동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의 연구는 주로 이동동기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학자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불만족도가 어떤 특정수준을 초과할 때 비로소 이동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지리학자들은 주거 스트레스와 이주거부는 서로 상반된 개념

으로 가구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얻고 있는 효용이 감소될 때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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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한 인내 수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주거이동을 하게 된다고 본다. 경제학자들은 미시경제모형을

통한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주거이동을 통해 주택시장에서의 소비행태를

이해하고 하위 시장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3. 주거행동이론

Morris&Winter(1996)에 따르면 가구는 자신들의 현재 주거상황이 비교

대상이 되는 가구 혹은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주거의식과 일치하는가를

평가하여 주거결함여부를 판단한다. 그 결과 주거결함이 없으면 비교대상

또는 평가기준이 되는 주거의식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닌지를 판단하여

주거의식 수준을 높일지를 결정한다. 반면에 주거결함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주거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이동이나 개조와 같은 주거

조절행동을 실행한다. 주거조절의 실행은 개별가구의 특성과 구조, 경제적

제약조건 등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제약으로 주거조절 실행이 어려운

경우 가구는 주거의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적응과정을 통해 불만족을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주거행동은 현재의 주거상황과 주거의식간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가구가 주택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타난다.

Shefer(1986)는 가구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나 가구선호의 변화를

주거문제로 인식하여 주택의 개조와 증축 또는 주거이동을 고려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 가구는 정보탐색과 대안의 평가과정을 통해 주거

이동으로 인한 손익을 비교하여 예상이익이 클 때 주거이동 등 주거행동을

하게 되며, 손실이 클 경우에는 주거행동을 결정하지 않고 그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고 하였다.

주거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주거로부터 얻는 만족도로

주거선택과정을 설명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주거만족도란 주택과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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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기대감과 욕구 및 이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써, 한경원

(2006)은 주거선택에 따른 주거만족이란 주거하는 사람이 주거에 관한

물리적, 공간적, 심리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 내려진 판단결과이므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윤주현 외(1998)는 주거의식과 주거상황과의 비교 후 가구가 주거이동을

결정한 후에 주택선택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해 개별가구는 선택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탐색을 통하여 각 주택대안의 주택유형, 점유형태,

규모 등을 평가하여 주택소비수준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4. 주거점유형태 선택이론

보편적으로 가구의 주거선택은 Ando and Modilgloani(1963)의 생애

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생애주기는

연령대를 중심으로 미혼에서 가구를 구성하고 다시 해체되는 생애의

단계적 과정을 의미하며, 주거이동과 생애주기는 특수한 가구구성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생애단계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성규, 2006).

가구 생애주기의 단계별 주요특징은 결혼·출산 등에 따른 가족형성기,

소득·저축이 증가하는 내집 마련시기, 주택의 교체·자녀출가가 시작되는

은퇴준비시기, 은퇴이후 소득감소와 가족해체기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2, 4단계에서 점유 행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생애주기보다는 가구소득의 영향이 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이 더 크다는

주장(Gober, 1992)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택 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Diaz

-Serrano, 2005)도 제시되고 있다.

사용자비용은 기업의 투자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신고전주의

투자모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나 주택시장에서는 의사결정주체가

주택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효용을 고려하여 자가 또는 임차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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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점유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김성배, 1992).

McFadden(1981)에 의해 이론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된 확률선택모형은

소비자의 선택행위에 포함된 불확실성을 결정론적 방법만으로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확률론적 개념을 도입한

이론으로 의사결정주체들의 선택행위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김정수 외,

2004). 확률선택모형(Probabilistic choice model)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효용 극대화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효용극대화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개인은 자신이 가진 선택대안 중 효용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주택시장에서 주거점유형태나 주택유형의 선택은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효용이

가구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가구특성 효용일 수도 있고, 선택 대안별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효용일 수 있다. 본 연구도 위의 이론을 바탕으로

주택수요자가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이중희(2007)는 주택시장의 통합여부에 따라 분단시장접근법과 통합

시장접근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우선 분단시장접근법에 의하면

자가주택시장과 임대주택시장은 서로 독립적인 시장이고 재화의 성격상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은 서로 차이가 있어 가구가 점유형태의 선택에

있어 임대주택의 임차료와 자가소유에 따른 사용자비용의 비교를 통해

자가 또는 임차거주여부를 결정한다고 본다. 반면에 통합시장접근방법은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이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재화이므로 자가주택에

의한 주택서비스와 임대주택에 의한 주택서비스 간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정 점유형태를 차별적으로 선호

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접근법에 의하면 자가소유에 따른 사회적 지위

상승 등 문화요인과 주거안정에서 오는 만족감 등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것이 시장을 구분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강준혁, 2016)



- 15 -

마지막으로 김경환 외(2009)는 주택점유형태 선택을 만족도 측면에서

설명하였는데, 임차주택의 경우 주거안정성이 낮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것보다 주거서비스의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만족도가 낮아지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이 낮게 되므로 사람들은 자가소유를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하면, 주거행동은 개인 또는 가구의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는 주거

의식과 현 주거상황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주거결함으로부터 발생한

주거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발생하고, 주거선택은 자신이 처한 상황 및

선호에 따라 주관적 효용 및 만족도가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주택점유형태의 선택은 가구주의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 가구원수,

관련 제도 등 가구상황과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가구의 선호체계를 고려

하여 다르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생애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차가에서

자가로, 다시 차가로 선호도가 변화함에 따라 점유형태가 변화된다. 따라서

주거행동선택은 가치체계, 선호도 등 주거의식과 생애주기로부터 나온

가구적․경제적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도출된 대안과의 지속적인 비교탐색

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주거에

대한 주관적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선택과정이라 할 수 있다.(강준혁, 2016)

5.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개념과 추진현황

1) 주거복지와 주거지원의 개념

주거복지연대는 대한주택공사(2002)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인 『주거복지

백서』에서 “개인 및 가족의 주거기본욕구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주거복지로 규정하였다. 장세훈

(1999)은 주거복지를 “주택이 없는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주거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자를 보호하는 등, 국가를 위시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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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주택에 초점을 맞춰 물리적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협의의

주거복지와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거주자가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참여와 협조를 통해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해서

사회문화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광의의

주거복지로 구분하였다. 김혜승 등(2004)은 “서비스의 객체, 즉 수혜대상자를

국민의 일부로 제한하여 이들의 기본적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협의의 주거복지, “전체 국민의

주거측면에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을 광의의

주거복지로 규정하였다. 주거학연구회(2005)는 “시장경제원리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주거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협의의 주거복지로,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 향상

으로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시행되는 제반정책과

노력”을 광의의 주거복지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협의의 주거복지는 사회구성원이 적정

수준 이상의 주거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제반의 서비스를

의미하는 반면, 광의의 주거복지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적

공동체생활을 소외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협의의 주거복지가 공간에

초점을 두었다면 광의의 주거복지는 공간에 기반한 관계까지 고려하는

확장된 개념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국민들이 각자가 처한 환경 조건하에서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소유 또

는 점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협의의 주거복지개념

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거지원정책의 성장 및 전개과정

경기가 순환하고 사회구조가 바뀌듯이 주거지원정책도 시대적 패턴과

유행을 탄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주택이 양적

으로 부족하고 주거수준이 열악한 시기에는 ‘공급’주류의 정책이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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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후 주택보급이 개선된 이후에는 수요 맞춤형 임대료 보조 제도가

중심이 되었다. 주택의 양적·질적 문제가 크게 해소된 이후에는 ‘부담능력’

(affordability)이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계층을 막론하고 어포

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런 경로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천천히 진행되어 왔으며, 단선적

으로만 흘러온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세계적 흐름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주거복지

(housing welfare)가 상위의 정책 목표라는 점이다. 다양한 주택의 공급과

수요 지원은 어디까지나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거복지는 다소 ‘수단’이 강조된 점이 없지 않다. 이것은 기존 주택정책의

틀과 구분 짓는다는 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주거복지의

협의적 범주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광의적 범주는 현 정부 초기의 ‘보편적

주거복지’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거지원 수단까지를 포괄한다. 이렇게 주거복지가 선별성에서 보편성으로

확대되면서 주택정책을 최근에는 아예 주거복지정책으로 부르고도 있다.

보편적 복지란 모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자산 조사와 같은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제

도를 지칭한다(노대명, 2015). 따라서 보편적 주거복지란 반드시 국민

모두에게 어떤 지원을 담보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누구든 주거복

지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주거기본법 제정(2015.6.22.)은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조용한 주거혁신이라 할 수 있다.(진미윤, 2015)

주거복지 태동기에 도입된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이다. 처음에는 25만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적 부담과 기초생활수급자(당시 생활보호대상자)의 저조한

입주로 19만호로 1993년 조기 종결되었다. 대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민간참여 확대 차원에서 5년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되었고 재개발 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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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이주를 위한 50년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로 국민임대주택(당시 10년형, 20년형)이 1998년

10만호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초 주택가격이 다시 크게 오르고

전세난이 불거지면서 국민임대주택은 100만호 건설계획(2003~2012년)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적과 투자비중이

가장 많고 집중된 시기였다는 점에서 주거복지의 확장기였다고 볼 수 있다.

2004년에는 도심내 저소득층이 자신들의 생활권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도입되었다. 이는 당시 도심내

택지가격 상승과 택지 공급부족에 따라 도시 외곽에 건설되는 국민임대

주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였다. 2005년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 도입되었는데 신용이 부족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없었던

취약계층을 위하여 공공부문(지자체, LH)이 기존 민간 집주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차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공공부문이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대신 기존 주택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차원에서 이는 새로운 발상의 공급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2-1>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 전개과정

출처 : 진미윤(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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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이외에도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 2월 26일「서민·중산층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대책에서는 임대주택 리츠 제도

(공공, 민간), 행복주택 물량 조정(20만호에서 14만호),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부의 소득수준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국정 과제에 따라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되고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일대 개편됨에 따라 2014년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었다.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소득 보장 뿐 아니라 주거보장이 강화된 새로운

주거급여가 도입되었다. (진미윤, 2015)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 오던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융자가 2015년부터 버팀목대출로 일원화되었다. 월세 대출 지원은

2014년 10월 30일「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에서 도입되었다.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연 1.5%(대책 발표 시점에는 2.0%) 금리로

매월 40만 원씩 2년간 960만 원 한도로 대출(최장 10년까지 4회연장 가능)

하는 방식이다. 주거 급여는 수급권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를 지원한다.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가 현금으로

지원되며, 자가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 급여가 집수리 형태의 현물로 지원된다.

이렇듯 최근의 주거복지 양상을 볼 때, 태동기와 확장기를 거쳐 과히

성장기에 돌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확장기는 대량 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양산한 것이 특징적이며, 성장기는 공급 방식이 신규건설,

매입, 임차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체계화되고, 공급 주체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수요자 보조 제도와 병

행하는 다양하고 혼합된 형태가 특징적이다. 성장기 이후에 우리가 안정기로

갈 것인지, 혹은 경쟁·축소기 혹은 쇠퇴기로 갈 것인지는 이와 같은 다양성과

혼합성을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진미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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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안정월세대출 개념 및 추진현황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실에

맞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에도 시중은행에서 월세대출(보증) 상품은

출시되었으나,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

월세대출이 부진했던 사유는 임대인 협조(질권, 채권양도)가 어려웠고, 한국

주택금융공사등의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출시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계약사실만 확인되면 임대인 협조가 별도로 필요없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월세대출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였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로 주택형태상 제한은 없으나 무허가건물, 불법

건축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하다. 대상자는 당장은 자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9년 말부터

주거급여 대상자도 월세대출 대상자에 포함되어 수혜대상이 확대되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으로, 월 40만원씩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하다.

<표2-4>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유형 대상자

우대형

(1.5% 금리)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

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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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적은 ’15년 4억, ‘16년 9억, ’17년 14억으로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을 감안하며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다만, 대출대상자로 주거급여자를 포함한 ‘19년 말 이후 이용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전세자금대출 지원 개념 및 추진현황

전세자금대출 지원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주택임차시장의 구조변화 및

전세보증금 상승 등 주거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15년 이후 근로자서민전세자금과 저소득

전세자금을 통합하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

이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여 저소득가구의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리가 대출금액별로 차등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이

낮은 가구(보증부 월세) 일수록 상대적으로 지원혜택이 낮았으나, 통합

이후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 차등화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임차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 우대함으로써 저소득·서민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접수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2.5%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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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간급여(총소득)가 5천만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자에 한한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전세가격의 70% 범위 내로서, 수도권은 1.2억원, 지방은 8천

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

지방은 1.6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4회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수도권 4억(지방소재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표2-5>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3% 연2.4% 연2.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5% 연2.6% 연2.7%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7% 연2.8 연2.9%

출처: 2019년 주택업무편람

연도별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44,043억, 2016년은 46,980억, 2017년은

66.051억으로 매년 대출금액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가 전세보증금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월세관련 대출 지원의

병행활용을 통한 균형 잡힌 주택 임대차시장의 지원정책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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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측면도 있다. 우선,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할 경우, 세입자

에게는 임차보증금이라는 동일한 규모의 자산이 생긴다. 즉 전세자금

대출은 형식상 세입자의 신용대출이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해당 주택의

경매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임차보증금 채권을 발생시키는 일종의

‘준주택 담보대출’ 성격을 가진다.. 이런 면에서 담보 없이 이루어지는

신용대출에 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임차보증금을 다른 빚을 갚는데 쓰거나 기타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일반 가계대출은, 예금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 받은 돈을 저축성예금 등에 예치해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

투자하거나 생계비, 사업자금 용도 등으로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내지만 자금 운용은

임대인이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낮더라도 임대인은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세금의 일정 부분을 저축성

예금 등에 예치해 둘 필요가 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자신의 주택담

보대출 등의 상환에 사용한다면 임대인의 부채 규모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가능하다.

전세의 월세화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은 중장기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종국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전세가 상승분을 전세보증금 인상이 아닌 월세로 내는 반전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금융기관에 내는 대출이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지 않는 한 세입자 가구의 월세 지급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 규모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가계 주거비용 측면에서도 향후 전세자금대출의 변화 추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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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구입자금 대출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모기지를 일원화 하는 차원에서 기금 상품(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통합하여 2014년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시행되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간급여(총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2자녀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자(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 이내

1), DTI(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한도는

호당 2억원으로 대출이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2-6>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기준 : %, ’18.12.31 기준)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00 2.10 2.20 2.30

2～4천만원이하 2.45 2.56 2.65 2.75

4～7천만원이하 2.85 2.95 3.05 3.15

출처: 2019년 주택업무편람

1) LTV는 최대 70%(다만, 추정소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LTV 60%)를 적용한다.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고 심사평점이 40점 이상 ~ 50점

미만인 경우 LTV 60%, 심사평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LTV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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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주택구입자금대출 연도별 운용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운용실적 21,328 34,635 39,868 31,997

출처: 2019년 주택업무편람

연도별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에

오히려 실적이 줄었는데 이는 2017년 美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율상승

이나 주택가격 한도 하향조정(6억→5억), 실거주요건 강화(1개월 내 미전

입시 기한이익상실) 등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5) 공공임대주택

<그림 2-2> 공공주택 유형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가 공공의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거지원 프로

그램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지원 비율도 높다. 공공지원을 투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향상과 주거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정권마다 일관성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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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으로 명칭, 입주 대상, 평형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최근 공공

임대주택 공급 주체 다변화가 이뤄지는 중이다. 과거에는 공공부문에 의해

획일적으로 건설되었지만, 최근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융합된 하이

브리드 형식의 공공임대 주택도 다수 건설되었다. 공공임대 주택 확보는

건설(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임대, 5·10년·장기 민간건설 공

공임대), 매입·전세입대를 통해 이뤄지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임

대주택 유형과 거주기간 및 특징은 [표 2-8]와 같다.(박서영, 2018)

임대기간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36.6만호로 전체 주택 대비

6.7%로 OECD 평균 8%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연평균 13.9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현 정부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2022년까지 OECD 평균

이상인 9%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2-8> 공공임대주택 유형

유형
최대

거주기간
특징

전용면적/

임대료

영구임대 50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유공자 ,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

로 건설된 임대주택

40㎡이하/

시세 30%

50년임대 50년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92년 영구

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공

급하는 공공임대주택

85㎡이하/

시세60～90%

국민임대 30년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

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

는 임대주택

60㎡이하/

시세60～80%

장기전세 20년
중산층용 최대 20년 거주 전세형 임대

주택

60㎡이하/

시세80%

5,10년

공공임대
5/10년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안정
적인 임대조건으로 거주하다 분양

85㎡이하/

시중시세이하



- 27 -

출처: 마이홈포털

<표2-9>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17년 기준)

(단위 : 만호)

연도
장기공공

임대주택

장기공공

임대재고율
영구 50년 국민

장기

전세
10년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행복

주택

‘15 116.3 5.9% 19.6 10.8 47.1 2.8 13.5 8.2 14.2 0.1

‘16 125.6 6.3% 19.9 10.8 50.9 3.2 14.8 9.2 16.6 0.2

‘17 136.5 6.7% 21.7 10.9 52.4 3.3 16.8 10.3 19.5 1.6

출처: 주택업무편람(2019)

6)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하에 수급자의 가족원수, 거주형태, 부담

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수급자

전환을 통해 주택을 취득 할 수 있
도록 건설하는 임대주택

매입임대
10/20

/30년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85㎡이하/

(다가구)

시세 30%

전세임대 20년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

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임대주택

85㎡이하/

수도권

9천만원

행복주택

30년

(계층별

상이)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

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45㎡이하/

시세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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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된다. 본래 통합급여체계였다가 ’15.7월 이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각각 분리되어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별급여 지급은 과거의 공급자 위주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기초보장 급여체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통합급여 방식에 대한 한계점이 지속 대두되었는데 최저생계비 이하를

대상으로 각종 급여(생계·주거·교육 등 7종)를 포괄 지급하여 선정되면

'all‘, 탈락하면 ’nothing'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하였다. 생계·주거·

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였는데 최저생계비 명목통합급여 내 주거급여는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어 빈곤가구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로의 전환2)3)을 통해 거주형태·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지원을 도모하였다.

<그림2-3> 주거급여 개편

2) 급여별 선정기준의 다층화 :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중위소득의 43%), 교육급여(중위소득의 50%)

3) 주거급여법(‘14.1)을 통해 주거급여운영주체 지급기준, 지급방법등

급여의 실시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

반법으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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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조건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4)(4인 가구 기준 203만원)이며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표2-10> 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4%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

인정액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출처: 마이홈포털

<표2-11>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 만원)

출처 : 2019년 주택업무편람

주거급여 수급가구규모는 ’15년 80만가구에서 ‘18년 97만 가구로 증가

하였고,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큰 폭으로 중가하였으며, ’18년

기준 전체 일반가구의 약 4.8%수준이다.

4) ’20년까지 선정기준을 45%로 단계적 확대 추진

구분 1(서울) 2(경기·인천) 3(광역시) 4(그 외 지역)

1인 21.3 18.7 15.3 14.0

2인 24.5 21.0 16.6 15.2

3인 29.0 25.4 19.8 18.4

4인 33.5 29.7 23.1 20.8

5인 34.6 30.8 24.2 21.8

6인 40.3 36.4 27.6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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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2> 주거급여 지원 규모 추이

(단위 : 만가구)

구분 2015.12 2016.12 2017.12 2018.12

일반가구수(A) 1,911.1 1936.8 1967.4 1975.2

주거급여

수급가구(B)
80.0 80.4 81.0 97.3

임차 72.2 72.7 73.7 88.8

자가 7.8 7.7 7.3 8.5

수급가구

비율(B/A)
4.2% 4.2% 4.1% 4.8%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임차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월평균지급액은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인상에

따라 ‘15.12월 8.0만원에서 ’18.12월 12.9만원으로 2.1만원 증가하였다.

<표2-13> 주거급여 임차급여액 수준

(단위 : 만원)

구분 2015.12 2016.12 2017.12 2018.12

주거급여 평균지급액 10.8 11.2 11.7 12.9

민간임대주택 거주 13.5 14.1 14.8 16.3

공공임대주택 거주 9.1 9.6 10.2 11.4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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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주거안정성에 관한 연구

노승철·이희연(2009)은 2008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무주택

기간, 이사 횟수, 주택 노후도, 주거비 지불 능력 등 주거불안정성 요소

들을 분석한 후 주거이동유형(상향, 하향, 동등·보상이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했다. 다만 주거 불안정성 변화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고, 지역별 특성 또는 정부정책이 저소득층 이동에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김선미·최옥금(2009)은 한국노동패널 2000년~2006년차 자료를 활용해

근로 빈곤층의 주거비 지불 능력,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 주거 이동

양상을 분석했다. 주거비 지불능력과 관련하여 주거를 위해 가구소득의

20% 또는 30%이상 부담할 경우는 적정부담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결과 지역, 점유형태, 가구원수, 연령, 교육수준, 고용형태와

같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으로

면적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추정시 7인

이상 가구는 제외하여 과소 추정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태진 외(2009)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을 사용하여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 정도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17%이지만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에서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위소득 10%이하 계충에서는 97.24%로 임대료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Moris와 Winter가 제시한 적절한 주거비용은 소득대비 25%이하이고,

영국의 주택도시개발부는 주거를 위해 가구소득의 30%를 초과하여 지출

하는 경우를 과도한 주거비부담으로 정의하며, 주거비용이 50%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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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심각한 주거비부담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 주거점유형태 선택에 관한 연구

주거점유형태 선택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제한된 재화를 이용하여 최대한의

효용을 얻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주로 가구주 특성, 가구

소득 등 경제적 특성, 주택 특성 등이 점유형태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홍성조(2011)는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이동과 주거수준 변화와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주거이동을 통해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개선은 중상위계

층에 비해 작게 나타나 소득계층 간 주거수준의 차이는 점차 확대될 것

으로 예측하였다.

길용무와 정창무(2016)는 이항로짓모형을 통해 주택유형에 따라 주택

가격, 제도적 한계, 가격상승의 기대 등이 주택점유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주택금융정책은 자가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가격상승기대는 자가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근(1986)은 가구주연령, 거주지역, 주택시설수준, 가구원수, 가구

소득, 직업, 교육수준이 주택점유형태나 주택유형 등 선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가구주의 소득과 연령,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을 자가소유할 확률이 높으며, 가구원수가 많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단독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수가 주택수준을 결정하는데는 중요한 변수인 반면 주택

점유형태(자가, 임차) 선택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성은영과 최창규(2012)는 임차유형 선택에 미치는 요인으로 자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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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등의 임차인의 경제적 특성을 주목하였으며, 연구결과 총자산은 전세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채는 월세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철(2005)은 주택 사용자의 비용개념을 활용하여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거주지역 변수와 함께 항상소득과 사용자비용이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임승직(1995)은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주택 점유형태의 선택은 주거비와 항상

소득 및 기타 가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정의철(1996)도

서울시 부동산정책과 가격변동에 관한 연구에서 이와 유사하게 결론

내리고 있다. 김정수 이주형(2004)의 2000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한

주거점유형태 및 주택유형 선택에 대해 연구에서는 가구소득과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의 증가는 자가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주거비용 등

사용자비용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채성(2007)은 가구주 특성에 따른 주택소유형태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거주지역, 월평균 근로소득, 교육수준 이외에

가구의 결혼상태(미혼, 결혼․사별, 이혼․별거)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결혼상태의 변화가 가구주 연령과는 무관하게

주택점유형태 변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형 외(2009)

는 가구의 특성 즉,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배우자유무, 노부모부양,

독립이 어려운 고교이하의 자녀유무, 학력 등과 거주지역과 소득(총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및 생활비 등 경제적 특성이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가구특성에 주목한 연구이외에도 안준기외(2007)는 한국노동패널

(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거주지역이 주택점유형태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주택을

자가형태로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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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택 마강래(2009)는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주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원수, 직업 등 가구특성과 직장 또는 학교까지

의 이동특성(이동 소요시간, 이용교통수단), 주택 특성(방수, 연면적, 거

주기간) 등 주택의 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유승동 외(2013)는 주택점유형태 선택은 주택유형 선택과 동시에 결정

된다고 보고, 가구특성이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유형선택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주택유형별로 다른 점유형태 선택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의 도래 및 1, 2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점유형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박보림 김준형 최막중(2013)은 1인가구 증가를

단순히 작은 주거면적, 임차와 도심거주 선호로 일반화하여 정책수립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실제 가구의 어떤 특성이 점유형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주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가구주 연령, 성별, 학력), 가구의 경제적 특성(가구 소득,

자산), 거주지역의 특성(서울,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주원 정의철(2011)과 김용진(2013)의 연구에서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자가 선택 확률이 소득과 사용자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연령층이 높을 경우 소득의 규모나 사용자비용에 무관하게 자가

선택 확률이 반응하였고, 소득이 낮고 사용자비용이 높은 경우 주택규모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주거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연령, 가구원수, 등 인구사회학적 가구특성을 기본

으로 항상소득과 사용자 비용 등 경제적 특성과 거주지역, 통근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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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지리적 특성, 주택관련 경기, 주택유형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점유형태 선택과 같은 주거이동이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선택행위에 기인하며, 이러한 선택에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 정책적요소가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정부의

주거지원관련 정책이 각 가구의 주거점유형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표2-14>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의 설명변수

연구자(연도) 설명변수

홍성조(2011) 가구소득

성 은 영 · 최 창 규

(2012)
자산, 소득, 부채 등 경제적 특성

길 용 무 · 정 창 무

(2016)
주택유형, 주택가격, 제도적 제약, 가격상승 기대

한동근(1986)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소득, 직업, 교육수준,

거주지역, 주택시설수준

임승직(1995),

정의철(1996)
항상소득과 주거비, 기타 가구적 특성

김정수·이주형

(2004)

가구주의 나이, 교육수준, 직업, 가구원의 수 등

가구특성, 소득 및 자산

정의철(2005)
항상소득과 사용자비용을 가구주의 나이,

가구원의 수, 지역변수

이주형 외(2009)

연령, 가구원수, 학력, 배우자유무, 노부모부양,

독립이 어려운 고교이하의 자녀유무, 거주지역과

소득(총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및 생활비

이채성(2007)

가구원수, 가구주의 나이, 월평균 근로소득,

교육연한, 거주지역 이외에 가구의 결혼 상태

(미혼, 결혼․사별,이혼․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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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점유형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전통적으로 임차에서 자가로의 주택점유형태의 전환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상승이자 주거환경의 안정화로 평가받았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

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거주지(shelter)를 가진다

라는 의미뿐 아니라, 가계의 경제적 자산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가구는 자가를 선호하고 가구의

생애주기상 최종적으로 자가로 전환하기를 희망한다.

주택점유형태의 전환(transition)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해외

연구로 Jones(1995)는 U.S. Survey of Consumer Finance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1983년과 1986년 두 시점간의 임차가구의 주거점유형태의

변화를 추적하고 임차가구가 자가 소유의 주택으로 전환할 확률을 예측

하였다. 1983년 임차가구의 인적자본 소득, 자산, 결혼여부, 인종, 자녀

여부, 주택가격, 그리고 1983년과 1986년 사이 가구규모의 변화 등을

안준기외(2007) 거주지역

강은택·마강래

(2009)

가구특성(성별, 나이, 혼인상태, 직업, 교육수준,

가구형태, 가구원수), 직장 또는 학교까지의

이동특성(이동 소요시간, 이용교통수단), 주택의

특성(방수, 연면적, 거주기간)

유승동외(2013) 가구특성

박보림·김준형·

최막중(2013)

1인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가구주의 나이,

성별, 학력), 가구의 경제적 특성(가구의 소득과

자산), 거주지역(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김주원·정의철

(2011),김용진(2013)
연령별 소득, 사용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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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종속변수는 두 시점의 주택점유형태를 단순

비교하여 자가전환 여부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여부와 저축 또는

자산과 관련한 변수에서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즉, 자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결혼한 가구일수록 자가전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근로 소득의 경우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점유형태의 변화 측면에서 주거이동을 분석한 국내 연구로는 김민철 외

(2016)의 국토연구원 연구가 있다. 김민철 외는 생애주기별로 주택점유

형태의 변동특성을 분석하였고 주거점유형태가 월세→전세→자가로 이동

하는 과정을 주거상향이동으로 정의하였다. 주거면적, 주거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상향이동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료상의

제약으로 점유형태의 상향이동을 주거이동으로 정의하였다.(김민철 외,

2016)

이소영, 정의철(2017)은 이산적 위험률 모형을 통해 청년층 임차가구가

자가로 전환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과거 기준시점에 선정된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점유형태를 추적하는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과거 시점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변수

뿐만 아니라 과거시점과 분석시점 사이에 발생한 특성의 변화 즉, 순자산

증가분, 주거비 증가분, 혼인상태의 변화, 자녀 유무의 변화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층 임차 가구는 순자산, 항상소득, 상대주거

비용에 대해서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노승철과 이회연(2009)은 주거이동 측면에서 저소득 계층의 주거 불안정

개선을 분석하였다. 주거이동 전후의 점유형태와 주택유형의 변화에

따라 상향, 동등, 하향 총 3가지로 유형화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상향이동

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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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주거의 질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과거 주거문제가 ‘어디에 살 것

인가?’ 라는 장소의 문제였다면, 오늘날 주거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살 것

인가?’라는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주거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실효성과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수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향요인

들을 분석하고 있다. 대체로 가구의 주거 경제적 조건 및 생애주기, 거주지역

특성 등이 주거정책의 결정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주거정책을 둘러

싼 복잡한 정책환경과 함께 주거정책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다.

소득은 주택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지만(정의철, 2002;

최열 김종성, 2003)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류강민 외(2007)는 소득보다

가구원수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자산과 소득에 치중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의 비적절성을 지적하였다. 자녀의 수는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유형에 영향을 미친다(천현숙, 2013). 대체로 자녀가 많아

질수록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감소하고 아파트 거주비율은 증가한다.

그러나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는 단독 및 다세대 거주비율이 높았다.

한편, 최근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

분양 및 임대 정책은 여전히 가구원수에 상당한 가산점을 주는 등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배건이 정극원, 2014). 만성적 실업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불안도 최근 주거정책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이후 실업 및 주거소비 악화로 인해 월세→전세→자가의 주거상향

이동경로가 차단된 청년층이 주거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수욱, 2016).

주거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구주의 사회적 특성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동훈(2012)은 1인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 1인가구에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직장인 등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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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에는 지역별 관리센터를, 그리고 노인 1인가구에는 생활서비스

및 홈케어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혀냈다. 임대주택의

선호는 기존주택의 규모가 작을수록, 월 교통비가 적게 들수록, 그리고

전세가구일수록 높아진다(남진 황인자, 2006). 임형빈·김홍배(2016)은

주거비용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효과가 더 큰

반면,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도시에서는 주거급여의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 최성은(2017)은 개편된 주거급여는 대상과 급여

수준을 상당히 확대한 효과가 있었으나, 주택공급 및 대출지원 등 기타

주거지원 수혜의 중첩성이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자와 급여 수준, 임대료 등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거정책의 수요는 거주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봉인식 외

(2014)의 연구에 따르면, 성남, 부천, 수원, 안산, 안양, 구리 등 경기도의

구도심 지역에는 주거복지 수요 가구가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경기도의 주택공급은 대단위 주택용지 개발이 가능한 파주, 김포, 양주,

화성에 편중되는 등 수요-공급의 공간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소비는 특히 가족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Lee(1995)에 따르면

가족생애주기는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주택소비행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가족형성 및 확대 시기로 첫 아이의 연령이 10세

미만인 경우이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소득과 주택규모가 양(+)적 상관

관계를 갖는다. 2단계는 첫 아이가 10대인 단계로 가구 소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주택 구매 가능성이 커진다. 3단계는 첫 아이가 20대로

자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큰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4단계는

첫 아이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가구주의 은퇴 등으로 인하여 소득은

급격히 줄고, 배우자 사망에 의한 가족 축소 또는 해체가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생애주기별 주택소비행태에도 청년실업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은퇴한 부모와 미취업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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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인데 이런 가구는 소득은 줄지만 주택

규모를 줄여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정책대상이 처한

환경과 수요가 정책형성과정에서 반영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정책이 개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거이동 및 점유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변화와 같은 개별가구적 특성

이나 소득·자산과 같이 그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주거이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어 왔다. 또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주거

만족도나 주거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있었으나 연구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거나, 주거안정성을 주거비부담에 중점을

두고 주로 PIR(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RIR(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지표를 활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개별가구의 특성·상황 등 가구 내적요인 외의 가구 외적요인,

특히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개별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선택 및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거안정성을 주거점유형태의 개선 즉,

주거상향이동을 기준으로 측정함으로써 이전 연구들과 차별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영향을 분석

함으로써 각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주거이동 및 서민주거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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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이용여부와

가구의 주거이동과의 상호관계와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요인들을 토대로 주거이동방향(상향, 평행, 하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주거지원 프로그램(주거안정월세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

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지원) 이용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

하여 <표 3-1> 와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예측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

문제를 검증하였다.

<표3-1> 연구모형 – 개념적 준거틀

(독립변수)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

(종속변수)
주거이동의 방향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

전세자금대출 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거급여 지원

➡
1. 상향이동

2. 평행이동

3. 하향이동

�
통제변수

가구원수

세대주연령

월평균소득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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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의 설정

주거 점유형태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개별가구의

주거이동은 주거의식과 가구적․경제적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도출된 대안

을 지속적으로 비교탐색한 결과이며, 이는 주거에 대한 개별가구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

그램이 정책효과를 가지려면 우선 이러한 개별가구의 주거점유형태 선택

과정에서 각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그 정책목표인 서민

주거안정성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거이동을 기준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즉,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개별가구의 주거

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어 어떠한 방향의 주거이동을 하게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의 정책효과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거이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은 주거이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은 주거이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전세자금대출 이용은 주거이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용은 주거이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공공임대주택 이용여부는 주거이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주거급여 이용여부는 주거이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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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경험이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구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2006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설문조사로서

17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이 대상으로 층화 2단락집락 추출법에 의해

추출 조사되었다. 총 표본의 가구수는 61,275가구(목표대비 조사성공률

100.5%)이며, 이 가운데 본 연구관련 문항에서 현재주택에 거주한 지 5년

이내인 가구 27,287가구를 대상으로 결측값을 포함하고 있는 25,523가구를

제외하고 1,764가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주거이동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두 개의 집단

혹은 그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진 경우 각각의 개별 관측값이 어떠한

집단으로 분류될 것인가를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는 모형이다. 다시 말해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 사용하는 회귀분석으로 범주가 두 개

일 때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세 개 이상일 때는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 부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주거가 상향

이동 하였다”와 “주거가 평행이동 하였다”, “주거가 하향이동 하였다”의

형태를 취하고 독립변수가 명목변수임에 따라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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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원목적 및

대상에 따라 주거안정월세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공공

임대주택공급, 주거급여(임차급여) 이용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로 주거이동의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중 김민철 외 국토연구원의 연구에서 월세→전세→자가로 이동하는 과정을

주거상향이동으로 정의한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주거상향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주거 점유형태 전환개념을 활용하였다. 물론 주거면적,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상향이동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자료상의 제약을 감안하였고 주거 상향이동을 점유형태 전환으로

정의하더라도 주거소비의 안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을 보여주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단계에서 우측 단계로 이동할 경우

주거상향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면 보증금 없는 월세에

거주하다가 보증금 있는 월세 또는 전세 또는 자가로 주거이동 할 경우

주거상향이동 한 것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 그 반대방향의 이동 즉 자가

→전세→월세를 주거하향이동으로 정의하고, 동일한 점유 형태로 주거

이동시 평행이동으로 정의하였다.

<표3-2> 주거이동 단계도5)

무상 → 일세 → 사글세·연세 →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전세 → 자가

5)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세 없이 사는 경우

일세 :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매일 집세를 내는 경우

연세 :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번에 내는 경우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하는 경우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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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거점유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설명변수들을 통제하고자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월평균

소득, 총자산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표3-3> 본 연구의 주요 활용 변수와 문항 상세 내용

변수내용 변수값 구분 상세내용

종속변수 주거이동 방향

1. 상향이동
직전주택과현재주택의

점유형태는무엇입니까?
2. 평행이동(기준범주)

3. 하향이동

독립변수

주거안정월세대출
1. 이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2. 이용하지 않음

전세자금대출
1. 이용

2. 이용하지 않음

주택구입자금대출
1. 이용

2. 이용하지 않음

공공임대주택공급
1. 이용

2. 이용하지 않음

주거급여
1. 이용

2. 이용하지 않음

통제변수

가구주 연령

1. 20대 이하

가구주의 연령은

몇세입니까?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대

7. 80대 이상

가구원수

2. 1인가구

가구원수는몇명입니까?2. 2인가구

3. 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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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특성을 연령, 가구원수, 거주지역, 월평균 소득,

총자산을 살펴보면 [표4-1]과 같다.

<표4-1> 응답자 특성

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가구주 연령
20대 이하 39 2.21

30대 345 19.56

4. 4인가구 이상

월평균 소득

1. 1분위 가족구성원 전체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얼마입니까?

1분위 0～100만원,

2분위 101만원～199만원,

3분위 200만원～298만원,

4분위 299만원～400만원,

5분위 401만원 이상

2. 2분위

3. 3분위

4. 4분위

5. 5분위

총자산

3. 1억이하

가구의 총자산은

어느정도 입니까?

2. 1억초과 5억이하

3. 5억초과 10억이하

4. 10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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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총 표본수는 1,764명이었다. 먼저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0.9세이며, 40대(28.68%)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24.21%),

30대(19.56%)의 순이었는데 이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30～40대)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가구별 월소득은 평균 344만원

이었으며 401만원 이상(38.83%)과 299만원～400만원(22.45%)이 많은 분포를

40대 506 28.68

50대 427 24.21

60대 265 15.02

70대 137 7.77

80대 이상 45 2.55

총계 1,764 100

평균 50.93세

월평균 소득

1분위 221 12.53

2분위 159 9.01

3분위 303 17.18

4분위 396 22.45

5분위 685 38.83

총계 1,764 100.00

평균 344만원

총자산

1억이하 643 36.45

1억초과 5억이하 894 50.68

5억초과 10억이하 180 10.20

10억이상 47 2.66

총계 1,764 100.00

평균 27,0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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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총자산의 경우 1억초과 5억이하(50.68%)가 과반이상을

차지했으며 1억이하는 36.45%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 거주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거주관련 특성은 [표4-2]과 같다.

<표4-2> 거주관련 특성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는 평균 2.86명이었으며, 이 중 4인 가구

이상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았으며, 3인 가구의 경우가 20.75%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인 가구의 비중도 21.7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가 42.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28.97%), 전세(23.75%)의

순이었는데 이들 세가지 점유형태가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가구원수

1인 가구 384 21.77

2인 가구 370 20.98

3인가구 366 20.75

4인가구 이상 644 36.50

총계 1,764 100.00

평균 2.86명

주택점유형태

자가 743 42.12

전세 419 23.75

보증금 있는 월세 511 28.97

보증금 없는 월세 28 1.59

사글세 또는 연세 15 0.85

무상 48 2.72

총계 1,76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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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

<표4-3>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

분석에 사용된 5개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공공임대주택의 이용자수가

2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162명, 전세자금대출이

121명, 주거급여가 153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반면 월세대출의 경우

이용자수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월세대출

이용 18 1.02

이용하지 않음 1,746 98.98

총계 1,764 100

전세자금 대출

이용 121 6.86

이용하지 않음 1,643 93.14

총계 1,764 100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용 162 9.18

이용하지 않음 1,602 90.82

총계 1,764 100

공공임대주택

이용 218 12.36

이용하지 않음 1546 87.64

총계 1764 100

주거급여(임차)

이용 153 8.67

이용하지 않음 1,611 91.33

총계 1,76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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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최우추정량(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을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모형적합도 분석을 할 때

모형의 수렴(convergence)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고길곤 2017), 본

논문의 경우 수렴 기준은 만족했다. 또한 호스머-램쇼 통계량(HL 통계량)을

이용하여 귀무가설을 검정한 결과 모형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4-4]와 같다.

<표4-4> Logistic regression 분석결과

변수구분 변수명 DF Estimate S.E Exp(Est)

독립변수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향 -1.1962 1.0615 0.302

하향 1.2641* 0.5327 3.648

전세자금 대출
상향 0.4660* 0.2121 1.594

하향 -0.3366 0.3556 0.714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향 1.1385*** 0.1763 3.122

하향 -13.8962 272.3 0.000

공공임대주택
상향 -0.5141* 0.2195 0.598

하향 0.6644** 0.2095 1.943

주거급여(임차)
상향 0.3727 0.2481 1.452

하향 -0.9098** 0.320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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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세대출의 경우 평행이동할 확률 대비 상향이동 할

확률 즉 로짓(logit)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평행이동 대비 하향이동할 확률은 월세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이용하는 것이 1.2641만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세대출

이용하는 세대가 하향이동할 확률이 월세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가

하향이동할 확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을 이용하는 세대가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보다 평행이동 대비 상향이동할 확률이 0.4660만큼 차이가 났다.

대출 정책이 주택점유형태 측면의 상향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하향이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을 이용하는 세대가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보다 평행이동 대비 상향이동할 확률이 1.1385만큼 차이가 났다.

이는 대출을 이용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상향이동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행이동 대비 하향이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통제변수

연령
상향 -0.0173*** 0.005 0.983

하향 0.0178** 0.006 1.018

가구원수
상향 0.1328** 0.0507 1.142

하향 -0.0414 0.0697 0.959

월소득
상향 -0.0001 0.0004 1.000

하향 0.0008 0.0005 1.001

총자산
상향 -5.46 1.904 1.000

하향 -2.83 2.544 1.000

*p<0.05, **p<0.01 ***p<0.001

*평행이동을 기준범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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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행이동 대비

상향이동할 확률은–0.5141, 하향이동할 확률은 0.6644 만큼 차이가 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이용이 상향이동엔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하향이동

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급여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평행이동 대비 하향이

동할 확률이 –0.9098만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급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하향이동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향이동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림 4-1> 프로그램별 효과크기

주거안정월세대출
Predicted Probabilities for 이동유형 with 95% Confidence Limites

1 : 프로그램 이용, 2 :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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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Predicted Probabilities for 이동유형 with 95% Confidence Limites

1 : 프로그램 이용, 2 :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음

주택구입자금 대출
Predicted Probabilities for 이동유형 with 95% Confidence Limites

1 : 프로그램 이용, 2 :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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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Predicted Probabilities for 이동유형 with 95% Confidence Limites

1 : 프로그램 이용, 2 :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음

주거급여(임차)

Predicted Probabilities for 이동유형 with 95% Confidence Limites

1 : 프로그램 이용, 2 :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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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비교분석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각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월세대출의 경우 비수도권은

전국 대비 주거하향 이동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전세자금대출은 전국대비 비수도권이 주거상향

이동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모든 지역에서 주거평행이동대비 주거상향이동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주거상향이동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주거하향이동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

급여의 경우 수도권은 주거상향이동 할 확률이 높게, 비수도권은 주거

하향이동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표4-5> Logistic regression 분석결과(수도권)

변수구분 변수명 DF Estimate S.E Exp(Est)

독립변수

월세대출
상향 -1.2404 1.0762 0.289

하향 0.4694 0.7279 1.599

전세자금 대출
상향 0.4439 0.3015 1.559

하향 -0.3583 0.5040 0.699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향 1.8493*** 0.3225 6.355

하향 -13.8105 562.6 0.000

공공임대주택
상향 -0.2610 0.3342 0.770

하향 0.9105** 0.3162 2.486

주거급여(임차)
상향 0.7583* 0.3570 2.135

하향 -0.8068 0.5237 0.446

통제변수 연령
상향 -0.0119 0.0079 0.988

하향 0.00596 0.009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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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Logistic regression 분석결과(비수도권)

가구원수
상향 0.1450 0.0836 1.156

하향 -0.0884 0.1111 0.915

월소득
상향 -0.0001 0.0000 1.000

하향 0.0010 0.0000 1.001

총자산
상향 0.0000 0.0000 1.000

하향 -0.0000 0.0000 1.000

*p<0.05, **p<0.01 ***p<0.001

*평행이동을 기준범주로 설정

변수구분 변수명 DF Estimate S.E Exp(Est)

독립변수

월세대출
상향 -12.7121 1156.8 0.0000

하향 3.2651** 1.1933 26.182

전세자금 대출
상향 0.6271* 0.3095 1.872

하향 -0.2444 0.5090 0.783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향 0.8169*** 0.2170 2.264

하향 -9.6147 36.1463 0.000

공공임대주택
상향 -0.6621* 0.2943 0.516

하향 0.5601* 0.2850 1.751

주거급여(임차)
상향 0.0494 0.3515 1.051

하향 -1.0831* 0.4280 0.339

통제변수

연령
상향 -0.0208** 0.0065 0.979

하향 0.0256** 0.0080 1.026

가구원수

상향 0.1125 0.0648 1.119

하향 -0.0001 0.0909 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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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7> 지역별 logit estimate 비교

구분 DF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월세대출
상향 -1.1962 -1.2404 -12.7121

하향 1.2641* 0.4694 3.2651**

전세자금 대출
상향 0.4660* 0.4439 0.6271*

하향 -0.3366 -0.3583 -0.2444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향 1.1385*** 1.8493*** 0.8169***

하향 -13.8962 -13.8105 -9.6147

공공임대주택
상향 -0.5141* -0.2610 -0.6621*

하향 0.6644** 0.9105** 0.5601*

주거급여(임차)
상향 0.3727 0.7583* 0.0494

하향 -0.9098** -0.8068 -1.0831*

월소득
상향 0.0000 0.0000 1.000

하향 0.0000 0.0000 1.001

총자산
상향 0.0000 0.0000 1.000

하향 0.0000 0.0000 1.000

*p<0.05, **p<0.01 ***p<0.001

*평행이동을 기준범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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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의 기각 및 채택

앞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기각 및 채택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4-8> 가설의 기각 및 채택

가설 내용 결과

가설1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거이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거평행이동대비 주거하향이동에 (+)

영향을 미쳤다.

가설2

전세자금대출은 주거이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전세자금대출은 주거평행이동대비 주거상향이동에 (+)영향

을 미쳤다.

가설3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거이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거평행이동대비 주거상향이동에 (+)

영향을 미쳤다.

가설4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이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공공임대주택은 주거평행이동대비 주거상향이동에 (-)의

영향을 주거하향이동에 (+)의 영향을 미쳤다.

가설5

주거급여(임차)는 주거이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채택

주거급여(임차)는 주거평행이동대비 주거하향이동에 (-)의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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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과의 해석

이상의 분석결과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주거평행이동보다는 주거하향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탈전세현상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전세가격의 가파른 상승, 보증금 반환 리스크 증가 등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정부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주택점유형태의 하향이동을 감수할 만큼의 이득을 주는 선택대안이

될 수 있다. 앞서 검토된 McFadden(1981)의 확률선택모형에 따르면

주택유형의 선택은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월세대출이용이 주거하향이동에 (+)의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개별가구들이 전세를 유지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월세대출 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주택

점유형태를 선택한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둘째,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용이 평행이동 대비 주거

상향이동에 (+)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 역시 McFadden(1981)의 확률선택

모형에 근거해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로의 주거상향이동은 일반적인 주택점유형태 선호를 반영

하는 것으로, 주거상향이동 자체가 개별가구들의 효용극대화의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상향이동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전세 및 주택구입에 소요

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개별가구들의 주거

점유형태 선택에 관련된 효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적으로 주거상향

이동에 까지 (+)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이용이 주거평행이동 대비 주거하향이동에 (+)의

영향을 미친 것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의 등장과 관련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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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5·10년 임대 등의 전형적인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집주인 리모델링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하였다. 다양한 주거수요충족에 따른 효용의 크기가 주거점유형태

측면의 상향이동에 따른 효용의 크기보다 클 경우 개별가구들은 점유형태

측면의 하향이동을 감수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이용이 평행이동대비 주거상향이동에 (-)의 영향을

미친 것은 소득분위 1～2분위이하의 주거취약계층의 상향이동에는 공공

임대주택의 정책효과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넷째 주거급여의 이용은 주거평행이동대비 주거하향이동에 (-)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주거급여 프로그램이 중위소득 44%이하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주거하향이동을

억제하고 주거평행이동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효과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많은 이들이 내집 마련을 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꿈꾸지만 가파

르게 상승하는 주택가격, 전세가격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의 금융지원,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현물지원, 주거급여와 같은 현금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주거점유형태를 선택할 때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개별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결정한다는 확률선택

이론에 근거하여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이들 개별가구의 주거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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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정부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 시행이 서민들의 주거이동(상향, 평행, 하향)에 미친 영향과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수혜가구들이

주거평행이동하기보다는 주거상향이동할 확률이 높았으나, 주거안정월세

대출의 경우는 주거평행이동하기보다 주거하향이동할 확률이 높게 나타

났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주거주거평행이동 대비 주거상향이동할

확률은 낮게, 주거하향이동할 확률은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급여는 주거

평행이동대비 주거하향이동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주거안정월세대출이 주거상향

이동으로 정의되는 주거안정성 강화에 정책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

되지는 않았던 바 동 지원프로그램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보유자산이 크지 않은

청년층일수록 월세대출에 대한 수요는 클 것으로 추정 가능한 바,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에 따른 대출한도 차이를 두거나, 현재의 늦은 사회진출

나이를 감안하여 35세 이하로 제한되는 사회초년생의 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거상향이동을 통한 주거

안정성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위의 정책

들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대출대상이나 대출한도의 과도한 확대는 전세가격이나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은 주거평행이동 대비 주거상향이동보다는 주거하향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앞서 결과의 해석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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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의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에 따른 경제적

장점 외에도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세대 및 가구별 특화된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성이

개선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

임대주택이 주거상향이동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의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소득

분위 1～2분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8월

기준 입주대기자(예비입주자)가 24,455명(수도권 1만2831명, 비수도권

1만1624명)이며, 이들 평균대기기간은 409일(수도권 559일, 비수도권 375일)에

이른다. 소득분위 4분위이하 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역시 입주대기자가

53,224명이며, 이들 평균대기기간은 249일에 달한다. 따라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자로 한 이들 영구임대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통하여 이들 계층의 주거상향이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거급여를 이용할 경우 주거하향이동할 가능성보다 주거평행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로 미루어볼 때 주거급여프로그램은

중위소득 44%이하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동 정책은 주거기본법상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지원대상의 확대와

함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치밀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다행이 ’18년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대상 요건완화로 11만명의 신규수혜자가 추가되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실제로 납부하는 임차료와 주거급여액의 차이가 큰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시급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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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제 언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로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주거이동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거점유형태 외에도 주거면적, 주거지역, 주거환경, 주거만족도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설명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에서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묻는 설문항목에 대한 결측치가 많아 빈도수가 10이하인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 조사된 설문조사로부터 얻은 자료를 수집하여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변수간의 관계가 편향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고 변수 간에 가능한 또 다른 관계를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넷째, 본 연구는 동일한 표본의 시계열 자료가 없어 단일 시점의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연구를

위하여 동일한 표본에 대한 다년간의 누적된 조사치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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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Housing Support Program

on Residential Mobility

Kim, Yuh-Ju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urrently, the housing supply rate in korea is more than 100%,

despite regional differences, the housing shortage problem in terms of

quantity has been resolved some what. However, the fact that only

57% of the households live on their own despite more than 82% of

common people wanting to haver their own house means that the

housing stability of common people is not improving in terms of

tenure type.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housing support programs,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whether these programs have practical policy effec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empirical analysis of What policy effects

does the government's housing support program have to ease housing

instability in terms of tenure type, thereby drawing suggestions for

desirable policy implementation directions for eac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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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theory of housing behavior, households take housing

control actions such as housing movement if they recognize housing

defects in the process of constantly comparing housing realities or

housing consciousness with those they face, and if there are

restrictions such as economic conditions, they temporarily lower their

housing consciousness. It can also be said that the choice of tenure

type is based on this theory of behavior, as individuals act in a way

that maximizes their utility the most. Based on the theory of

behavior above, how the Government's housing support programs

affected the choice of tenure type for individuals or households was

studied.

First of all, the use of housing support programs such as monthly

rent loan support, jeonse(lump-sum housing lease) loan support,

housing purchase loan support, public rental housing support, and

housing benefit support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

dependent variable, housing transfer, was recognized in terms of the

choice of tenure type, and the effect of each housing support program

on upward, parallel and downward movement was analyzed by

defining monthly rent to jeonse or as the upward movement, and

moving from owning house to jeonse or and monthly rent as a

downward mov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more monthly rent

loans are used, the more likely it is to move downward than parallel,

while households using jeonse loans and home purchase loans are

more likely to move upward than parallel. Households using public

rental housing were more likely to move downward than parallel,

while those using public rental housing were less likely to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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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ward. Lastly, it was shown that housing benefits are less likely to

move downward than parallel.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given

that the effect of monthly rent loan has not been derived, it is

necessary to meet the actual demand for monthly rent loan through

policy supplementation such as different loan limits depending on the

region(capital area-locall area) or raising the standard for beginners

in society. Second, it is desirable to maintain or expand the current

stance as jeonse loans and housing purchase loan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upward movement. However, excessive expansion of loan

targets and loan limits may result in a rise in jeonse prices or

housing prices, so careful consideration is needed. Third, public rental

housing needs to continue to supply rental housing that can meet the

housing needs of various classes and generations, but it is necessary

to induce upward movement of these classes by expanding the supply

of permanent rental housing for the vulnerable in the first and second

quarters of income. Fourth, the housing benefit program is a

minimum device that can guarantee the housing stability of the

vulnerable class of housing, so policy measures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support and realizing the standard rent of private rental

housing are needed.

key words : Housing Support Program, Residential Mobility, Choice of

tenure type

Student Number : 2019-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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