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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택공급은 의식주의 한 가지로서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모든 정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대에

주거안정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 실제로 이

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한편으론,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으나 정작 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연구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적 시계열모형을 활용하여 주택공

급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택공급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공급시점에 따라 사전

사후 처리하였으며, 주거안정은 HOI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5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은 주거안정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크다면 주거안

정에의 효과 역시 더 컸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설계에 있어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할 것, 보다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공급할

것과 향후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주택공급, 주거안정, HOI, 대단지아파트, 단절적 시계열모형

학 번 : 2020-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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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using supply is an essential factor in survival like a food and

clothing. Therefore, all presidents have tried to stabilize housing in

their own way, but the present indicators related to housing stability

remain questionable as to whether housing stability through housing

supply has actually been achieved. On the other hand, despite of

several arguments for this contradictory situation, academic data that

can explain this are very insufficien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housing supply on housing stability was examined using interrupted

time series model. Housing supply was pre-post-processed according

to the timing of supplying large apartments complex with 500

households or more, 1,000 households or more, and 1,500 households

or more, and HOI was used for housing stab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upply of large apartments complex

with more than 500 households and more than 1,500 household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ousing stability, and if the size of the

apartment complex was large, the effect on housing stability was also

greater. Through this, it was suggested for future policy and

follow-up research to expand housing supply for housing stability and

supply mainly for large apartments.

keywords : housing supply, housing stability, HOI, large

apartment complex, interrupted time serie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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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주택은 의식주의 한 가지로서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연히,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2020년 말

을 기준 42.8%에 달할 정도로1)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게 되었다. 특

히,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하여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

산 비중이 높은 나라로 꼽힌다2)3). 이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정책은 우

리나라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모든

정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시대에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에 역할을 할 것이 계

속해서 정부에게 요구되어 왔다. 현대의 문재인 정부가 ‘21년 11월 21

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

다”,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

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충분

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쉽다”며 사과했던 모습은, ’79년 1월 19

일 박정희 정부가 연두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에도 자극이 되어

…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부담을 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

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던 모습과 겹쳐 보인다. 즉, 주거안

정이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였고, 이 때문에 주택

공급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자 대통

령으로서 사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민이 만족할 정

도의 주거안정을 달성·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준

다.

역대 정부의 노력들 중에서도, 주택공급은 주거안정을 위해 쓰이는

1) 통계청, 한국은행. (2021).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
2) 공태인, (2021). 2021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금융투자협회
3) 심현정, (2018).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 자산 특징 및 시사점. 미래에
셋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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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였다. 박정희 정부시기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

로 강남권의 대규모 개발을 통해 대규모의 택지와 주택을 공급한 것이

꼽힌다. 노태우 정부는 선거운동 당시 주택 200만호를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택난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임기

초중반의 강력한 규제에서 선회하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

가구, 2.4 대책을 통해 전국 약 8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뿐 아니라 일반국민 역시 주택공급이 주거안정의 주요한 수

단임을 인지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

과, 2021년 현재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공급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

(33.6%)을 차지하기도 하였다4).

하지만,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는 의문이 남는다. 앞서 서술하였듯, 역대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였으나, 동시에 지속적으로 주거안정 실패에 대해 사과해 왔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는 ‘21년 초에 한번, 연말에 다시 한번 주택공급

물량이 역대 정부 중 최다임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급하였음에도5)6)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구입부담지수 등 각종 지표는 역대 가장 부정

적이거나 그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론, 현재의 모순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는 현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의한 시장 왜곡이라는 주장,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규모 단

지형 아파트의 비중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주장 등이 있으나 정작 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연구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학술지인용

색인 키워드별 연구동향 검색 결과, 최근 10년간 주거안정을 키워드로

연구한 논문은 총 20편이 발간되었으며, 주택공급을 키워드로 연구한

논문은 지난 10년간 총 28편이 발간되었으나 주택공급이 주거안정에

4) 경인매일, (2021.09.29.). “정일영 의원, 코로나 시기 재정지출 확대 및 부동산 대
책 방향 묻는 수도권 시민 여론조사 결과 공개”

5) 국토교통부, (2021.01.20). “최근 4년간 아파트 공급량,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 기
록”.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2871

6) 연합뉴스, (2021.11.12.). “역대정부 주택공급물량 비교해보니... 문재인 정부 연간
54만 6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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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은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안정, 그리고 이들이 가지

는 여러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주택공급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근

거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정

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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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주거안정

주거안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주택시장의 과열, 공급의 부

족 등의 이유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일반국민이 주택을 구매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주거안정대책으로서의 주택

공급은 주택가격의 하락을 목표로 하게 된다. 이 경우 주택가격은 주

거안정을 가늠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나타내는 대

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써 주택가격지수가 사용된다. 그러나 주택가격

지수를 이용한 주거안정 정도의 측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폐가치

의 변화, 소득수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경제 시스템적으로 반드시 발생

하는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단순히 시간적 요인이 주택의 가

격을 높였을 뿐 실제로 일반 국민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이전보다

용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택의 가격 그 자체만 이용한 주택가격지

수를 주거안정의 지표로서 사용하는 것 역사적 요인, 시간적 요인을

잘 통제한 논리가 아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주거안정을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PIR(소득대

비 주택가격 비율), HAI(주택구매력지수), HOI(주택구입물량지수) 등

이 있다. 먼저, PIR는 중위소득으로 중위주택가격을 나눈 값으로 정의

되며, 계산이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또 다른 지표인 HAI는 구매자의 소득기준으로 한 구입능력과 상환능

력을 포괄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력을 예측하기에 적합한 지표이다(최

상희 등, 2009). HAI는 대출상환가능소득을 중간가구소득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으로 정의되며, 대출상환가능소득은 중간주택가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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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원리금 상환액 등의 영향을 받는다. 즉, HAI는 중위가격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본과 대출금을 중위소득가구의 소득과 비교한

지표로서, 중위소득가구가 실제 중위가격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때 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나타낸다. PIR이 단

순히 중위소득값을 단순히 중위주택가격으로 나눈 것과는 달리 실제로

는 주택 구매시 대출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영한다.

한편, HOI는 HAI가 중위주택가격을 지표산출에 이용하는 것과는 달

리 해당 지역내 개별 주택의 가격을 이용한다. 이렇게 HAI를 개별 주

택에 적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100 이상이라는 것은, HAI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실질적으로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가 해당 주택을 구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OI는 이를 목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여, 100을 넘는 주택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을 보여준다.

이 세 지표의 공통점은 중위주택가격과 중위소득 중 하나(혹은 모두)

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PIR과 HAI의 계산에는 중위주택가격과 중위소

득이 모두 이용되며, HOI에는 중위소득이 이용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주거안정을 위한 지표에 중위주택가

격이 이용되는 것은 주택공급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새로 주택이 공급되면 이는 직접적으로 해당 지역내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국민이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는 상

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를 이용한다면 주택의 공급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측정하려는 본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마다 HOI를 따로 계산하여 주거안정의

지표로써 이용하고자 한다.

한편, HOI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에 관한 데이

터가 필수적이다. 이때 주택가격을 저량으로 볼 것이냐 유량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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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저량의 경우 특정 기간 해당 지역의 시세자료,

즉 판매자들의 호가를 이용하며 유량의 경우 시세 대신 실거래가 이루

어진 주택들의 가격 데이터를 이용한다. 우리나라에서 HOI를 대상으

로 하는 연구들은 주로 시세자료가 이용되고 있다. 최상희 등(2009)은

주택구매력을 알아보는 두 지표인 HAI와 HOI를 모두 이용하여 계층

및 지역별로 서울시의 주택공급효과를 평가하였는데, ‘R114’의 시세자

료, 즉 저량을 이용하여 HOI를 측정하였다. 또한, 이성원과 신상영

(2008)은 그들의 연구에서 서울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여 주택구입능

력을 분석하였는데, 이들 역시 ‘R114‘이 자료를 이용하여 저량으로 분

석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경우 실거래 자료를 취득하지 못해 HOI의 계산

에 저량을 이용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 특히 미국의 NAHB-HOI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

으며, 2006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실거래가가 신고되어 통계 자료

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시간적 길이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생각될 뿐 아니라 HOI의 원

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거래자료를 이용하여 HOI를 분석하고자 한

다.

제 2 절 주택공급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적으로 보자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은, ““공급”이란 「주택법」 제54조의 적

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54조는 공급의 주체인 사업주체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

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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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

11조는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법령을 조합하여

보았을 때, 법령상 주택공급은 ’사업주체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주

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법규의 준수와는 별개로, 공급의 주체가 되는 부문이 공공부

문이냐 민간부문이냐에 따라서도 공급의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적용받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인데, 공공택지의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등의 적용을 받아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서 분양가상한제, 임대주택 건설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러

한 분류는 단지 주체가 되는 두 참여자를 언급하는 분류에 지나지 않

으며, 실제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자주 협력하여 택지를 공급한

다. 일례로 1기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택지를 확보한

뒤 이를 민간부문에 판매함으로써 주택이 건설되기도 하였다. 또한, 김

해시, 오산시 등에서도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등

현재에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은 함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측정가능한 변수로서의 주택공급을 정의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이 어느 쪽이 더 주도했는지, 그 과정이나 방식과 같

은 내용은 주택의 건설과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조합원이 아

니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 국민은 이와 연관이 없다. 가장 관련있

는 지점은 주택을 구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해지는 시점이며, 이는

법적으로 볼 때 주택이 준공되어 사용승인허가를 받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국민이 주택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연구모형을 구

성하기 위해 HOI를 이용함을 서술한 바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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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택공급 역시 ’사용승인일‘을 주택이 공급되었다고 보는 기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제 3 절 관련 선행연구

최상희 등(2009)는 HOI와 HAI를 모두 활용하여, 주택공급이 계층 및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주거안정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는 주택

공급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았다.

첫째는 전체적인 주택재고를 확대하는 것, 즉 천명당 주택수나 주택보

급률, 건설실적 등의 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연구들이다.

둘째는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들이다. 셋째는, 국민의 주거복지와

토지이용 효율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 등을 핵심

지표로 활용한 연구들이다.

최상희 등(2009)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이 실수요자에게 정책효과를

전달하는 것에는 관심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HAI를 비롯한

주택구매력지수가 이러한 주택정책의 실제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HAI와 HOI를 소득분위별로, 지역별로 계산한 뒤 분석

에 이용하였다. 소득분위는 10분위까지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공

간적으로는 시도 단위까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급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평균가구는 주택재고량중

80%정도를 구입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며, 수도권은 63%만 구입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최상희 등, 2009:230)”. 또한, 소득계측이 낮을수록

HAI와 HOI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구매가 가능하더라도 노후도나

주택의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결국, 이는 “실제 수요계층

의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것이며, 신규 공급되는 주

택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확대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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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를 이용하였다는 점, 연

구시점에 비하여 데이터의 접근성으로 인해 과거의 데이터만이 이용되

어 해당 시점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전국의 시도

별 구분은 다소 이질적인 집단을 하나의 표본 안에 포함하여 분석하기

된다는 점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성원과 신상영(2008)은 서울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의

권역별 HOI를 계산하였다. 그들은 주택구입능력에 대해 “구입시점에

대표주택의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관한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

러한 관점에서 이들 연구에서 계산된 HOI인 KHOI의 유용성과 특징을

설명하였다(이성원과 신상영, 2008:169).

첫째, 주택을 실제로 구입할 때 LTV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주택가

격을 전부 대출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

렇다면 LTV 비율에 따라 남은 비율은 모두 주택구입밑천으로서 준비

하여야 하는데, 이 밑천의 크기는 소득뿐 아니라 소비자의 개별적인

행태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성원과 신상영

(2008:170)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미리 비축하는 일반적인 행태를 고려하여 주택가격 중 일정비율을 주

택구입밑천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LTV를 제외한 비중은 주택 구매

를 계획중인 소비자라면 이에 대한 비율 만큼 미리 이를 비축하고 준

비할 것을 가정하고 HOI를 계산하였다.

둘째, 여러 기관과 국가에서 계산 및 이용되는 HOI중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NAHB-HOI에 대하여,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KHOI와 다른 점을 비교하였다. 주로 금융제도의 구조적 차이

와, 데이터 접근성에 의한 주택가격 분석기준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

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KHOI의 기준은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계산되는

HOI와 대부분 일치하며, 이는 개략적으로 다음 표에 개략적으로 정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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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NAHB-HOI와 KHOI 산정기준 비교

구분
HOI

(NAHB-Wells Fargo)
KHOI

산정주기 분기 분기

주

택

가

격

주택 유형 single-family housing 아파트

주택가격 및 분포 주택가격의 분포 주택가격의 분포

분석기준 거래된 주택 재고 전체 주택 재고

주택가격데이터

First American Real

Estate Solutions

(실거래가)

부동산 R114

(부동산매매호가)

가

계

소

득

가구유형
일반가구

최초구입가구

일반가구

최초구입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가구
중위소득가구

하위25%소득가구

가계소득데이터
HUD의 중위가계소득

자료
통계청의 가계조사

월소득대비주거비

비율(HTI)
25% 25%

주

택

금

융

주택구입밑천 10% 50%

대출 금리

Federal Housing

Finance Board의

Effective rate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

대출 조건 30년 상환, 고정이자율 20년 상환, 고정이자율

산정결과기준
50%(50%이상 지불능력

있음)

50%-중위소득가구

25%-하위25%소득가구

출처: 이성원과 신상영, 2008:171)

이성원과 신상영(2008)은, 이후 이러한 기준을 이용하여 중위소득가구

와 하위 25%가구의 지역별 HOI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위소득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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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서울시 전체에서 25%~30%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상당히 낮은 수

치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 중 2006년에 주택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의 상승을 소득과 주택재고가 따라가

지 못하면서 구입능력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하위 25%가구는 서울 전체로 보았을 때 ’06 4Q 기준 아파트

중 7.2%만이 이들의 지불능력 안에 있었다. 또한, 계산된 HOI는 권역

별로 다른 분포를 보였는데, 동북 2권과 같이 HOI가 높은 지역과 서

남 1권과 같이 HOI가 낮은 지역 사이의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동북 2권이 소위 노·도·강 지역으로,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함

과 동시에 저렴한 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그 이유로 분석하

였다.

한편, 전술하였듯, 상기 연구와 같은, 주택공급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탐구한 연구가 최근 국내 저널에서 출판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수한 경우에 대한 연구로는 김홍주, 김주진(2014)의 주

거환경개선사업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이

연구는 공급 일반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된다는 점, 주거안

정이 주거비용이나 외부 환경 여건 등으로 측정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

해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이 모두 본 연구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주거안정은 주택가격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택가격에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종문과 이주형(2007)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인을 인구구조 및

경제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연령별 수요변화가

전체 주택수요를 변화시킨다는 멘큐-웨일 모형이 주된 분석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당분간은

인구변화로 인한 주택가격 안정은 없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매가 어려워지는 만큼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정책효과의 대상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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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이용자로 제한된다는 점과 더불어 저자가 밝히고 있듯

방법론상의 한계로 인해 전국적인 국민임대주택사업의 효과를 설득력

있게 추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멘큐-웨일 모형이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용하여 주택가격을 연구하는

도구라면, 헤도닉 가격모형은 주택이 가지는 여러 특성에 대한 소비자

의 선호를 이용하여 주택가격을 연구한다. 허세림과 곽승준(1994)는 헤

도닉 가격함수를 이용하여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헤도닉가격모형의 추정에는 소비자가 평가하는 주택에 특

성들을 나타내는 변수가 필요한데, 연구자들은 이를 주거특성, 지역특

성, 환경특성변수로 크게 분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거특성에

는 방의 수나 아파트의 넓이, 지역특성에는 교육의 질이나 도심까지의

거리, 환경특성에는 대기오염을 나타내는 분진 농도가 이용되었다. 분

석 결과, 아파트의 가격은 아파트 구조와 건축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에도 문제가 되고 있던 환경오염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금으로부터 연

구시점으로부터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 그때와는 크게 변화하였을 현

재의 주택시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의 범위가 아파

트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김호준(2012)역시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앞서 논의된 연구들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그는 지역적인

특성이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달라지게 한다고 보았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

역을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 전자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전용면적, 도심 여부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대학까지의 거리, 부도심 여부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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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연구의 경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주택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밝혔으나 이러한 차이는 도시형생활주택에만 적용되는 차이점이다. 일

반주택 역시 이와 비슷하게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변수들의 영향력의 순

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의 연구에서 밝히듯 일반주택과 도시형생활

주택 역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달라지는 만큼 이들은 서로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연구결과를 일반주택에 일반

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주택공급 자체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연구가 이

루어졌다. 김미경과 이창무(2013)은 주택재개발로 인해 공급된 주택이

주택여과과정을 통해 어느정도의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의 키워드인 ’주택여과과정‘은 “시간 견과에 따른 주

택의 물리적 노후화와 상대적인 선호도 하락으로 인해 소득이 높은 계

층의 가구가 기존 주택을 떠나 신규 건설주택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가구가 거주하던 주택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구가 입주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연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김미경과 이창

무, 2013:24). 이들은 가재울 뉴타운사업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거주지에 새로 입주한 사람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연쇄적으로 몇 단계의 파급효과가 일어났는지, 이들의 소득

수준이나 주거수준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주택재

건축사업은 재건축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고소득 가구뿐 아니라 주

택여과과정을 통해 연관된 가구들의 주거수준을 편균적으로 향상시켰

으며, 이러한 여과과정은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점차 소득이 낮은 가

구로 진행되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주택재건축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

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연쇄효과 자체는 주택 공급으로 촉발되는 현상임이 잘 알려져 있으

나 연구의 대상이 하나의 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구체적인 수치와 같은

결과는 일반화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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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와 성수연(2013)은 서울권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가지

는 특성과 그 효과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들은 도시형생활주택의 특

성을 시기별, 규모별, 주택 및 입지유형별로 나타냈고 공급효과는 공급

기여도, 입지 및 접근성, 임대료 부담 각각에 미친 영향 등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주택 공급에 큰 비중을 차

지하며 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이용하기 위한 주거비 부담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에 개선점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서울시에 공간적 범위가

국한될 뿐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연구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이 역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정호(2001)는 영구임대주택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그는 영구

임대주택정책의 목표에 대하여, 보통의 주택건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

1조를 참고할 때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

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된다는 점,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증을 정책의 수혜자로 설정한다는 점을 들

어 이들의 주거수준과 경제수준의 향상이 정책의 목표임을 주장하였

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의 328개 지구 아파트를 대상으

로 사전사후측정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인 주거수준의 경우, 도시

에 거주하는 영세민의 가구당 사용방수, 총사용면적과 같은 거주밀도

에서 큰 향상이 있었음을 밝혔다. 주거만족 역시, 표본에 해당하는 주

택의 입주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실시 이전에 비해 그

이후에 협소한 공간에 대한 욕구 등이 다소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

등 전체적으로 주거수준에 큰 효과가 존재하였다. 두 번째 목표인 경

제수준에 있어서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비한 가구총소득의 증가나 생

활비 경감에 큰 효과가 있었으나 주거비 부담 등은 오히려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연구는 사전사후측정의 한계로 인하여 역사적 요인을 충

분히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구임대주택의 효과에 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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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주택공급정책 자체가 가지는 특성에 관하여, 김주영(2010)은 주

택정책의 특성이 시장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주택정책을 공

급촉진정책, 공공임대 정책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들 정책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주택가격 자료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참여정부를

포함하여 그 이전 4개 정부별로 계절형, 혹은 비계절형 개입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역대 정부가 사용한 서로 다

른 29개의 정책수단 중 7개 정책만이 통계적으로 가격 하락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수(2006)는 주택정책의 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공급정책(주택

200만호 공급)과 수요정책(분양권 전매제한), 통합정책(분양가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주택 200만호를 공급하

는 정책의 경우 주택매매가와 주택전세가에 대해 정책시행 전후로 가

격지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정책이 주택가격을 유지

하거나 하락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분석하였다.

고필송과 박창수(2010)는 부동산정책과 주택가격의 관계를 시계열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정책들과 관련 지표

들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정책이 실제 지표가 나타난 뒤에 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절한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결국 시장이 불안

정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부동산정책의 산물인

주택가격지수에 대한 시계열분석 결과 지수 증감은 연구대상 중 노무

현 정부시기 가장 컸으며 김영삼 정부가 적게 증가하였으며 주택공급

실적 등 관련 변수와 주택가격지수를 회귀분석한 결과로는 주택공급실

적은 주택매매가격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상기 선행연구들의 특징과 한계점을 종합하자면, 앞선 선행연구들은

주택공급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제 주택을 구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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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오래되었거나 제한적이라는 점,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이질적인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빠르게 변화하는 주택시장의

역사적 요인이 충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을 가

진다.

첫째,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실제 주택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

에서 구성하였다.

둘째, 최신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대의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였

다.

셋째, 서로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함으로

써 내적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연구기간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진 주택 공급을 모두 변수로 이

용함으로써 역사적 요인과 selection bias를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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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으로 한정한다. 2021년 3월 기준, 수

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50%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인

구밀도로 인하여 신도시개발이나 택지공급, 공공주택 건설 등 수많은

정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주거안

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고, 동시에 많은 주택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

수도권은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하나의 집단으로 처리하여 연구하는 것은 내적 타당성에

위협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인과적 추론을

위해 공간적 범위를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내적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의 분석단위 및 시간적 범위는 2011년-2019년 및 시군구로

한다. 비록 주택공급, 특히 신도시 개발과 같이 큰 규모의 정책은 사업

시작으로부터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적 차이가 크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공이 완전히 이루어져 실제 입주가 시작되는 사용승인일

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간격으로 인해 발생

하는 문제를 이미 차단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의 기

간은 주택공급의 효과를 보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더

해, 데이터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현재 HOI를 추정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인 중위가구소득은 2019년까지 추정 및 공개되었으며, 여기에

2020년으로 외삽하여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시간적 범위를

2019년까지로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지역적

특성은 수도권 주택 하위시장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권역별로 이루어진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읍면동 수준의 좁은 범위가 아닌 시군구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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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넓은 규모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간적 범위 및

분석단위를 위와 같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 2 절 변수의 측정

1. HOI

HOI(Housing Oppertunity Index)는 연구자에 따라 ’주택구입기회지수

‘ 혹은 ’주택구입능력지수‘ 등으로 번역된다.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목

적으로 HOI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주택건설협회가 ’91년도부터 발표하는 분기별 HOI(NAHB-HOI)이다.

개념적으로 아주 단순화하면, HOI는 수식1과 같이 지역 내 존재하는

물량 중 가구소득으로 구매가능한 물량의 비율로서 이러한 큰 틀의 개

념은 HOI를 발표하는 기관이나 국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국가별

혹은 연구자별로 달라지는 것은 여기에 쓰이는 각종 지표의 산출 방식

이다.

(1)지역내물량
구매가능물량

수식1의 지역내물량의 경우 상기 논의한 바와 같이 저량으로 볼 것이

냐 유량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NAHB-HOI의 경우와 같이 이를 실거래 물량으로 이용하여 호가가 아

닌 실제 거래 가격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유용한 지표를 계산하고자 하

였다.

수식1의 구매가능물량의 경우, 연구자가 연구대상으로 하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더해 해당 가구가 실제로 주거비용으로 대출을 포함하여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반영하므로, 연관된 여러 지표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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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제 지출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구매가능물량 산출의 핵심

이다.

위의 식1은 개념적으로 아주 단순화한 정리이고, 상세한 계산은 가구

소득, HTI, LTV, 소득 중 주거비 비율(DTI), 대출조건 및 금리를 결

정하여 이를 이용해 대출가능액을 산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중 가구소득은, NAHB-HOI의 경우 그 기준을 중위소득가구의

소득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서의 K-HOI는 중위가

구소득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연구의 목표에 따라 중위가구소득

및 하위 25%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이성원, 신상영, 2008) 계

층별로 각 사분위의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최상희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중위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이용하며, 상세한 자료는 통

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가구중위소득(실질)”지표

를 이용하였다. 이 지표는 명목 가구중위소득과 실질 가구중위소득이

모두 산출되고 있는데, 이 중 실질 가구중위소득의 경우 현재가치에

맞추어 당시의 소득이 보정되고 있다. 이 경우 당시의 거래 체결가격

으로 계산되는 HOI와는 분석방법에서 차이가 생겨, HOI가 과대측정되

는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소득을 그대로 표현하는 실질

가구중위소득을 이용하였다. 한편, 이와 비슷한 지표로, 마찬가지로 통

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이 있

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조정한 ‘균

등화 중위소득’인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중위

소득을 측정 및 제공하고 있어 단일한 지표로서 HOI를 계산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해당 자료는 2015년 이후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어

충분한 시점 데이터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DTI, 즉 소득 중 주거비용 비율의 경우 역시 국가 및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NAHB의 경우 28%를, 국내 선행연구들의 경우 25%를 주로

제시하고 있다. NAHB의 경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을 이용하지만, 기

존 국내의 연구 및 국가승인통계의 경우 20년 균등상환을 적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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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DTI는 NAHB와 마찬가지로 25%, 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승인통계로서의 K-HAI를 산출하여 발표

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HAI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LTV와 DTI를 표준대출조건으로서 공개하고 있으며, 3년마다 이 수치

가 지표 계산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재고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지표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과거의 지표까지 소급해 산출 및 발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토는 ‘13년, ’17년, ‘20년에 이루어졌다. 20년에

두 지표가 조정된 결과는 LTV는 47.9%, DTI는 25.7%이다. 본 연구에

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HOI를 산출하

고자 하며, 금리는 HUSTAT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용

하도록 한다.

이처럼 기준이 정해지면, 연이율 r과 대출기간 n을 이용하여 대출가

능액을 수식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대출가능액 









가구소득 



본 연구에서 HOI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각종 지표들은 다음과 같

다.

[표 3-1] HOI 계산에 이용된 지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가구중위소득 2,017 2,189 2,344 2,370 2,448 2,549 2,649 2,756 2,875

LTV, DTI 47.9%, 25.7%

대출금리 4.92 4.63 3.86 3.55 3.03 2.91 3.27 3.39 2.74

(단위: 만 원, %)

가구중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1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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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중위소득가구는 한해 약 143%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

다. LTV와 DTI는 상술한 바와 같으며, 대출금리의 경우 HUSTAT에

서 매년 산정하여 발표하는 대출금리를 사용하였다. 이는, 구매자가 실

제로 구매를 하려는 상황을 최대한 재현하여 모형에 활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으로, 이 지표는 해당 연도에 평균적으로 어떤 금리 조

건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이들 지표를 이용하여 구매가능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

다.

[표 3-2] 구매가능주택가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4,159 15,300 17,507 18,191 19,682 20,718 20,844 21,456 23,731

(단위: 만 원)

이 지표는 연도별로 실제로 구매가능한 주택의 가격이 얼마인지 나타

낸다. 식1에 따라 HOI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구매가능주택가격과

해당 시기에 거래된 모든 주택의 가격을 서로 비교하여 구매가능주택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주택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 이에

따라 구매가능주택가격을 계산하였으며,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패턴을 보여 2011년의 중위소득가구는 1억 4,159만원 이하의 주택

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9년에는 2억 3,791만원 이하

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168% 증가하였다.

한편, 대출가능액과 구매가능주택가격이 정해지면, LTV에 따라 주택

구입 밑천에 대출가능액을 더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구매가능한

주택의 가격이 정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가구가 구매가능한 주

택의 가격은 대출가능액/LTV로 계산되며, 이를 이용하여 HOI를 계산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LTV가 60%인 경우 대출가능액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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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한다면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의 실거래 물량 중 대출가능액/LTV, 즉 대출가능액의 약 1.67배

이하로 거래된 주택의 비율이 HOI로 계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LTV는 47.9%이므로, 대출가능액의 약 2.09배 이하로 거래된

주택의 비율이 HOI로 계산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및 공간적 범위인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도권 실거래가 데이터는 총 3,898,043개가

수집·분석되었으며, 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

하여 수집되었다. 해당 서비스는 연도별, 시도별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및 분양입주권의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하여 얻은 데이터를 시군구별로 분류하면 지역별로 데

이터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인천광역시 남구가 미추홀구

로 바뀐 사례,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된 사례와 같이 중간에 시군구

의 명칭이 바뀐 경우이거나, 부천시의 하위 행정구역과 같이 데이터가

수집되다가 중단되는 경우 역시 존재하였다. 이때, 만약 명칭만 변경된

경우라면 이들은 결국 동일한 지역이므로 데이터를 합쳐주었고, 부천

시와 같은 경우 하위 행정구역의 인구가 너무 작을뿐더러 데이터가 제

대로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고 부천시만을 대상으로 적용하였

다.

이 연구에서 HOI의 산출을 위해 사용된 모든 데이터의 출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3] HOI 산출을 위한 자료 및 출처

자료 출처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금융통계시스템 HUSTAT

중위가구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중위소득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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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공급

주택공급은 연구자 혹은 연구주제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어 이용된다.

김성욱과 조승연(2016)의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이, 김미경과 이창무

(2013)의 연구에서는 재개발로 공급된 주택이, 이재수와 성수연(2013)의

연구에서는 서울권 도시형생활주택이 연구주제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정책 혹은 사업에 국한한 데이터를 수집 및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은 모두 주택공급의 한 종류일 뿐이다. 또한, 정부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의 목표가 특정 형태로 공급된 주택 이용자의 주거안정이

아닌, 일반국민의 주거안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택공급

산출 방법 중 어느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고하여 이용하는 것은 연구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 건축 인허가 및 착공 현황 (1980년_2021년)」 데이터를 이

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1980년부터 2021까지 이루어진, 전국의 모든 건

축 인허가 기록 4,369,494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기준에 맞추어 데

이터를 추출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사용승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건물이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거나, 미착공 등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일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배제하였다.

이후,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2011년~2019년, 공간적 범위인 수도권에 해

당하면서 연구의 대상인 주택(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인 경우

만을 추출하였다. 또한, 하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동수가 다른

경우(예: 101동과 102동은 다른 데이터로 기록됨) 하나의 데이터로 합치

고, 중복되는 데이터는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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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주택공급은 연도별로 보았을 때 매년 지속적으로 모든 지

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들 주택 중에는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

택, 신축 분양 고급 아파트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들을 모두 하나의 집단

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최막중과 임영진(2001)은 가구특성과

위치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유형이 달라짐을 보였으며, 이진경(2009) 역

시 그의 연구에서 소득수준 등의 요건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주택유형이

나 위치가 달라짐을 보였다.

이들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번의 사업으로 공급되는 세대

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를 500세대 미만 공

급, 500세대 이상 공급, 1000세대 이상 공급, 1500세대 이상 공급으로 구

분하였다.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서로 구분되지 않지만

이들 집단과 아파트의 경우 확실하게 구분지을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

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 아파트를 그 규모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추출된 총 374,853개 데이터는 다시 지역별, 연도별

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서 주거안정 이용하고, 이를 나타내는 계량적

지표로써 HOI를 이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HOI는 가격과 관련된 지표이

며, 주택가격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가격은 기본적으

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공급과 관련되어 통제되어야 할

당연한 특성 이외에도 수요와 관련된 특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 25 -

수요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표현된다. 기본적인 수요특성

인 전체 세대수 이외에도, 김주원과 정의철(2011)은 소형가구의 수요를

30대 이하, 40~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박천규

등(2009)는 주택수요특성을 분석하면서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세 이

상의 4개 단계로 가구생애주기를 나누어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연령대를 나누는 기준은 다르더라도 연령대

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연령대별 구분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 및 이용되고

있어(이수욱, 김태환, 2016), 수요를 구분하기 위한 연령대를 명확하게 정

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과 각종 주택정책에서 이용

되고 있는 기준을 사용하고자 한다. 각종 조사 및 정책에서 청년층은 19

세~39세로 정의되며 중장년층은 40세~64세로 정의되어 이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7) 그러나, 보통 주택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실제 수요가 발생하

는 연령대는 19세부터로 보는 것보다는 직장을 가지는 시기인 25세로 결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이수욱, 김태환, 2016).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25-39세로, 중장년층을 40-64세로 정의하여 이들의 비율을 통

제변수로 이용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웹 페이지8)을 통해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제

공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를 통해 전국 각 시군구별로 0세부터 100세 이

상까지의 인구를 1세 단위로 구별하여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시군구별, 연도별로 세대수, 청년

7)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청년전세임대, 청년사회적주택, 중·장년층 행정통계

등
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 (검색일

2021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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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비율, 중·장년층 비율을 계산하여 통제변수로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

용된 통제변수들과 그 출처는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이렇게 하여 얻어진 데이터들은 앞서 실거래가 데이터와 마찬가

지로 지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들

중 실거래가와 마찬가지의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였으나, 인구수

와 관련된 통제변수의 경우 각종 출장소에 의해 측정된 데이터가 존재하

였다. 이 경우, HOI를 측정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와 맞추어 불일치하

는 관측 지점은 삭제하였다.

제 3 절 연구방법론

단절적 시계열 설계(interrupted time series design)은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책 등의 평가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행되었거나, 본 연구의 데이터와 같이 모든 지역

에서 모든 연도에 걸쳐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통제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계량적으로 정의된 변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처치의 전후

[표 3-4] 통제변수

변수명 정의 데이터출처

전체공급규모 지역내 전체 공급규모 건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세대수 지역내 전체 세대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청년층비율 25-39세 인구수÷총 인구

중·장년층비율 40-64세 인구수÷총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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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충분한 기간 동안 관찰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절적 시계열 설

계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여기에서 Ot는 관측 지점마다의 데이터이며, X는 연구하고자 하는 처

치(intervention)을 나타낸다. 어떠한 처치(intervention)의 효과는 해당

처치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단절적 시

계열 설계에서는 이것이 처치가 일어난 이후와 이전을 비교하여 측정

된다. 이때 처치를 제외한 다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으로 배

제하여, 대응적 사실(counterfactual)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해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효과성 평가의 핵심이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주택공급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

향이므로, 주택공급을 대응적 사실로 삼아 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동일하게 하여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사회과학분야에서 자주 이용되는데, 특히 정책학

의 경우 정책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실험집단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현

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애초에 전국 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제집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

다. 그렇기 때문에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활용한 연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시경(2014)은 2개의 반부패 법률을 중심으로, 이들 법률

이 공무원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종속변

수를 공무원 10만 명당 범죄 건수로, 독립변수를 공직자윤리법과 부패

방지법의 도입 전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하여 단절적 시계열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이들 두 법은 공무원 범되에 대한 전반적인 부의 영향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희 등(2011)의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에서의 쓰레기총량제 실시가

쓰레기배출량과 재활용량, 그리고 쓰레기 처리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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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독립변수를 쓰레기총량제 실시 전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하여 이들 종속변수를 측정한 결과, 쓰레기 배출

량은 크게 감소하였고 반대로 재활용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예

산 역시 예산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증가의 폭이 매우

작았다.

그러나, 이 모형을 그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적용하기에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자체는 연구기간뿐 아니라 모든 연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를 이용한 대응적 사실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택공급을 각 주택건

설사업의 규모별로 분류하여, 500세대를 기준으로 한 대단지 아파트

공급을 대응적 사실로 이용하였다. 또한, 1000세대 이상과 1500세대 이

상의 아파트 공급을 또 다른 대응적 사실로서 각각 분석하여 공급되는

아파트의 세대수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함께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여기에 더해, 각 지역마다 공급이 복수로 이루어진 지역들에 대해서

는 각 공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패널을 생성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

시 관악구에 2014년에 한 번 공급이 있었고, 2016년에 한 번 공급이

있었다면 서울시 관악구의 데이터는 2개로 복제되어 데이터로 사용되

었다. 이 두 데이터는 다른 통제변수나 종속변수는 모두 동일하지만,

공급이 있었던 시기만 2014년과 2016년을 각각 하나씩 같는 두 개의

데이터이다. 이 방법은 단절적 시계열 설계가 가진 한계 중 하나인, 역

사적 사실에 대한 편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LTV와 DTI 기준인 47.9%, 25.7%의 경우 실제 주

택시장의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 연도별 LTV규제, DTI규

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이러한 규제를 포함한 역사적 사실들

을 모두 명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이렇게 여러 시

점을 동시에 하나의 시점처럼 다루어 설계하는 것은 관측 불가능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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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요인들을 제거하여 대응적 사실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무작위 배정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구성할 필요 없이 수도권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전체 데이터를 모두 이용하

였다. 무작위 배정을 하는 이유는,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집단이

어떠한 특성에 있어서 편이를 보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다시 말하면 최대한 모집단의 특성과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

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이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주거안정에 미

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의 시군구 데이터는

표본이 아니라 모집단에 해당하므로 표본을 설계하는 것은 오히려 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상기 논의에 따라 구성되는, 분석에 이용될 회귀식과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2)          

(3)          

HOI = 주택구매물량지수

TR5 = 500세대 이상 공급 처치 이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공급 이

후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

TR10 = 1,000세대 이상 공급 처치 이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공급 이

후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

TR15 = 1,500세대 이상 공급 처치 이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공급 이

후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

TS = 지역 내 총 공급규모(세대수)

POP = 지역 내 총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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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 = 전체 인구 중 청년층 비율

SN = 전체 인구 중 중·장년층 비율

p = 지역

t =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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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및 논의

제 1 절 분석 결과 및 결론

앞선 논의에서, 주택공급을 500세대를 기준으로 3개의 모형으로 표현

한 바 있다. 이를 이용하였을 때, 모형에 이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4-1] 기초통계량

모형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모형 1

HOI

2,241

30.77 20.91 0.13 90.65

TS 38204.94 31767.29 703 139911

POP 16.13 8.61 0.98 67.60

YD 23.52 4.74 11.89 47.92

SN 41.31 6.31 30.16 76.84

모형 2

HOI

1,458

31.91 20.43 0.13 90.65

TS 39922.15 33789.19 703 139911

POP 15.41 7.73 0.98 67.60

YD 23.34 4.60 12.36 43.53

SN 40.99 5.80 30.16 71.76

모형 3

HOI

954

32.41 21.30 0.13 90.65

TS 38833.02 36446.44 703 139911

POP 15.31 8.22 0.98 67.60

YD 22.81 4.21 12.36 43.53

SN 40.72 5.74 30.16 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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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시군구 숫자는 77개에 불과함에도 불

구하고 전체 N이 패널데이터를 고려한 숫자인 693개가 아닌 그 3.7배

인 2570개로 나타난 이유는 하나의 시군구가 하나의 패널데이터(9개)

로 들어간 것이 아닌, 각각 공급이 있었던 연도를 기준으로 더 많은

데이터로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즉, 평균적으로 볼 때 각각의 지역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급은 3.7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

지 방식으로 1.000세대와 1,500세대 이상의 공급은 각각 평균적으로

2.1회, 1.5회가 이루어졌다.

한편, 모형에 따라 전체 표본의 크기는 N이 두 배 이상 변동하였다.

이는, 전체 집단 중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급이 발생한 경우가 당연히

1,000세대나 1,500세대 이상 공급된 사례를 포함하여 보다 많기 때문이

다. 또한, 아파트 단지내 세대 수가 작을수록 반대의 경우보다 공급이

일어난 횟수 역시 많았기 때문에 이 차이는 더욱 증폭되었다.

반면, 최댓값과 최솟값의 경우 모형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

데, 이는 모든 데이터가 결측치 없이 관측되어 전처리과정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었고, 상술한 공급사례나 규모에 따라 변수가 새로 생성되거

나 삭제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 전체가 삭제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HOI의 경우 평균은 세

모형 모두에서 약 31%에서 32% 정도의 값을 보였으나 표준편차의 값

이 2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변동이 크게 관측되었다. 즉, 지역별

로 구매가능한 주택물량의 비율이 크게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HOI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체 주택 중 중위소득가구가 구입가능한 물

량이 전체의 0.13%에 불과하지만 가장 구매가능한 주택의 비율이 높

은 지역은 90%를 상회하였다.

전체 공급규모를 나타내는 TS의 경우, 평균적으로 3만 8천 세대 가

량이 공급되었으나, 500세대 이상에서 표준편차가 31767에 달하였고

이는 표본이 줄어들면서 더 확대되었다. 실제로 전체기간 중 70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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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공급된 지역이 있는 반면에 139,911세대가 공급된 지역 역시 존

재하였다.

전체 세대수를 나타내는 POP의 경우, 단위는 1만으로 측정하였다.

즉, 최솟값은 약 9,800세대, 최댓값은 676,000세대인 셈이다. 세대수 역

시 지역간 편차는 작지 않았지만 HOI나 공급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

로 적게 변동하였다. 이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인구비율 역시 마찬가

지로, 평균에 비해 표준편차는 크지 않았다. 가장 청년층 인구가 많은

지역은 시흥시로, 전체의 48%이상이 청년층이었다. 그 뒤로는 이천시

와 파주시가 약 40%, 수원 영통구가 약 37% 순으로 이어졌다. 중장년

층 인구의 경우 하남시가 76%에 달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김포시

약 66%, 화성시 약 58%순으로 이어졌다.

HOI를 각 지역별이 아닌 연도별로,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대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작성한 통계(K-HOI)와 비교했을 때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다9)10).

9) 실제 모형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할 때에는 시군구별로 계산하여 이용하였

으나, 그것을 일일이 비교분석하는 것은 비효율적일뿐더러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여기에서는 수도권의 세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10)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HOI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적 범위와 일치하지 않아 2011년의 HF가 추산한

HOI는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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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지역별, 연도별 HOI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9.0

(-)

11.6

(32.5)

14.2

(27.4)

15.5

(26.4)

16.7

(23.8)

17.3

(20.2)

17.0

(16.5)

17.0

(12.8)

17.2

(13.6)

인천
43.3

(-)

46.3

(72)

49

(72.7)

50.1

(69.4)

51.6

(62.3)

52.4

(57.8)

52.4

(52.9)

53.1

(59.8)

53.1

(65.2)

경기
27.6

(-)

30.7

(62.3)

33.2

(58.2)

34.6

(65.4)

35.8

(54.4)

35.9

(51.8)

35.1

(51.3)

34.3

(56)

34.4

(60.1)

단위: %, 괄호 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K-HOI

전체적인 경향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HOI가 인천-경기-서울 순으로

높다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OI와 동일하였다. 이 둘은 계산식

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지표를 동일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는 자연

스러운 해석이다. 그런데, 이 두 지표는 가구별 소득과 ’물량‘의 정의가

서로 다르게 이용되었다. 가구별 소득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실질 중위가구소득을 이용하였으나 HF의 경우 이와 별개로 통계청 가

계동향조사, 노봉부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가중

치를 활용한 별개의 지표로 산출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

이가 소득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질 중위가구소득과 K-HOI 계산 시 사

용한 가계소득은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HOI의

절대적인 크기가 다른 것은 이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경향이 두 지표가 서로 반대되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서울의 경우 2011년의 9%로 시작해서

2019년 17.2%가 될 때까지 2015년과 2016년 사이를 제외하면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HF의 HOI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18년과 2019년 사이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출

에 사용된 소득의 크기의 차이라기보다는 주택의 물량을 저량으로 볼

것이냐, 유량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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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호가(저량)으로 계산하였을 때는 서울권에서 구매가능한 물량의 비

율이 점차 줄어들었으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주택을 기준으로 하였

을 때는 오히려 거래된 주택 중 중위소득의 가구가 구매가능한 주택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권역 역시 마찬

가지로, 인천과 경기지역 역시 2010년대 초반에 비하여 2010년대 후반

에 HOI가 증가한 보습을 보이고 있으나 K-HOI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동일한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해석은, 저량과 유량의 전체적인 크기 비교와 함께 이를 구성

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분포가 있어야 하므로 다소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의 증가율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주택의 가격이 급

격하게 상승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가능한 사람이 적었다면 이는 실제로 거래되는 물량은 실제로 주

택을 필요로 하는, 상대적으로 절박한 사람이 구매했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두 산출방식의 경향성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해석은 불가능하다.

한편,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에서 9년간 거래된 주택의

HOI는 31%로 계산되었고, K-HOI는 연도별로 최소 56.9%에서 65.6%

의 값을 보였으나 전술하였듯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시장은 이질적인

특성이 많이 직접적인 비교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각각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급이 주거안정(HO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들의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어둡게 표시된 부분은 적어도 유의수준 95%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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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분석결과

구분 모형 1

(500세대이상)

모형 2

(1,000세대이상)

모형 3

(1,500세대이상)독립변수

상수항 199.19*** 195.08*** 301.53***

TR 1.99* -1.31 4.41*

TS 5.47*** 4.08*** 2.71***

POP -31.45*** -26.80*** -30.48***

YT -15.03*** -17.76*** -32.10***

SN -4.42 -3.04 -11.48*

F-Value 51.24*** 34.87*** 47.40***

표본크기 2,241 1,458 954

*:p<0.05 **:p<0.01 ***:p<0.001

세 개의 모형에 대해서, F-Value에 대한 검정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의 모든 계수가 0이라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우선, 모형 1에서는 주택공급의 효과를 나타내는 TR의 계수가 1.99

로 추정되었다. 이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은, 공급된

이후와 이전을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1.9%만큼 HOI가 높아졌음을 의미

한다. 1,500세대 이상에서는 이것이 4.41%로 측정되어, 500세대 이상일

때보다 더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반대로 1,000세대 이상의 공급에 대

해서는 오히려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수가 0이라

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한편, 모형 1과 모형 3에서는 TR의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측정되

었으나, 모형 2에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주택공급

이 주거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기존의 통념 및 선

행연구의 결과와 배치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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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세대별로 구분된 아파트들의 집단이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다. 상수항을 보면, 모든 독립변수가 0이라고 가

정했을 때, 즉 공급이 전혀 없었고 다른 모든 통제변수도 0이라고 가

정하였을 때 모형 1과 모형 2는 큰 차이가 없고 모형 3은 앞서의 두

모형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모형 1의 처치그룹

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의 공급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모

형 2에는 여기에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 공급이 제

외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형 1에서 500세대 미만 주택이 공급된

경우들의 평균적인 HOI와 1,000세대 미만 주택이 공급된 경우들의 평

균적인 HOI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모든 모형 간에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모두 동일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500세대

미만의 공급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급은 서로 비슷한 성

격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모형2와 3의

TR을 구성하는 것에서는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규모의 아파

트 단지들이 공급된 경우들이 연구집단에서 비교집단으로 이동하였으

므로 이들은 1,000세대 미만으로 공급된 집단과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

지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현재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 실

거래가 데이터와 주택 인허가 실적 데이터를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병합한 뒤 공급세대규모별로 그 특성과 비교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

할 것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공급 건수와 실제 공급량 사이의 차이이다. 아래 그림은

개별 및 종합 공급건수와 실제 공급량을 연도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여기서 개별과 종합의 구분은, 원래 모델 1에서 사용되는 TR변수의

경우 500세대 이상이기만 하면 모든 공급을 같은 것으로 처리(종합)하

였으나, 개별 공급건수에서는 이를 개별적인 집단으로 분리하여 표시

하였다. 예를 들어, 개별 공급건수에서 계열 ’모형 2‘의 값이 뜻하는 것

은, 계열 ’모형 3‘에도 중복되는 처치인 1,500세대 이상의 공급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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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에 해당하는 공급건수만을 개별

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2018년에는 이 구간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공급건수가 30건보다는 살짝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공급량의

경우 한 해에 발생한 공급을 실제 공급 수량과 상관없이 건수로만 평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급을 통해 사용승인된 세대수의 합계

를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종합 공급량에서 계열 ’모델 3‘이 뜻하는

것은 각 연도에서 1,500세대 이상에 해당하는 공급건들이 실제로 공급

한 세대수를 모두 더한 것이다. 즉, 2016년에 수도권 전체에서 공급된

1,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총 공급량은 약 20,000세대이다.

[그림 4-1] 연도별 개별 및 종합 공급건수와 실제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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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서 TR의 변수를 설계하는 데 이용한 것은 종합 공급건수에

표현되어 있다. 종합 공급건수와 종합 공급량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각

모형이 가지는 순위나 종합적인 추세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 둘의 차

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공급 변수를 실제 공급량이 아닌 공

급 건수로서 이용하는 것이 연구결과를 크게 왜곡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공급건수와 개별 공급량의 경우 개별 공급

량, 특히 모형 2(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개별 공급

량을 다른 설계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하더라도 모형

1의 설계에 따른 값들과 비교한 순위가 다른 설계와는 불일치하는 경

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하였듯 개별 구간이 가질 수

있는 이질성과 함께, 공급을 실제 공급량이 아닌 건수로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왜곡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주택공급은 주거안정에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

도권에서 500세대 이상, 혹은 1,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은

구매가능한 주택의 비율을 다소 높이는 효과가 존재한다. 이는 보통의

신축아파트가 주변지역의 다른 주택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것,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주변에 함께 들어오는 상가

등의 생활시설의 개선으로 인하여 주변의 다른 주택 역시 거래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김태현 등(2010)이 연구한 주택필터링 효과와 같

이 기존 연구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신규

대단지 아파트 공급을 통해 지역 내의 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의 가구

가 대단지 아파트로 이주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빈 주택들에

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가 입주할 수 있게 되는 연쇄가 발생하여 전체

적으로는 지역 내에 구매가능한 주택의 비율이 많아지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신규 주택의 가격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구매가능한 주택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 즉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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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도입으로 인한 높은 가격의 아파트 거래 사례를 넘어설 만큼

많은 수의 주택, 특히 가격이 낮은 주택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이들의 연구의 경우 하나의 재건축 단지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기에 본 연구와 같이 일반적인 500세대 혹은 1,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와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이를 구매하는 국민의 입장에

서는 이 두 경우의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러한 해

석을 직접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1,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한 경우가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한 경우에 비해 주거안정 지표를 더 많이 개선하

였다는 것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한 번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수록

주거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급물량 일반

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다

른 선행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거안정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통념과 일치하는 결

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 결과는 주택을 공급할 때 대단지로 계획하면 할수록 주거안

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형 1의 경우 TR변수

는 500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되었는가를 나타내고, 모형

3의 TR변수는 1,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되었는가를 나

타내는데, 만약 500세대의 공급이 같은 도시에서 3번 이루어져 총

1,500세대의 공급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와 거의 유사한 도시에서

1,5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후자의 도시에서 가

격이 더욱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헤도

닉 가격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허세림, 곽승준, 1994)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 세대수가 더 많은 대형 단지일수록 해당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져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함을 밝힌 바 있다. 비록 개별

주택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계산 과정상 HOI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만, 이 역시 첫 번째 결론에서 논의하였듯 주택의 연쇄과정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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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론적으로는 HOI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비록 이들의 연구의 경우 하나의 재건축 단지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기에 본 연구와 같이 일반적인 500세대 혹은 1,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와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이를 구매하는 국민의 입장에

서는 이 두 경우의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러한 해

석을 직접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결과는 모형 1과 모형 3만을 해석한 결과이며, 500세대 이

상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아예 없는 대신 500세대 미만인 주택들이

비슷한 규모로 공급된 경우를 분석하는 모형, 그리고 1,500세대 이상의

보다 큰 대단지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이 함께 분석되거나 분

석의 단위를 보다 잘게 쪼개서 200세대 이상, 400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등과 같이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값과 해석이 가능하지

만 이에 대한 모형 작성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

점이 존재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앞선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매매가 이루어진 주택에 한정하여 분석이 이루어졌

다. 따라서 전월세와 같은 임대의 경우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여기에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이 전월세를 놓는 경우와 더불어 정부에서 공공임

대주택등으로 판매하는 주택들이 포함된다. 이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

택 중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있다는 점, 점차 주택을 구매하는 비중

은 줄고 전월세 거래량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때 이

점은본 연구에서 평가한,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의 정도가 국민 전

체에 일반화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수도권 내의 현

상에 대해서는 강한 설명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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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단순한 선후관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주택을 얼마만큼 공급해야 원하는 만큼의 주거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

는지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본 연구의 모형은 모

형 수도권 지역에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과거에 주거안정에 얼마만

큼의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는 설계이다. 이를 미래에도 일반화하기 위

해서는, 차후에도 주택공급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의 변화가 별로 없고,

이들 변화가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역시 별다른 변화가 있으

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만 미래에도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된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99%정도의 HOI 상승 효

과, 즉 주거안정 효과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은 1.9%의 HOI 상승 효

과가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본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단 1번이라

도 공급했다면 해당 집단을 모두 동일한 집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앞선 기초통계 결과에서와 같이, 전체 공급 규모는 703세대에서부터

139,991세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세대수와 비교하였을

때, 세대수가 최대와 최소의 비율이 69배가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하여

197배라는 훨씬 큰 차이를 보여준다. 즉, 전체 세대규모의 변동에 비하

여도 주택공급규모의 변동이 큼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단 1회라도 공급된 경우 이를 동일한 집단의 속하는 것으로 연

구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500세대 아파트가 훨씬 더 자주, 많이 공급된

지역과 같은 계수로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언급은 부

적절하다.

셋째, 두 번째 한계점과 이어지는 부분으로, 주택 공급을 사업허가 단

위로 구분하다보니 집단 구분에 모호함이 생긴다. 예를 들어, 1,000세

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된 것을 처치로 하는 모형 2를 분석함에

있어서, 2014년에 500세대의 단지 2개가 공급되고 2016년에 1,000세대

의 아파트 단지 하나가 들어오더라도 이 지역은 2016년만 처치로서 코

딩이 이루어지며 2014년은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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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00세대 이상 단지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그 특성과 선호도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다소 이질적인 특징

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성과 그에 따른 주거

안정에의 영향력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설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넷째, 연구모형을 실제로 분석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와 그 가공, 그리

고 실험설계가 위와 같은 한계를 가지로 있다 보니 그 결과에 다소 의

문이 생긴다는 점이다. 상기하였듯,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공급과

1,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공급에서 정의 효과가 발견되었다면 1,000세

대 이상의 대단지 공급에서 역시 정의 효과가 발견되는 것이 자연스럽

다. 혹은 그렇지 않다면, 500세대 이상에서는 정의 효과가 발견되지만

세대가 커질수록 그 효과의 크기가 줄어드는 등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

오는 경우의 수는 많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공급에서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운 결과

가 나왔다.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더하는, 보다 중요한 문제점

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지, 혹은 실제로 이

러한 효과를 지니는 것인지 설명하기에도 데이터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다. 비록 시간적 범위 내에서는 실거래 데이터를 모두 전수조사하

였기 때문에 이는 표본이 아닌 모집단이며, 실험설계를 통해 시간적

범위로 인해 발생하는 요인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의문이 남는 결과

값으로 인해 보다 정확한 효과추정을 위한 방법론 및 데이터 처리가

요구된다.

다섯째, 수요와 관련된 특성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 수요와

관련된 특성으로 연령대별 인구의 비율만을 이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변수로 1인가구의 증가가 있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설명하였듯, 가구의 유형이나 가구원수 등 가구의 특징은 수요특성에

도 영향을 미치는데, 1인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현상은 아파트를 위주

로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다. 이들의 수요는

연구모형을 작성할 때 청년층, 중·장년층 수요와 일부 편입되어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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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반대로 60대 이상 노년층 1인가구나, 주로 대학생에 해당하

는 25세 미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할 수 없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은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변수 혹은 특성이 아니며,

수요가 공급을 일으키는 등 서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한다. 때문에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

며, 한편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잘 해소시킬 만한 특성,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신혼부부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소형 아파트나 원룸

등의 공급을 더욱 늘렸는가와 같은 변수를 고려한다면 보다 정확한 연

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추후 주택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을 늘리되 대단지

아파트를 위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앞에서 주택공급은 주거안정에 도

움이 되며, 특히 단지의 크기가 큰 아파트를 공급할수록 더 많은 개선

효과가 있음을 도출한 바 있다. 현재 주택공급정책에서는 대형 아파트

를 위주로 공급하는 것 보다는 소형 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

는 것을 보다 중점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

지는 한정되어 있고, 과거에 비하여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크

게 증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수용 비용의 증가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정책은 점차 투입에 비하여 산출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대규모 주

택공급사업인 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1기부터 3기 신도시까지 모두

정부가 택지를 매입한 뒤 민간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

간이 1기에 비해 3기에서 매우 높고 길다는 점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진 주택뿐 아니라 임대주택까지

포함하여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HOI의 경우 매매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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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지표만을 기본적으로 계산하긴 하지만 주택을 소비하는 일반 국

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단순히 대출을 받거나 월세를 통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분

명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등락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 요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움직이

기도 한다. 즉, 주택의 소비자에게 있어서 매매와 전세는 완전히 독립

적인 고려 대상이 아닌, 어느 정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능한 선택지

인 것이다. 이는 월세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 11월 현재 전세가격이

매우 높아지고 각종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전월세 중 월세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제도에 따른 대출을 받았을 때‘, ’한 달의 수입 중 DTI 기준을

적용한다면 해당 주택을 거래할 능력이 있는가’를 계산하는 HOI의 특

성상, 전월세 보증금과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규

제가 다르더라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기만 한다면 전체적인 계산 과정

자체는 이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기에 적절하며

보다 심화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더해, 공급된 아파트 단지에 총 세대수에 따른 가격특성, HOI

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앞서 한계점 및 모형 2의

TR변수가 가지는 이질적인 계수에 관하여 논의하였듯이,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같은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단지의 크기에 따라 이

질적인 특징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관

련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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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지역별, 연도별 HOI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특별시 강남구 2.64 2.71 2.36 3.13 3.75 3.90 3.61 3.63 3.49

서울특별시 강동구 3.79 5.00 6.15 7.46 7.87 8.41 8.33 8.65 9.08

서울특별시 강북구 24.21 26.90 31.92 33.26 34.76 35.82 35.80 35.36 35.67

서울특별시 강서구 16.18 20.61 24.96 27.10 29.42 30.34 30.00 29.75 30.44

서울특별시 관악구 12.50 15.38 17.89 18.38 19.29 20.23 20.08 19.71 19.98

서울특별시 광진구 5.69 9.01 9.99 10.20 10.94 11.77 11.84 11.88 11.88

서울특별시 구로구 11.59 14.16 17.70 19.53 20.67 21.58 21.81 21.44 21.73

서울특별시 금천구 13.29 15.93 20.00 23.05 25.41 26.45 26.33 25.72 26.09

서울특별시 노원구 8.88 13.28 18.84 21.36 22.66 22.56 21.10 19.60 18.68

서울특별시 도봉구 23.33 26.79 29.13 31.45 33.30 34.13 33.48 32.68 32.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73 8.64 9.12 10.67 11.32 12.01 11.85 11.51 11.56

서울특별시 동작구 3.33 5.57 6.95 8.34 10.98 11.04 11.00 11.07 11.02

서울특별시 마포구 6.03 9.64 11.91 12.97 13.07 13.25 12.73 12.5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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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4.24 17.54 20.69 22.86 23.13 23.58 22.82 21.77 21.26

서울특별시 서초구 1.69 2.01 1.84 1.98 2.18 2.29 2.19 2.23 2.34

서울특별시 성동구 2.80 4.13 4.65 4.51 4.83 4.76 4.47 4.74 4.62

서울특별시 성북구 7.06 8.90 11.93 12.84 13.48 14.12 14.09 13.92 14.13

서울특별시 송파구 2.75 3.42 4.38 5.00 6.09 6.90 6.71 6.70 6.64

서울특별시 양천구 13.60 16.03 18.23 19.71 21.66 23.19 23.30 23.54 23.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96 11.05 11.60 12.02 11.76 11.56 10.97 10.93 11.38

서울특별시 용산구 1.66 2.06 3.44 4.09 4.53 4.59 4.43 4.79 5.05

서울특별시 은평구 25.02 28.58 31.78 34.02 37.04 38.58 38.37 37.10 36.63

서울특별시 종로구 12.65 15.24 16.91 17.18 17.48 17.89 17.60 17.81 18.19

서울특별시 중구 5.01 7.36 7.79 8.89 8.69 9.07 9.16 8.90 8.96

서울특별시 중랑구 6.92 10.08 14.62 16.17 18.47 19.35 19.16 18.54 18.78

인천광역시 강화군 75.24 77.08 78.66 80.00 81.46 82.25 81.51 80.51 80.08

인천광역시 계양구 54.86 57.11 61.04 63.16 64.66 65.88 66.49 66.71 67.14

인천광역시 남동구 53.17 56.01 55.27 54.81 55.45 56.56 56.30 56.64 57.31

인천광역시 동구 58.73 63.49 68.07 68.82 69.29 69.84 69.59 70.16 71.8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60.04 62.98 63.73 65.77 67.33 68.50 69.18 69.74 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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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45.41 48.43 50.08 51.52 53.61 55.27 56.01 56.43 57.14

인천광역시 서구 42.34 45.39 46.59 46.41 48.50 49.92 50.60 50.78 51.45

인천광역시 연수구 30.90 32.21 36.34 38.08 37.42 36.40 34.90 34.12 33.36

인천광역시 옹진군 71.43 69.09 68.22 67.52 65.75 65.36 68.14 68.92 69.30

인천광역시 중구 55.93 59.54 60.92 46.56 45.89 44.90 45.84 47.31 48.67

경기도 가평군 58.09 62.44 63.56 65.40 66.89 68.81 68.70 67.83 68.11

경기도 고양덕양구 24.93 27.83 32.72 34.70 35.53 34.70 34.72 33.82 34.12

경기도 고양일산동구 15.07 14.03 16.82 17.50 17.65 16.90 15.96 15.44 15.51

경기도 고양일산서구 14.34 17.41 21.83 22.85 22.83 21.32 20.13 19.52 19.87

경기도 과천시 0.52 0.60 0.35 0.39 0.36 0.33 0.36 0.32 0.29

경기도 광명시 22.04 25.36 27.26 28.82 29.53 30.67 29.75 27.73 25.99

경기도 광주시 24.10 31.02 39.04 44.40 48.97 50.35 49.88 48.51 48.03

경기도 구리시 6.46 8.19 9.75 11.55 13.13 14.06 14.18 14.09 14.18

경기도 군포시 27.29 29.14 30.39 30.25 30.61 30.50 29.77 29.40 29.87

경기도 김포시 26.96 27.58 27.72 28.05 27.55 27.38 26.41 25.48 25.83

경기도 남양주시 31.55 32.78 34.37 36.26 38.36 39.30 39.69 39.73 39.92

경기도 동두천시 75.15 75.76 80.57 82.39 83.48 84.80 85.09 85.37 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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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38.45 42.24 43.95 46.30 48.74 50.34 50.63 49.97 50.24

경기도 성남분당구 0.25 0.32 0.59 0.72 0.66 0.59 0.49 0.47 0.44

경기도 성남수정구 19.12 21.22 23.15 25.40 28.85 32.02 30.27 28.92 27.45

경기도 성남중원구 28.85 30.09 34.82 38.32 40.80 41.17 39.52 38.09 38.03

경기도 수원권선구 37.40 39.19 42.14 42.01 41.85 41.55 40.73 40.30 40.38

경기도 수원영통구 12.03 12.95 14.46 14.73 14.55 14.33 13.93 13.34 13.67

경기도 수원장안구 30.13 31.86 32.08 31.34 32.97 34.08 35.22 34.83 34.78

경기도 수원팔달구 31.18 34.93 39.40 42.37 43.65 45.20 45.80 45.26 45.60

경기도 시흥시 46.02 49.77 55.51 57.59 59.17 60.00 59.80 59.50 59.60

경기도 안산단원구 39.24 41.63 44.02 44.97 47.67 49.04 49.11 49.18 49.01

경기도 안산상록구 45.31 49.79 54.02 56.08 57.53 59.01 59.46 59.77 60.39

경기도 안성시 78.33 76.57 75.71 76.38 76.76 77.53 77.96 78.98 80.04

경기도 안양동안구 13.62 16.38 18.83 20.19 20.73 20.93 20.05 19.05 19.03

경기도 안양만안구 18.78 24.48 27.73 29.71 31.96 33.32 33.61 33.03 32.80

경기도 양주시 53.09 57.04 63.91 68.19 71.76 73.15 73.05 72.86 72.97

경기도 양평군 42.87 38.89 40.39 42.08 43.73 44.47 43.80 42.67 43.14

경기도 여주시 65.71 69.51 74.16 75.04 76.16 76.37 76.57 76.94 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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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82.78 83.77 86.51 87.62 89.48 90.84 91.02 90.94 91.13

경기도 오산시 40.76 41.55 44.90 47.07 49.57 50.52 51.04 51.73 53.20

경기도 용인기흥구 6.29 6.32 7.15 8.46 8.55 8.85 9.03 8.93 9.68

경기도 용인수지구 0.76 1.37 1.26 1.69 1.72 1.74 1.73 1.49 1.45

경기도 용인처인구 55.27 57.90 56.58 60.64 64.09 65.24 64.87 64.47 64.11

경기도 의왕시 21.61 22.65 22.14 23.30 26.50 27.48 26.60 25.23 24.65

경기도 의정부시 29.23 34.27 41.04 44.60 48.27 49.65 49.50 48.96 49.40

경기도 이천시 65.84 67.26 69.16 69.53 69.64 69.96 69.97 70.01 70.01

경기도 파주시 29.51 31.54 37.62 38.56 40.18 40.98 40.32 39.79 40.13

경기도 평택시 52.23 55.07 58.28 60.31 61.30 61.95 62.38 62.58 63.09

경기도 포천시 70.14 73.41 76.17 77.54 78.80 80.32 80.94 81.40 82.02

경기도 하남시 4.94 5.52 5.49 5.88 6.34 6.17 5.62 5.07 4.73

경기도 화성시 23.90 24.54 27.45 29.49 30.15 32.06 32.46 31.78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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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지역별, 규모별 주택 공급량11)

11) 각 주택공급사업을 규모(세대)별로 분류한 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들끼리 합친 결과임.

예를 들어, 1,200세대를 공급한 사업의 경우 ‘500세대 이상‘열과 ’1,000세대 이상’열에 모두 합산됨. 700세대를 공급한

사업의 경우 ‘500세대 이상’의 열에만 합산됨.

지역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17,424 5,397 2,340 0

서울특별시 강동구 28,265 6,945 1,900 1,900

서울특별시 강북구 17,301 0 0 0

서울특별시 강서구 35,207 7,468 3,384 0

서울특별시 관악구 25,579 0 0 0

서울특별시 광진구 28,103 0 0 0

서울특별시 구로구 20,687 3,950 2,060 0

서울특별시 금천구 18,008 2,979 2,979 1,743

서울특별시 노원구 7,963 0 0 0

서울특별시 도봉구 13,263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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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6,972 0 0 0

서울특별시 동작구 19,462 4,866 1,559 1,559

서울특별시 마포구 16,865 1,502 0 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3,622 0 0 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25 5,284 1,264 0

서울특별시 성동구 6,913 1,844 1,156 0

서울특별시 성북구 17,842 629 0 0

서울특별시 송파구 32,055 3,026 0 0

서울특별시 양천구 19,163 0 0 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4,415 0 0 0

서울특별시 용산구 7,602 3,330 2,226 0

서울특별시 은평구 32,685 1,230 1,230 0

서울특별시 종로구 4,410 0 0 0

서울특별시 중구 5,027 718 0 0

서울특별시 중랑구 30,552 2,449 1,035 0

인천광역시 강화군 10,567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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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21,207 16,869 5,915 0

인천광역시 남동구 11,129 6,749 4,206 4,206

인천광역시 동구 5,328 8,137 7,274 6,06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117 0 0 0

인천광역시 부평구 3,413 6,717 5,202 1,500

인천광역시 서구 66,810 7,975 2,453 0

인천광역시 연수구 4,529 3,707 1,196 0

인천광역시 옹진군 6,438 2,097 0 0

인천광역시 중구 23,678 60,562 45,171 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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