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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은 공공이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던 사회주의 주택체제로부

터 급격한 시장화와 민영화 과정을 겪으면서 주택가격의 폭증과

주거비 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

택문제는 특히 오늘날 중국의 대도시가 겪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유출을 한층 부추기고 있다.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저출산과

인구유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장

성주택 공급이 그러한 문제들을 일부 저감하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주택시장 및 주거보

장과 출산,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과 인구이동 각각의 구조적 관계

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출산 관련된 분석은 거시적 관점에서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 및 보장성주택 공급이 출

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시적 관점에서 구

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주거비 부담,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및

출산의향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

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장성주택 공급은 출생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주택

가격은 출생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의 상호작용은 출생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보장성주택 수요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

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보장성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출생률 증

가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보장성주택 공급유형에 따른 경제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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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은 출생률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 경제적용주

택만이 출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형태에 따른 자산효과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

적용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소유가 가능하므로 주거 안

정성이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산효과가 있어 출산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높은 주택가격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보장성주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거비 부

담이 보장성주택 수요 증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출산의향의

감소를 통해 보장성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거비 부담은 보장성주택 수요를 증

대시키는 총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인구이동 관련된 분석은 거시적 관점에서 패널고정효과 모

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 및 보장성주택 공급이 순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시적 관점에서 구조방정식 모형

을 이용하여 주거비 부담,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및 이주의향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된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장성주택 공급은 순이동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주택

가격과 순이동은 비선형적인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토지 및 주택가격은 도시의 삶의 질 및 산업적 수요를 나타

내는 대리변수로서 초기에 인구유입에 양(+)의 영향을 미치다가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주거비 증가로 인한 생활비 부

담으로 인해 인구의 유입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인구이동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 용지공

급의 상호작용은 순이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앞서 출산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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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순이동 증가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보장성주택 공급유형에 따른 경제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

택은 순이동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 공공임대주

택만이 순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호적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 지역의 호적등록자가 아닌 경우 경제적용주택의

정책적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경제적용주택은 순이동에 대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현지 호적과 상관없이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당장 살

집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

이다.

셋째, 앞서 출산과 같은 맥락에서 높은 주택가격은 가구의 주거

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보장성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

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거비 부담은 해당

도시를 떠나고자 하는 이주의향을 증대시키며, 이러한 이주의향은

보장성주택에 대한 수요를 일부 상쇄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보장성주택의 수요와 이주가 주거비 부담이라는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둘이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

주의향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장성주택 수요의 충족이 필요함을 보

여주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중국의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정책의 상호영향

을 고려하는 속에서 출산 및 인구이동과의 상관성과 인과성에 대

한 실증분석을 통해 주거와 출산, 주거와 인구이동 각각의 관계에

대해 일반화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거

시적 관점에서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정책의 상호영향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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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 주택시장,

주거보장 및 인구변동 간의 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분석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환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서 베트남, 북한 등 유사한 경로를 따르게 될 사회주

의 국가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이원적 주택시

장을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에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 연구가 될 것이다.

주요어 : 주택가격, 보장성주택, 출생률, 출산의향, 순이동, 이주의향

학 번 : 2017-3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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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계획경제시기 중국에서 공공재로 취급되어왔던 주택이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주택 사유화와 함께 주택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8년 주택실물분배제도(住房实物分配制度)

를 전면 폐지하면서 주택의 상품화와 시장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이를 통

해 도시민의 자유로운 주택 선택과 자가소유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소련, 동유럽 등 체제전환국의 공통점은 시장경

제를 기반으로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그 반면에 주거불평

등, 주거양극화 등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주택 사유화·상품

화 과정에서 특정 계층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주거불평등과 주택가격 상

승으로 인해 주택의 구매 또는 임대 능력이 부족한 시장 소외계층의 주

거양극화 등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불안정한 주택시장은 지역의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부동산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

어왔으며 이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심화시켜 지역의 인구구조 및 인구

이동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먼저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는 주로 저출

산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의 저출산 원인은 크게 계획생육(计划生育)정

책, 미혼남녀의 만혼화 경향, 자녀양육비 증가, 소득·고용 불안정으로 인

한 경제적 부담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 중에서도 주거문

제가 저출산 유발의 주된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은 결혼 당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

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1) 주택마련이 어려울수록 가구 형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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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즉, 결혼 및 자녀 출산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향

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가격 또는 주거비 부담과 출산

간의 연계성을 통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사회주의 국

가인 중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인 유럽, 북미권에서도 학

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주택가

격 또는 주거비 부담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지배적이다(宋德勇等, 2017; 郭玲·姜晓妮, 2018).

다음으로 지역의 인구이동 변화는 주거비 부담 증가에 따른 순이동인

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수요 급증과 그

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은 도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주

거비가 낮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毛丰付·王建生, 2016; 于静静·王

英杰, 2017), 또는 높은 주택가격은 인구유입을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상품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시장 소외계층에 대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문제를 완화하

고자 하였다. 이는 구소련과 동유럽의 체제전환에 따른 급진적인 주택

사유화 전략과 달리 점진적인 자본주의 주택시스템 전환을 통해 1998년

부터 소득계층에 따라 민간(상품주택)과 공공(보장성주택)으로 이원화된

주택공급을 추진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의 보장성주택은 경

제적용주택(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경제

적용주택은 중국의 독특한 호적제도로 인해 해당 도시의 호적이 등록되

지 않은 주민의 경우 중·저소득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대상에 포함

될 수 없다.2)

앞서 높은 주택가격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는데, 이는 자녀를 정상재(normal goods)로 간주한다면 사실상 주

1) 2020년 8월에 중국의 온라인 생활정보 제공 사이트 58퉁청(同城)과 중국 최대 부동
산 사이트 안쥐커(安居客)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0년 도시 남녀 신혼집 마련 보고서
(2020年都市男女婚房置业报告)’에서 신혼집 구매에 관한 설문에 응답자 중 80.9%는 결
혼 전 신혼집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답했다(유다형·김지선, 2020).

2)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방식과 운영 및 관리체제에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
체로 이원적 임대주택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영국, 미국, 한국 등 자본주의 국가와 유
사하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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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비 부담 증가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수요가 줄

어드는 것이고, 반면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 수요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Becker, 1973),3)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중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의

식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고출산국인 프랑

스의 경우 출산율 반등을 위해 보육, 교육 외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높은 공공주택 비중을 유지함으로써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

을 줄인 것을 예를 들 수 있다.4) 따라서 공공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의 보

완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이 보장함으로

써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같은 맥락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인구이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는 반면에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는 공공주택은 인구이동을 촉진

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주거약자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통해 안정적

인 정착을 도모하므로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실

제 중국에서 보장성주택 공급은 지역의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연구결과가 보고된바 있다(毛丰付·王建生, 2016; 郑芳等, 2020). 다

만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시장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지 않았기에, 공공주

택의 인구이동 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주거와 출산 및 인구이동의 관계에 대한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변동과 주거보장정책을 동

시에 고려하여 출산 및 인구이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인

다. 이처럼 중국의 주거와 출산, 인구이동 간의 관계를 조사함에 있어,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의 상호영향을 고려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의 주택공급체계는 민간에 의한

상품주택과 공공에 의한 보장성주택으로 이원화되어 왔으며 상품주택과

3) 한편, 자녀의 수보다 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 소득 증가에 따라 자녀 수는
비례하지 않은 경향도 있지만(Becker, 1973), 자녀의 수와 질의 상호작용 효과를 높
일 수 있도록 양육비용(주거, 교육, 보육 등 포함) 부담 경감정책이 지원된다면 출산
이 증가할 것으로 짐작해본다.

4) 2020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약 14%이다(http://33h.co/kgvw1).

http://33h.co/kgv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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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주택은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을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 중국의 토

지재정은 홍콩의 ‘토지사용허가제도(土地批租制)’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제도로,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토지의 국가소유 형태에서 비롯된 중국

특유의 제도이다(邵繪春, 2007). 중국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에 귀속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주택이나 보장성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사용권의

양도 및 배분과 그에 따른 재정적 수입 및 지출이 토지재정 회계에 모아

진다. 상품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되어 토지재정의 수입

부문을 구성하지만, 보장성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건설비용이 지원되어 토지재정의 지출 부문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토지

재정은 상품주택을 통한 수입으로 보장성주택의 지출을 충당하는 교차보

조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품주택의 공급은 보장성주택의 공

급을 간접적으로 진작시키는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토지재정

을 매개로 한 교차보조를 통해 시장참여가능계층의 주택수요 충족과 시

장소외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것

은 이상적인 논리에 불과하며 오히려 현실적으로 상품주택의 공급확대는

대체효과를 통해 보장성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Jin & Choi,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 특유의 주택

시장과 주거보장정책의 상호영향을 고려하는 속에서 주거와 출산 및 주

거와 인구이동 각각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

락에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정책의 상호작용 하에서 주택가격 및 보장성

주택이 출산과 인구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보장성주택이 출산과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3. 주거비 부담과 출산의향이 증가할수록 보장성주택의 필요의식은

증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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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이주의향이 높을 것인가? 또한, 이주의

향이 증가할수록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감소할 것인가?

2. 연구의 목적과 의미

본 연구는 상기한 연구의 배경과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주택상품화

이후 중국의 주택시장 변동과 주거보장정책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시의

인구변동 간의 상관성 및 인과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인

구변동은 주로 출산과 인구이동에 초점을 맞춰 두 가지 연구 과정을 통

해 연구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첫 번째는 출산과 관련하여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주택시장, 주거보장 및 출산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의 주택가격

및 보장성주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미시적 관점에서 설

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비 부담 및 보장성주택 필요의식과 출산의

향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

히고, 주택시장, 주거보장 및 인구이동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다. 즉, 앞서 출산과 같은 맥락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가격 및 보장성

주택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 미시적 관점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비 부담 및 보장성주택 필요의식과 이주의향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이원화된 주택공급 체계에서 주택시장과 주거보장

정책의 상호영향을 고려하여 출산 및 인구이동과의 연관성과 구조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주거와 출산 및 인구이동 간의 관계에

대해 일반화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인구변동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수

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시장

과 주거보장정책의 상호영향을 고려하여 인구변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과 인구변동 3자 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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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분석틀 속에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

는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과 유사하게 사회주의를 유

지하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베트남 또는 중국의 시장

경제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방하고 있는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이행과정에서 주거와 인구변동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원적 주

택시장을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에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주

는 연구가 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분석방법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첫 번째는 거

시적 관점에서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이 출산과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을 각각 분석하는 것이다. 출산에 관해서는 종속변수는 출생률로 하고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용지 공급면적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모형을(Fixed Effect Models) 활용하여 분석한

다. 그리고 인구이동에 관해서는 종속변수를 순이동인구로 하고 주택가

격과 보장성주택 용지면적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출산과 동일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거시적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중국의 행정구역 단위(지급행정,

prefecture-level division)상 293개 지급시 가운데서 도시화율이 상대적

으로 높고 인구이동이 활발한 279개의 지급시(地级市)와 4개의 직할시

(直辖市)를 포함한 총 283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

는 자료의 신뢰도가 높고 연구 진행 시점에서 가장 최근이었던 2009년에

서 2017년 사이 도시별 패널자료를 이용하며 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와 민간 빅데이터 기업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에서 발표된 중국국토자원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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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國土資源統計年鑒), 중국지역연감(中国区域年鉴), 중국도시통계연감

(中国城市统计年鉴, 도시별 통계연감(統計年鑒) 등 자료를 비롯하여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윈데이터(Wind Data), 중국부동산시세(中国房价行情)

등이 해당한다.

두 번째는 미시적 관점에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비 부담, 보장성

주택 필요의식 및 출산의향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주거비 부담, 보장성

주택 필요의식 및 이주의향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 구조방

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3대 광역

도시권을 중심으로 즉 경진기(京津冀), 장강삼각주(长三角), 주강삼각주

(珠三角) 도시권 내 총 46개 지급시 중 35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전부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그리고 연구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전환기 사회주의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의 변화를 살펴본

후, 주거와 출산 및 주거와 인구이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그

리고 주거와 출산 및 주거와 인구이동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

석에 필요한 변수들을 탐색하고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토지 및 주택공급체계 대해 살펴

보고 이어서 주택시장 및 주거비 부담과 주거보장체계에 대해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및 출산정책 변화와 중

국의 호적(户籍)제도 및 인구이동 현황에 대해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거시적 접근을 통해 주거와 출산 및 주거와 인구이동 간

의 관계에 대해 각각 분석한다. 분석에 앞서 연구 질문과 가설을 설정하

고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와 변수구성 대해 설명한 후 분석모형을 선정하



- 8 -

고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제6장에서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주거와 출산 및 주거와 인구이동 간

의 인과관계를 각각 검증한다. 인과관계 검증에 앞서 연구 설계를 수립

하고 주거와 인구변동에 관한 기초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모형을 선정하

고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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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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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전환기 사회주의 주택시장과 주거보장

1. 전환기 사회주의 주택시장

1) 전환기 사회주의 주택시장의 개념과 형성과정

전환기 사회주의 주택시장을 논하기에 앞서 전환기 사회주의란 무엇

인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환기 또는 체제전환

(transformation)이란 기존에 유지되어왔던 체제가 완전히 제거되고 과거

의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정형곤, 2001),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

환한 국가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주택시스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체제전환 국가는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을 비롯하여 동유

럽, 중국, 베트남 등은 과거 공산주의에 이념적 기반을 둔 국가들이다.

이 중에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정치 및 경제체제를 동시에 전환한,

반면에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체

제만 점진적으로 전환하였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주택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독점적으로 건설

및 관리를 통해 무상으로 배분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보

상으로 인식되었다(Clapham, 1995). 이러한 주택공급체계는 사회주의 국

가의 출현과 동시에 정립된 것은 아니며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경우 탄생 20년 후인 194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었으며, 동유럽 국가들도 1940년대 말이나 1950년대가 되어

서야 본격적인 사회주의 주택공급체계가 시작되었다(이성호, 2016). 중국

의 경우 1949년 사회주의 국가가 건립된 이후부터 1980년(개혁·개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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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소련의 주택공급체계를 표방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 및

건축을 통해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처럼 오로지 국가

가 건설하여 무상으로 배분하는 사회주의 주택분배제도는 주택의 교환가

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체제전환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택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소련의 경우 주택은 개인적 소유도 가능했

으며, 수익을 동반하는 처분권은 인정하지 않은 것 외에는 자본주의 국

가의 소유권 개념과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다(권융, 2000). 즉, 개인이 소

유한 주택 이른바 사유(私有)주택은 주로 농촌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

렇다고 해서 도시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농촌 지역의 사유주택은

사회주의 이전부터 존재하였기에 전부 국가 소유로 전환하여 재분배하기

에는 막대한 기회비용이 필요하므로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김수현,

1997). 그리고 도시의 사유주택은 당시 규모가 너무 작고 상태가 열악하

므로 국유화의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과5) 권력 계층에 의해 건축된 주택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였다(권융, 2000). 그 밖에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주택은 국가에 의해 배분되어야 하지만 모든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

지 못했기 때문에 주거를 배정받지 못한 사람은 사유주택 또는 조합주

택6) 등 주택을 임차하여 거처를 확보해야 했다(권융, 2000).

당시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의 주택공급체계는 사실상 준시

장적(quasi-market) 형태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존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국가로부터 필요한 자원(주택)을 획득하지 못한 국민은

민간부문을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주택정책

의 한계는 이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전면적인 사유화 정책으로 이전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수현, 1997).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는

1970년 중반까지만 해도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신규 주택공급이 활발

5) 당시 소련은 공산화 이후 귀족, 자본가의 건물과 주택을 몰수하여 국가 소유로 변경
하는 과정을 통해 주택 국유화를 이루었다.

6) 조합주택은 국가로부터 주택을 배정받지 못한 사람이나 보다 나은 주거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단위로 조합을 결성하여 건축한 주택으로 소유권은 주택
건축조합에 있다(권융,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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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지다가 1970년대 말부터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증대와 그에

따른 경제위기로 국유주택 공급이 점차 어려워졌으며(서우석, 1999) 그

로 인해 심각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주택난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1986년 당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주택 부족률을 기록한 자료에 따르

면 소련은 30.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불가리아(27.4%), 폴란드

(23.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2-1]). 또한, 도시지역의 주거수

준의 경우 1986년 기준 신축주택 평균면적은 소련이 56.8㎡, 헝가리 80.0

㎡로, 같은 시기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평균면적 113.5㎡에 비해 현저

히 낮은 수준으로 기록되었다(김수현, 1997).

자료: Sillince(1990: 12-13)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주택공급제도는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점차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1980년대 말부터 소련과 동유럽 국가

들의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주택부문에서도 새로운 시장체제를 도입하면

서 기존 국유주택에 대한 사유화와 주택상품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김수

현, 1997; 권용, 2000). 즉, 시장 지향적인 주택공급체계를 형성하였으며

대체로 기존의 국유주택 거주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불하하거나 또는

임대료 보조제도 등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유주택

의 사유화를 통해 민간주택시장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였다(김수현, 1997).

실제로 1989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 이후 불과

5년 사이에 국유주택의 상당수가 불하되었다. 러시아 경우 체제전환 이

국가 주택호수 가구수 주택부족률(%)
소련 88163 114825 30.2

불가리아 3216 4096 27.4
폴란드 10788 13363 23.9

유고슬라비아 6841 8476 23.9
동독 6914 8096 17.1

체코슬로바키아 5746 6624 15.3
루마니아 8287 9445 14.0
헝가리 3891 4148 6.6

[표 2-1] 체제전환 이전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주택 부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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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유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주택 재고의 67%에서 체제전환 이

후 1994년 기준으로 43%로 줄어들었고, 같은 시기 에스토니아는 60%에

서 10%로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표 2-2]).

자료: Struyk(1996)

2) 전환기 사회주의 주택 사유화

위와 같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국유(国有)주택의 사유화는 국가

의 주택문제에 대한 책임과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어느정도 일조하였

다. 하지만 시장을 통해 주택의 공급과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주택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재산권 확립이 필요했으며 이는 나

아가 시장경제 형성을 위한 공간적 토대를 제공하기도 한다(김수현,

1997). 주택 사유화 과정은 국가마다 차별성을 보이는데, 이는 각국의 기

존 주거 현황 및 전환기의 거시 경제적 상황 그리고 정치적 환경 등 다

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이성호, 2016).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급진적인 주택 사유화를 통해 주택 임대 및

매매 시장을 추진하였다. 1991년에 제정된 ‘러시아 공화국 주택 사유화

법’에 따르면 국유주택 거주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거래를 허용하였으

며 지방정부마다 다소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대부분 도시에서는 주

택 규모에 따른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사유화를 추진하는 반면에

모스크바의 경우 무상으로 사유화가 진행되었다(김수한·조영관, 2010).

그러다가 1992년에 모든 지방정부가 무상으로 사유화를 실시하도록 법을

수정하여 주택시장의 형성을 촉진시켰다(김혜원, 2020).

국가 체제전환 이전(%) 체제전환 이후 1994년 기준(%)
러시아 67 43
아르메니아 53 33
에스토니아 60 10
헝가리 23 14
슬로베니아 33 19

[표 2-2] 체제전환 전후 주택 재고 중 국유주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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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유사

한 주택 사유화가 진행되었으며 국가별로 세부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차

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헝가리의 경우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통해 체제

전환 이전인 1983년부터 이미 주택부문에 시장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하여

국유주택 건설 비중을 감소시켰다(Tosics, 1987). 동독은 동유럽과 달리

통일과정(1989년 11월부터 1990년 10월까지)에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

서 기본적으로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독의 주택시스템을

동독지역에 빠르게 적용시키는 급진적인 변환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위해

주택 사유화의 완료, 임대료의 상승유도 및 지원, 기존 주택의 개·보수

등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서우석·최은희, 2000). 마지막으로

중국은 체제전환에 따른 주택 사유화 과정은 점진적 개혁을 통해 개인

소유권의 확대와 소유권 규정의 명문화라는 과정을 밟았는데(이성호,

2016), 이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와 달리 정치·경제체제가 완전히 전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주택상품화를 추진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처럼 국유주택의 사유화는 시장경제 체제전환 과정을 거쳐 주택시

장의 형성에 일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시민의 자유로운 주택 선택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따른 경제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반면에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야기하였다(김수한, 조영관, 2010). 대부분

국유주택의 무상 불하 대상은 사실상 기존 국유주택에 거주하는 구체제

수혜자 또는 권력계층들이며 이들은 주택불하 수익을 그대로 독점하였

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국유주택 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은 주

택 사유화 과정에서 배제되어7) 주거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

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김수현, 1997; Marcuse, 1996). 그리고 주택 사유

화 과정에서 주택시장을 형성시키려는 각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이유는 신규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7) 러시아 경우 1992년 당시 국유주택 대기자는 총 1천30만 가구로 이는 전체 도시 가구
의 23%로 차지하였지만, 체제전환 과정에서 주택 사유화로 인해 국유주택이 대대적
으로 불하되면서 사실상 입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Renau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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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 때문에8) 주택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서우석·최은희, 2000).

2. 전환기 사회주의 주거보장

1) 전환기 사회주의 주거보장의 개념과 역할

주거보장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보다 상위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1880년대 독일에서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하면서 사회(보장)정책이 등장한 이후 학자마다

사회보장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어

렵다. Beveridge(1942)는 의료, 교육, 주거, 고용 등을 사회보장으로,

Townsend(1975)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대인서비스 등을 사회보

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Marshall(1970)은 소득보장(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보건과 복지서비스, 교육 및 주택을 사회보장으로 간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은 인간으로서의 생존 욕구충족을 위해서 의식

주 등 기본적인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고, 또한 주거생활

보장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그리고 즐겁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 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강희갑

외, 2017: 25). 다시 말해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 사회적 위험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이상은 외, 2019: 20).

한편, 과거의 사회보장은 질병, 빈곤,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교육, 주거,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다문화 등 분야에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사회보장 개념과 영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따라 확대됨을 알 수 있다(박윤영, 2020). 특히 도

8) 주택 사유화 과정에서 국가는 국유주택에 대한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거의 무상에 가
까운 가격으로 국유주택 불하로 인해 민간부문에 의한 주택건설 수익성이 떨어짐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지 못한 관계도 있었다(김수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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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에 따른 주거문제는 그 원인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

그 자체의 특성과 사회에 있으므로 주거보장을 통해 적절한 주거수준과

주거비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박병현, 2019: 516). 이러한 관점에서 주

거보장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따른 주거불안 그리고 주거와 지역사회

와의 단절이라는 사회적 위험 즉 주거위험 등 주거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박윤영, 2020). 또한, 주거보장은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를 막론하고 주택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아

무리 자유 시장경제 국가라도 주택분야 전체를 시장의 기능에만 의존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의 배분적 형평성 확보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국

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거보장정책을 추진한다(Doling, 1997).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전환기 사회주의 국가들은 주택 사유화 이전에

는 주택 국유화, 무상배분, 낮은 임대료 등 정책을 통해 전체 국민의 주

거보장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만성적 부족의 경제(shortage economy)

로 인해 주택공급이 부족한 탓에 주거보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Deacon, 1992; Kornai, 1992). 예를 들어 1980년의 경우, 경

제침체와 극심한 주거난으로 인해 불가리아는 5∼20년, 폴란드는 15∼30

년, 소련은 10∼15년의 주택 대기기간이 발생했다(Kornai, 1992). 또한,

주택공급 부족과 더불어 엘리트와 국가의 주요 산업 노동자를 위주로 주

택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것이다

(민기채·주보혜, 2017).

사실상 체제전환을 통해 주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

실은 오히려 주거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다시 말해 주택 사유

화 과정을 거쳐 국유주택은 거의 무상으로 불하하는 방식으로 자가소유

를 확대하였지만, 그 수혜대상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하였다. 즉, 주택 사

유화 정책에 따른 이익의 크기는 특권계층, 엘리트계층, 고소득계층, 저

소득계층 순으로 주택 계급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서우석·최은희,

2000). 게다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의 주거보장

역할이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면서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참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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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계층의 주거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 사유화에 따른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기 사회주

의 국가들은 다양한 주거보장정책을 펼쳤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체제전환 이후 20년 넘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다수가 주택소유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거보장에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건설에 대한 재정 지출이

줄어들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주거 빈곤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김수한·조영관, 2010). 벨

라루스와 리투아니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사회주의식

주택급여 보조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복지국가의 불가역성 문제와 맞

닿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민기채, 2014).

그리고 중국은 개혁·개방(체제전환) 초기 단위(单位)9)에서 주택분배제

도가 여전히 이루어졌기에 공유주택에 대한 우대 가격 불하와 임대료 인

상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시 주민들의 주택소비는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당시 도시민들의 주택 구매능력이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시

장에서의 주요 구매자는 개인이 아니라 단위였으며, 단위는 구매한 주택

을 다시 소속 직원에게 분배하여 주거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김수

한·조영관, 2010). 그러다가 1998년 주택실물분배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이후 주택시장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보장정책을 도입하

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2) 전환기 사회주의 주거보장의 유형

앞서 체제전환 사회주의 국가들은 주택 사유화를 통해 사실상 자본주

의 주택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시장적

요소를 부정하고 오로지 비시장적 요소가 극대화된 사회주의 주택시스템

에서 시장적 및 비시장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을 받

9) 단위는 중국 특색의 사회관리제도 조직으로서 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
교육, 의료, 연구기관 등을 지칭하며 직장인 동시에 주거와 각종 사회보장을 제공받
는 조직이다.



- 18 -

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Drudy & Punch, 2002).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에

서 비시장적 요소는 주로 사회주택을 통해 주택마련이 어려운 사회적 약

자를 위한 주거보장이다. 사회주택을 지칭하는 용어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10)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급

하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공공임대주택이다. 즉, 중·저소득계층의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의 주거 부담 가능성 제고를 통해 더 많은

주택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

사회주택의 모델은 주로 Harloe의 ‘잔여적 모델’과 ‘대중모델’ 두 가지

로 많이 언급된다. [표 2-3]에서 보듯이 ‘대중모델’은 사회주택의 수혜대

상을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중등소득(middle-income)계층까지 포함하는

보편적인 주거복지로서 주로 민간주택시장의 붕괴나 전시(战时)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왔다. 반면 ‘잔여적 모델’은 빈곤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주거복지로서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

장하기 위해 공급하는 것이다(Harloe, 1995).

자료: Harloe(1995)

10) 유럽은 주로 사회주택 또는 사회임대주택(Social Rented Housing), 미국은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한국은 공공임대주택(Public Rental Housing), 일본은 공
영주택(公营住宅),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청(Housing & Development Board, HDB)에서
공급하는 HDB 공공주택, 중국은 보장성주택(保障性住房) 등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유형 대중 모델(mass model)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
정책 목표 보편적인 주거복지 선별적인 주거복지
수혜대상 저소득층과 증등소득층 저소득층(빈곤계층에 한정)

등장 시기
민간주택시장의 붕괴나 전시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기

전시 혹은 전후와 같은 비정상

적인 시기처럼 주택문제가 심

각하지 않은 경우

사회주택 비중 높음 낮음

특성
주택의 탈상품화 경향과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

시장메커니즘을 중시하기 때문

에 빈곤계층을 한정해 국가 보

조에 의존하여 최소한의 사회

주택을 제공

[표 2-3] Harloe의 사회주택 모델 유형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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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민간임대주택이 도시

의 주된 주거수단이었다가 2차 대전 이후 심각한 주택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주택 황금기인 1945년부터 1970년 중반까지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중·저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통해 주거보

장을 강화하였다(고정희·서용석, 2018). 그러다가 1970년 중반 이후 특히

유럽의 주요 복지국가의 경제 상황이 점차 악화되면서 재정적자가 큰 폭

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빈곤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중적인 공급이 대폭 줄어

들기 시작하였다(Malpass, 2008).11)

이와 같은 Harloe의 모델을 체제전환 국가인 중국의 주택공급체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단위(单位)와 개인의 주택

건설 허용, 공유주택의 매각 및 임대료 인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주택

시장 형성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단위에서 주택을

배분하는 주택실물분배제도가 존재하였기에 완전한 주택시장이 형성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다가 1998년부터 주택실물분배제도의 폐지와 더

불어 주택공적금(Housing Provident Fund)제도12)를 전면적으로 도입하

면서 소득계층에 따라 단계별로 보장성주택 정책을 추진하였다(이성호,

2016). 즉, 최저소득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중·저소득계층

은 경제적용주택(공공분양주택)을, 고소득계층은 시장을 통해 일반상품주

택(분양주택)을 구매하게 하였다(유관남·심성훈, 2014). 따라서 중국의 주

거보장체계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에 한정하므로 Harloe의

‘잔여적 모델’에 가깝다.13) 그리고 경제적용주택은 중·저소득계층 모두

11) 1970년대 초중반까지 유럽 주요 국가의 사회주택 비중은 영국 29%, 네델란드 39%,
프랑스 13%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고정희·서용석, 2018), 그 후로 비록 대중
적 공급에서 잔여적 공급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2) 주택공적금은 일종의 강제성을 띤 장기저축으로 근로자 개인이 납입하는 적립금은
개인이 저축하는 주택기금이고, 단위가 납입하는 적립금은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주택실물분배를 화폐분배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자 모두 근로자 개인
의 소유로 귀속되어 주택구입, 주택건축 등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서우석·최은희,
2000), 이는 1998년에 실시한 주택상품화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3) 공공임대주택은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현지 호적자에 한하여 공급하다가 2008년
이후에는 외지 호적자도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해당 도시에 상주인구 등록자 및
일정 기간 이상 거주자, 주택공적금과 사회보험 납부 증명한 자, 일정 기간 이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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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기 때문에 ‘대중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용주

택은 해당 도시의 호구를 등록한 자에게만 정책적 대상에 포함된다. 다

시 말해 외지 호구의 경우에는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경제적용주

택은 ‘제한적인 대중모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성호, 2016).

3. 전환기 사회주의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의 관계

대부분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은 국가가 직접 주택건설을 책임지고 통

제된 임대료로 할당하여 공급하므로 구매력을 뒷받침하는 주택수요와 달

리 주택 소요에 따라 배분되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주택시장이 이론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그 후 체

제전환과정에서 공공주택의 임대료 인상과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 사유

화·상품화를 통해 주택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체제전환 초

기 가격 자유화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고 주택 사유화·상품화가 점차 진

행함에 따라 가격은 다시 안정되었으나 국가마다 지역적 격차가 벌어졌

다(서우석·최은희, 2000). 특히 체제전환 과정에서 주택 사유화 이익이

특정 계급에게만 집중되고 또한 국유주택 공급 축소와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계층의 주거문제가 증폭되었다.

한편 서구의 경우 주택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은 주택의 탈상품화를 의

미하는 주거복지 측면을 강조한다면(Chen, 2011), 전환기 사회주의 국가

에서는 강한 국가개입을 통해 자가소유를 촉진하였다. 심지어 공공이 민

간개발업자와 같은 역할을 하여 재상품화 과정을 통해 주거보장을 이루

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주택상품화 과정에서 민간주택시장

확대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는 중·저소득계층에게 공공

임대주택 외 공공분양주택(경제적용주택) 공급을 통해 민간개발업자 역

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로 계약을 맺은 자 등 조건들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외지 호적자 중 농민공을 포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 기술인력 등 고학
력 청년계층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이성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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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거보장은 주거불안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주거문제는 주택 시장제도

속에서 가격을 매개로 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제가 충분히 기능하

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부족과 주택의 질적 저하 그리고 주택서비스의 불

충분성 등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박병현, 2019: 516). 이에 따라

전환기 국가들의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의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주택시장 변동을 살펴보고, 다음 주

택시장과 주거보장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수요는 주로 인구수, 가구의 특성, 가구소득, 주택가격

등의 영향을 받으며,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주로 토지 및

주택가격, 토지 및 주택정책 등이 있다(변세일 외, 2018). 만약 주택시장

에서 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여타 경제재와 마찬가지로 시장가격

및 물량의 재조정을 통해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주택

은 다른 재화와 달리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주택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급이 단기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가격상승에 따른 수요가 비탄력적인 것이다.

한편, 중국을 비롯한 일부 체제전환 국가는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급

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택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

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저소득계층의 주거문제가 불거지게 되었

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중·저소득계층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주

택공급 확대는 시장의 수요를 흡수하여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는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희·박진백, 2020). 그 이유는 대도시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주택에 대한 선호와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 민감도가 차이를 보

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투기수요가 집중된 지역이라면 주택공급의 증가

는 주택가격 안정화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처럼 민간주택공급 확대는 중·저소득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중국의 경우 주택시장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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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주택공급과 함께 주거보장정책을 병행

하고 있다. 즉,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주택공급을 통해 다양한 계층

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주거보장정책은 단지 주택

시장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외에 주택시장과 경합 관계도 존재한

다. 이에 관한 내용은 3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제 2 절 주거와 출산 및 인구이동의 관계

1. 주거와 출산의 관계

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인구·사회학적 접근과 경제학적 접근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접근은 주로 여성의 출산력 변

화,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출산력 변화에 관해서는 인구억제정책에 따른 가임여성 인구의 감

소로 인해 출산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짐으

로써 결국 출산을 연기하거나 심지어 출산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산

율이 저하된다(김사현, 2009; 도난영·최막중, 2018).

다음 경제학적 접근은 가구의 소득과 자녀의 양육비가 출산율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준다. 즉, 한 가정의 총예산제약 내에서 양육 부담이 부모의

삶의 효용을 하락시키면 출산의향이 낮아지는 것이다(Becker, 1973;

Dettling & Kearney, 2014).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 그리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발

생하는 기회비용 등이 출산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들어 인구·사회학적 접근보다 경제학적 접근에서 주거와 출산

간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은 주거면적의 증가와 같은 주거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해 왔다(도난영·최막중, 2018). 특히 자녀가 출산하면 주거비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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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Lino & Carlson, 2009) 주거

문제는 출산율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삼식·최효진,

2012). 또한, 주거문제에 따른 출산율 저하 현상은 지역 간 편차가 존재

하는데 이는 지역마다 주택시장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주택가격

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보육 및 교육 등 양육비용과 직접적인 대체관계가 형성한다고 지적되고

있다(Mulder, 2006).

주택소유에 따른 자본이득이 클수록 자가소유를 부추기는데 젊은 부

부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초기자금(계약금 또는 목돈) 마련을 위해 출

산을 미루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구의 총 예산

제약 하에서 양육비용을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와 달리

주택가격의 상승은 단순히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와 정반대로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와 자산

효과(wealth effect) 관점에서 주거와 출산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본다.

주택은 대다수 가구의 필수재인 동시에 공급이 비탄력적인 부동산시

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주택가격이 상

승하면 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사실상 가처분소득을 감소

시킨다. Becker(1973)는 자녀를 정상재(normal good)로 간주하여 자녀의

수요는 자녀의 수와 비례하고 또한 자녀의 가격(양육비용)과 가구의 예

산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소득이 일정하다면 주택가격 상

승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자녀의 양적인 수요를 감

소시킨다. 특히 무주택/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주

택구입을 위해 더 많은 주거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높은 주택가격은 자녀

의 양육비용을 대체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여 자녀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다(宋德勇等, 2017). 그 밖에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더 큰 주거면적

을 선호하기에(Dettling & Kearney, 2014) 주택가격의 상승은 자녀의 양

육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기대 자녀 수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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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택은 필수재인 동시의 투자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유주택

/자가 가구는 무주택/임차 가구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유의미한

자산효과가 발생하게 된다(葛玉好·张雪梅, 2019). 이러한 자산효과는 출

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자산이 상승함에 따라 자

녀를 더 소유하려는 자산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점유가 자

가일수록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자녀의 출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Mulder & Wagner, 2001; Mulder, 200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과 출산에 따른 양

육비용을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되는데 특히 무주택/임차 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

면 무주택/임차 가구에 비해 유주택/자가 가구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의 영향이 더 크므로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축효과와 자산효과는 결과적으로 가구의 주거

비 부담 차이에 따라 출산의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확대는 어느 정도 주

거 사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주거문제로 인해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

는 경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주거와 인구이동의 관계

인구이동은 출생 및 사망과 함께 인구변동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써

개인의 특성과 의사결정에 따라 주거지 이전을 포함한 지역 간 이주를

말하며, 본래 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전출, 그 반

대인 경우는 전입으로 분류한다. 인구이동에 관한 이론적 접근방법은 크

게 경제 및 물리적 요인에서 인구이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시적 인구이

동 모델과 개인의 이주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 미시적 인구이동 모델로

대별되고 있다(이희연, 2008).

먼저 거시적 인구이동 모델은 주로 ‘중력모델’, ‘배출-흡인 모델’, ‘신고

전적 모델’ 등이 있다. 중력모델은 크게 Zipf(1946)의 ‘고전적 중력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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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ry(1966)와 Rogers(1990)의 ‘확장된 중력모델’로 나뉜다. Zipf는

Ravenstein(1885)의 이동의 법칙(The Law of Migration) 즉 지역 간 인

구이동은 인구의 규모와 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근거를 바탕으

로 ‘고전적 중력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그 후 Lowry와 Rogers는 전출지

와 전입지의 경제적 변수를 중력모형에 추가하여 모델을 수정 및 확장

과정을 통해 인구이동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Lee(1966)의 ‘배출-

흡인(push-pull) 모델’은 배출요인과 흡인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전제로 전출지와 전입지 간의 사회·경제·문화적 불균형이 인구이동을 결

정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중력모형의 거리와 경제적 변수 이외의 요

인을 추가하여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신고전적 모델’은 기대소득 차이로 인해 인구이동이 결정하는

것인데 주로 Hicks의 ‘도·농간 인구모델’과 Todaro(1976)의 ‘노동이주모

델’이 대표적이다. Hicks의 모델은 도·농간 임금의 격차로 인해 단기적으

로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 인구가 이동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목적

지의 노동력의 과잉 공급으로 임금이 하락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간 불균

형이 해소된다는 것이다(Shove, 1933). 반면 Todaro는 Hicks의 주장과

달리 불균형은 해소될 수 없으며 도시는 농촌보다 높은 취업기회와 평생

수입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도시의 실업률이 높더라도 이주를

결정한다고 지적하였다.

다음 미시적 인구모델은 주로 개인의 경제적 변인에 초점을 둔 ‘비용-

편익 모델’과 인구이동의 소비 효율성에 초점을 둔 ‘헤도닉 인구이동 모

델’ 그리고 공공재 소비에 초점을 둔 ‘티보 모델’로 분류한다(최석현 외,

2016). Sjaastad(1962)의 ‘비용-편익 모델’은 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기대

비용(이주비용, 기회비용, 심리적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클 때 투자가치

가 크므로 이주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주 편익에 대해 분석한 모형이며, 이 중에서 비용변수는 직·간접 비용,

심리적 비용 등을 포함하고 편익변수로는 소득, 생활비, 생활환경 등이

포함한다(최석현 외, 2016). 반면 ‘헤도닉 인구이동 모델’은 경제적 변수

이외에 특정 지역의 쾌적성과 편의성 즉 쾌적한 학교, 공원 등 공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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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이주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이희연, 2008). 마지막으로 ‘티

보 모델’은 개인 또는 가구가 거주지를 선택할 경우 다른 조건이 동등하

다고 가정하에 교육, 병원, 복지시설 등 지역의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수혜가 더 많은 곳으로 이주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인구이동모델은 주로 경제적 요인, 지역의 편의성과 쾌적성 그

리고 공공서비스 등 측면에서 인구이동의 유발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에는 비경제적인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인구이동 원인을 파악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pain, 1990; Massey et al., 1987; Massey

& Mullan, 1984). 예를 들어 건강 위험, 범죄 노출 위험, 주택가격 등 비

경제적 요인이 인구이동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고 있다(Massey et

al., 1987). 특히 주택은 단순한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높은 주택가격은 주거의 불안정을 유발하게 되어

지역의 인구유출 경향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과 인구이동

간의 관계에 관한 결론은 일관되지 않다. 다시 말해 높은 주택가격은 오

히려 인구유입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대해 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인구유출촉진, 인구유입촉진 그리고 비선형적 인구이동 등의 관점

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먼저 인구유출촉진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

해 생활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의

확률이 높다(김준형·최막중, 2009). 다시 말해 높은 주택가격은 인구유입

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므로(Brueckner & Zenou, 1999), 주택가격이 상

승할수록 인구의 순이동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

반면에 주택가격의 상승은 오히려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이는 지역

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증대를 기대하거나(Murphy et al.,

2006) 부동산 투자를 통한 기대수익률 때문에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순이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조대헌, 2018).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

은 주택가격의 상승은 자본이득을 기대한 가구의 유입은 증가하지만, 자

산 수준이 낮은 가구는 오히려 인구유입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김리

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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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택가격과 인구이동 간에는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의 인구분포 상황에 따라 주택가격변동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도시의 인구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로 인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초기 인구유입은 주택의 가격

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인구급증에 따른 주택수급 불

일치와 투기수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주택가격이 폭증할 것이며

나아가 과도한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하여 인구의 유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주택의 비용 효과로 인해 인구유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구

의 유입도 감소하므로 전반적으로 인구이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Zang et al., 2015). 더욱이 도시 내 주거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 인구의 유출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며 특히 대도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전환기 사회주의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의 관계

체제전환 이전의 국가들은 1950년부터 기존의 민간주택을 국유화하고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의 주택부문을 통제, 관리하기 시작하였으

며, 그 후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위기 등 원인으로 인해 주택 공급난이

심각하게 되어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택

했다(서우석, 1999). 즉, 체제전환 이전까지 준시장적 형태로 민간주택의

건설을 허용하여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

당한 것이다.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한 이후 소련, 동유럽 및 중국 등 국가들에서는

국유주택의 사유화 과정에서 자가소유 확대와 개인의 소유권 변경을 통

해 주택시장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은 급

증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사유화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



- 28 -

었다. 다시 말해 주택 사유화 과정에서 주거 불평등과 주거 빈곤 등 문

제를 야기하였는데 이는 사유화 이익이 특정 계급에만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려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서

우석·최은희, 2000).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는 대부분 무상으로 주택 사유화를 통해 자본주

의 주택시장이 형성되면서 자유로운 주택 선택과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면

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부(富)에 따라 거

주 지역과 거주 주택의 차이가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충분한 주택구

매 또는 임대 능력이 없는 사회계층은 주거 빈곤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

다(김수한, 조영관, 2010).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

는 모기지(Mortgage Loan)와 모성 자본(Maternity Capital) 등 지원정

책14)을 통해 주거를 보장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해 Zavisca(2012)는 러시아에서 모기지 활용이 소

극적인 이유는 주택을 은행의 소유로 여겨지면서 주거의 불안정성을 해

소하는 대안이 되지 못한 점과 체제전환 이후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예금

압류에 따른 신뢰의 추락 그리고 자신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 등 이

유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모성 자본에 대해서는 비록 도시의

일반 노동자의 평균소득을 훨씬 웃도는 고액의 지원이지만, 주택가격은

그보다도 훨씬 고가이어서 주택구입에 별반 도움이 못 된다는 점과 신청

과정에서 부패하고 실제 수급이 어려운 등 제도 자체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전환기 러시아는 주택 사유화 과정에

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보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점진적인 주택개혁을 통해 주택시장을 형성하였으며 특

히 1998년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상품주택(민간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시장참여가 어려운 중·저소득계층을 위해 보장

14) 모성 자본 지원정책은 2007년 1월 이후 두 번째 또는 그 이상 자녀가 태여난 가족에
게 25만 루블(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 이상 지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모성 자본
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가 세 살이 되는 해에 주택 구입 지원이나
아이의 교육비 지원 또는 본인의 연금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나 정부는 이 가운데 주택 구입에 모성 자본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Zavisc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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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택(공공주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부작용을

보완하도록 하였다(이성호, 2016).

하지만 Jin & Choi(2019)는 중국의 토지재정과 상품주택 및 보장성주

택 3자 간의 관계를 통해 상품주택과 보장성주택은 상호 보완관계보다

경합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그들 연구에 따르면 상

품주택과 보장성주택은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을 매개로 연계되어 있으며,

상품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되어 토지재정의 수입 부문

을 구성하지만, 보장성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건설

비용이 지원되어 토지재정의 지출부문을 구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용지가 무제한 공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

회비용의 측면에서 상품주택과 보장성주택은 직접적으로 경합 또는 대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상품주택용지 공급이

증가할수록 토지재정 규모가 유의하게 증대하지만, 토지재정의 증가는

보장성주택용지 공급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상품주택의 공

급이 토지재정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통한 간접적인

교차보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상품주택용

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보장성주택 공급에 제공되는 토지를 직접적으

로 대체하는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품주택과 보장성주택

은 토지재정을 매개로 하여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

된 토지자원을 둘러싸고 직접적으로 경합 또는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Jin & Choi, 2019).

이와 같은 전환기 사회주의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를 요약하면 체제전환 이전에는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을 통해 통제된 임

대료 또는 무상분배 방식으로 주택이 분배되어왔지만, 사회주의 주택시

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택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서우석·최은희,

2000)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을 완화하여 준시장적 형태로 사회주의 주거

보장의 한계를 보완해 줌으로써 당시의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은 상호 보

완관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체제전환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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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를 통해 민간주택시장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주거 불평등, 주거 빈

곤 등 주택문제가 발생하면서 체제전환 이전보다 주거보장이 약화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특유의 토지재정으로 인해 주택시장과 주

거보장 간에 상호경합 관계가 존재한다(Jin & Choi, 2019).

2. 주거와 출산의 선행연구 검토

앞서 주거와 출산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경제학적 관

점에서 주택시장과 출산과의 관계, 주거보장과 출산과의 관계를 중심으

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먼저 주택시장과 출산과의 관계는 주로 높은

주택가격 또는 주거비 부담이 출산율 감소, 가구의 출산지연 등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선행되어왔다. 다만 주택가격은 점유

형태에 따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주택가격과 출산과의 관계에 관해 Yi & Zhang(2010)은 세계에

서 집값이 가장 비싼 홍콩을 대상으로 1971∼2005년 기간 동안 연도별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주택가격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출산율이 0.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 40년 동안 홍콩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의 약 65% 차지함을 시사하였으며,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고도로 발전된 홍콩에서 주택가격이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Hui 외(2012)도 홍콩을 대상으로 1976∼2010년 사이

주택가격지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홍콩통계연감)를 이용하여 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

우 출생률은 0.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Yi &

Zhang(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두 가지 변수 선정

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나는 주택가격에 대한 지연효과인데 주택가격이

일정 기간 상승하면 잠재적인 부모는 자녀의 계획을 연기하거나 자녀의

수를 제한할 수 있기때문에 Hui 외(2012)는 전기(t-1) 주택가격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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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전기 주택가격 변수를

통제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다른 하나는 Yi & Zhang(2010)은 합계출

산율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가임여성의 평생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출산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단편적이다. 따라서 Hui외(2012)는 주택가격을 비롯한 외

부효과에 따른 출산 행동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간 출생률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앞서 Yi & Zhang(2010)과 Hui 외(2012)의 연구는 거시적 자료를 활

용하여 분석에 치중했다면, Simon & Tamura(2009)와 Clark(2012)는 미

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가격과 출산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Simon

& Tamura(2009)는 1940∼2000년 동안 미국의 통합공공데이터 자료

(Integrated Public USA Microdata Survey, IPUM)의 1% 표본과 미국

주택조사(American Housing Survey, AHS)를 활용하여 주거비용과 여

성의 초혼연령 및 첫 자녀 출생연령 그리고 출생아 수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주거비용은 초혼연령과 첫 자녀 출생연령에는 정(+)적인

영향, 출생아 수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인구·사회학적 및 지역 특성에서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대도시

에 거주하면서 노동시장 참여가 높을수록 출산아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Clark(2012)는 미국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자료를 이용하여 2006∼2008년 사이 156개 대도시 중 25개 도시를 무작

위로 추출하여 주택가격(중앙값)과 출산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수준, 인종, 노동시장 참여 등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택가

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첫 출산연령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주택가격이

출생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주택가격은 점유형태에 따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

나는데, 이는 앞서 주거와 출산과의 이론적 관계에서 언급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축효과와 자산효과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대

해 Dettling & Kearney(2014)는 자가와 임차를 구분하여 1990∼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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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미국 출생률통계(Vital Statistics Natality)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대도시(MSA)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가격이 1만 달

러 상승하면 자가 가구의 출산율은 5% 증가하는 반면 무주택자 임차 가

구의 출산율은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에서도 주택가격은 점유형태에 따라 출산에 미

치는 영향이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Clark & Ferrer(2019)는 노동소득

및 역학조사(Survey of Labour Income and Dynamics) 자료와 캐나다

부동산 협회(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평균주택

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자가와 임차를 구분하여 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반면에 임차 가구의 출산에 대해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의 주장에 따르면 자

가 가구는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자녀 및 다른 재화 사이의 대체 탄력

성이 크지 않으므로 출산에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임차 가구의 경우 대체

탄력성이 크므로 통계적으로 출산에 유의미지 않는 것은 출산을 지연한

다는 것이다.

점유형태에 따라 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서구에서만 나타

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미숙(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아파트에서 전세15)로 사는 거주자는 주택매매

가격이 상승할수록 자가로 사는 거주자보다 자녀의 출산확률이 낮은 것

을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매매가격 변화율이 10% 상승할 때 전세 거

주자의 경우 출산이 약 1.06%∼0.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현상은 주택가격의 상승은 전세 거주자에게 자가전환을 위한 주택

마련비용에 부담을 주는 심리적·물리적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출

산을 저해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국외 선행연구 검토에 이어 중국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주택가

15)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월세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임대차 계약인 반면 전세는 극소
수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임대방식으로써 특히 한국에서 전세제도는 주택 임대
차 시장의 핵심 계약 형태이자 서민들의 주거 향상 이동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도 한
다(김진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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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또는 주거비 부담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 성급(省级)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거시적인 종단자료를 활

용하여 주택가격 또는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와 출생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GDP, 여

성의 교육수준, 출산 관련 정책 등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주택가격 또

는 PIR은 출생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刘晓婷等,

2016; 郭玲·姜晓妮, 2018; 靳天宇·刘东浩, 2019). 그리고 미시적 자료를 이

용한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의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둘째 자녀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이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났다(刘中华, 2019; 葛玉好·张雪梅, 2019).

한편, 주택가격이 점유형태에 따라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宋

德勇 외(2017)는 무주택 및 1주택자와 2주택 이상자를 각각 구분하여 주

택가격이 둘째 자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

한 종속변수는 이항변수로서 산아제한정책이 없다는 가정하에 기대 자녀

수가 0명 또는 1명이면 둘째 자녀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과 기대 자녀 수

가 2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으로 설정하여 이항 로

짓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무주택 및 1주택자 집단은 주택가

격 상승으로 인해 둘째 자녀 출산의향과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가 나

타났다. 반면 2주택 이상자 집단은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주택자는 자가소유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가 미비한데 이는 Dettling &

Kearney(2014)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소

유를 하더라도 높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

문에 가처분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여 결국에는 출생

아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주택 이상자와 출산과의 관계가

유의미지 않은 것은 자산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주거보장과 출산의 선행연구는 주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출

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이에 Shester & Allen(2014)는 미국

의 공공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된 1950∼1970년 사이 인구 총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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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출산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비흑인, 16∼24세)은

기타 지역보다 혼인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되었다(천현숙 외, 2016

재인용: 21).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결혼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나아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은 특히 젊은 사람들의 가구 형성과정에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데,

Murphy & Sullivan(1985)은 1976년 영국의 가구조사자료 중 만 16∼49

세 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자가 가구 및 공공임대 가구와 출산과의 관계

를 분석한 결과, 자가 가구는 공공임대 가구에 비해 결혼과 출산이 늦음

을 발견하였다. 이는 대부분 젊은 부부는 주택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

해 임신을 미루지만, 공공임대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낮기 때문에 자녀의 출산 기간이 짧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주거와 인구이동의 선행연구 검토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 규모 및 분포의 변화는 지역의 사회·경제발

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토지·주택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도·농간의 인구이동을 통해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도

시화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도시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수급 불일치로

인해 주택가격 급등하면서 주거 양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주거와 인구이동의 관계에서 논의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

른 인구유출 촉진, 인구유입 촉진 및 비선형적인 인구이동 등 관점에서

주택시장과 인구이동 및 주거보장과 인구이동 각각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주택시장과 인구이동의 선행연구는 주로 주택가격과 인구이동과의 관

계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Plantinga 외(2013)는 2000년 미국의

공공마이크로 조사(Public Use Microdata Survey, PUMS) 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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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91개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비용과 도시

이주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인구·사학적 특성, 임금, 편의시설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인의 이주 결정에 있어 주거비용이 높은 지역을 선택

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가격은 인구이동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는데, 천상현 외(2014)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증감률

이 인구이동에 양(+)의 영향을 미치다가 가격상승률이 어느정도 훌쩍 넘

어서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Peng &

Tsai(2019)는 천상현 외(2014)의 연구결과와 달리 단기적 측면에서는 주

택가격의 상승은 인구이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밖에 주택가

격과 인구이동 간에 역인과관계가 존재하는데, Jeanty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순이동인구는 줄어들지만 반대로 순이동인

구가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연구에서도 인구이동과 주택가격은 비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한

다고 보고된 바 있다. 陆铭 외(2014)와 王林·陈炜林(2018)는 도·농간 인

구이동으로 인해 도시의 주택수요가 급증하여 단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다시 주거비용을 상승시켜 이

주를 억제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毛丰付(2008)은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농민공의 노동비용 시각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은 농민공의 거주비용과 생

활비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대다수 농민공

은 기존 도시에서 전출함으로써 결국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

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주거보장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공공

주택과 인구이동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국외 연구는 주거와 관련된 복지

보다는 폭넓은 사회복지와 인구이동 간의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이와 관

련하여 Dejong & Dpmmelly(1973)는 1950년~1960년 사이 미국의 SMSA

로 이주한 젊은이들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서 카운티별 자녀 보조금(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수준이 순이주와 정(+)적인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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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 국외 연구와 달리 중국 내 주거보장

과 인구이동과의 연구는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졌다. 毛丰付·王建生(2016)

은 31개 성급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5차(2000년), 6차(2010년) 인구센서

스, 중국통계연감 등 자료를 활용하여 중력모형 이론을 바탕으로 회귀분

석을 통해 보장성주택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보장성주택 건설은 인구이동 촉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

출되었다. 즉, 목적지 성(省)의 보장성주택 준공면적이 1% 증가할 때 유

입인구가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郑芳等(2020)은 6차 인

구센서스를 활용하여 공간적 상호작용모형을 통해 보장성주택이 인구유

입을 촉진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시장과 주거보장

과의 관계에서 체제전환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택시장과 주거보장

은 대체로 상호 보완관계로 볼 수 있지만, 체제전환 이후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은 상호경합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와 출산과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먼저 주택시장과 출산과의 관

계에서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이 지연되거나, 또는 출생아 수가 감

소하는 등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

유형태에 따라 자가 가구의 경우 자산효과로 인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반면에 임차 가구는 자녀양육비와 경합하는 구축효과로 인해 출

산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의 경우 1주택 소유자에게도 높은

주택가격이 둘째 자녀 출산의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 주거보장과 출산과의 관계에서는 국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

주택과 출산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공공임대주

택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중국 내에서는

주거보장과 출산과의 관계에 대한 직·간접인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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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거와 인구이동과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먼저 주택시장과

인구이동과의 관계에서 주택가격과 인구이동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

날 뿐만 아니라 양자 간에 비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주거보장과 인구이동과의 관계에서 중국 내 연구에서는 보장성주택

공급이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연구결과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주거와 출산 및 인구이동의 관계에 대해 주로

민간주택시장과 출산 및 인구이동의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반

면 민간주택시장과 달리 정부의 주거보장정책을 통한 공공주택은 주택가

격 상승 압력을 줄이는 주택공급으로서(이재희·박진백, 2020)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주택시장과 주거보장

간에 보완관계를 떠나서 상품주택과 보장성주택의 공급 사이에 경합 또

는 대체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특유의 주택시장과 주거

보장의 상호영향을 고려하여 주거와 인구변동 간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증적 증거는 매우 단

편적이다. 지금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주택시

장 및 주거보장과 출산 그리고 인구이동에 관한 3자 간의 관계를 규명하

는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즉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출산 그리고 인구이동에 대해 각각의 연구가 진행되었기

에 주거와 인구변동 간의 관계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거와 출산 그리고 주거와 인구이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2차 자료

(Secondary Sources)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는데 그쳤다. 2차 자료는

1차 자료(Primary Sources)에 비해 실제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개인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을 최근 시점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

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1, 2차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주택시장 및 주거

보장이 인구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3자 간의 구조적

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38 -

제 3 장 중국의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체계

제 1 절 개혁개방 이후 토지·주택공급체계

1. 이원적 주택공급체계의 정립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주택부문은 비(非)생산재로 분류되면서 투자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대약진 운동’16)의 영향으로 인해

주택정책은 유명무실해지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계획 수립이 불가능

해졌다. 게다가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택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 결과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에 도시의 1

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신중국 초기 4.5㎡에서 3.6㎡로(亢飞, 2013) 줄어들

정도로 주거공간이 열악하였다. 이러한 주거문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

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밖에 소속 단위(单位)와 역할에 따라 차별화된 주택분배는 곧바로 계층

간의 주거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기존의 주택공급체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Zou, 2014).

개혁개방 이후 주택공급체계가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은 1998년

주택실물분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주택 시장화를 실시한 이후부터이다.

1978년부터 1998년 이전까지는 주택실물분배가 여전히 유지하면서 점진

적으로 주택 사유화와 상품화를 전환하는 이중시장구조 즉 사업단위를

통한 공유주택 배분과 시장을 통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상품주택

매매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다가 1998년 이후부터는 주택을 직접 배

분하는 대신 임금과 주택적립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는 화폐화 정책을

16) 중국의 대약진 운동(1958∼1960)은 근대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위해 정치적 가치와
군중운동에 입각하여 농·공업의 동시 발전과 급속한 증산을 이루고자 하는 경제발전
정책을 내세웠지만, 이는 농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집단농장화나 농촌에서
철강생산 등을 진행한 결과 3천만 명에 이르는 아사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먹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부문의 투자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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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주택시장 참여가 어려운 중·저소득계층을 위

해 보장성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이원화된 주택공급체계를 형성하였다(김

수한·조영관, 2010; 이성호, 2016).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 두 시기로 나뉘

어 주택공급체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1) 주택실물분배와 주택상품화의 공존 시기(1978∼1998년)

이 시기 주택개혁의 핵심은 크게 단위와 개인의 주택건설 허용, 공유

(公有)주택 매각, 임대료 인상 등이었다. 먼저 주택건설의 국가 독점화에

서 분권적인 접근을 통해 단위가 주택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

면서17) 국가재정을 통한 주택투자가 줄었지만, 반면에 분권적인 주택투

자로 인해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되었다. 이처럼 단위가 자체 예산으로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단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독립적인 주체는 주

택공급의 활성화에 기여는 하였으나 단위의 역할 확대는 오히려 부작용

을 야기하였다(임반석, 2003; 이상호, 2016). 즉, 경제여건이 좋은 단위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원들에게 공급하였지만 반

대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단위는 주거 분배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하게 된 것이다.

다음 공유주택 매각은 지방정부의 직접관리와 기업 및 사업단위의 자

주관리 하에서 공공주택을 구성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이익을 주택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충당하는 목적에 있다(임반석, 2003). 이에 따라

1979년에 서안(西安), 류저우(柳州), 우저우(梧州), 난닝(南宁)등 시범도시

를 시작으로 1981년에는 50여 개 도시에서 공공주택을 건설원가(총공사

비, 토지수용비, 보상비 등을 포함) 기준으로 단위 직원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저렴한 판매가격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낮은 임금과 단위

에서 거의 무상에 가까운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였기에 구매력을

갖추도록 하는 다른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17) 단위는 주택개발을 위한 자체자금 사용 또는 종업원들로부터 추가적 자금확보를 할
수 있었으며 특히 소규모 단위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지방정부의 주택개발에 참
여할 수 있었다(임반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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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이에 대해 1982년부터 신규 공유주택에 관해 건설원가 판매를

정지하고 정저우(郑州) 창저우(常州), 쓰핑(四平), 창사(长沙)등 도시를

시범으로 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개인의 주택구매를 유도하였다.18)

이러한 정책은 주택상품화의 촉진과 함께 도시 주민의 주거문제를 개선

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단위에서 제공한 구(旧) 공

유주택은 여전히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고 또한 도시지역의 임금 인상

률의 둔화로 인해 임대료와 판매가격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품주택 구매에 나설 동기를 부여받지 못했다.19)

마지막으로 임대료 인상은 공유주택의 저렴한 임대료와 주택판매가격

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1985년 당시 도시의 공유주택 월 평

균 임대료는 0.13위안/㎡이었다. 이는 유지관리비 0.36위안과 감가상각비

0.6위안만을 원가로 치더라도 원가의 1/7수준에 불과하여(임반석, 2003)

나머지 부분은 국가의 보조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1986년에 옌타

이(烟台), 탕산(唐山), 펑부(蚌埠), 창저우(常州), 장먼(江门), 선양(沈阳)

등 6개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임대료 인상을 시도하였다.20) 옌타이시 경

우 임대료를 1.28위안/㎡로 인상하였으며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6.8배 정

도 인상되었다(亢飞, 2013). 이처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상당수

의 주민은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옌타이시 정부는 임금의

2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임대료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이

성호, 2016).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재정적 부담은 오히려 줄었을 뿐만 아

니라 신규주택의 건설자금 조달이 훨씬 원활하게 되었다. 다만 단위의

주택실물분배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주택상품화를 위한 조치가 수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8) 1982년 국무원에서 시행한 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핵심은 국가, 단위, 개인은 각각
1/3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판매가격은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인의 주택
구매 부담은 이전보다 2/3가량 줄어든 셈이다(亢飞, 2013).

19) 1985년까지만 해도 160개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시행되었지만, 구매력의 미비로 인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재정적 부담 증가로 결국에는 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중단하였다(亢飞, 2013).

20) 1987년에는 충칭, 우한, 란저우, 스자좡 등 12개 도시, 그리고 1988년에는 베이징, 상
하이, 광저우 등 대부분 도시로 확대되었다(이성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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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주택과 보장성주택의 이원화 시기 (1998년∼현재)

1998년 이전까지 시도한 일련의 주택개혁으로 인해 주택공급량이 급

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21) 도시

주민의 주택구매력은 여전히 미비하였다. 그 이유는 주택시장의 주요한

구매자는 단위(单位)였고, 단위에 의해 낮은 가격으로 구성원들에게 신규

주택을 분배하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 주택상품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라는 돌발적인 외부환경의 변화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할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택시장의 활

성을 통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체제에서 오랫동안 주택의 공급과 분배를 공공이

책임져 왔던 중국은 1998년 7월에 국무원의 ‘도시주택제도개혁의 심화와

주택건설 가속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深化城镇住房制度改革加快住房

建设的通知), 이하 1998년 통지)’를 통해 주택실물분배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1998년 통지에 따라 민간부문에 의해 개발되어

시장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주택(商品房)’이 도입되었고, 공공부문의 역할

은 기본적으로 중·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주택(保障性住房)’을 공급하는

데 한정하였다. 보장성주택으로는 1994년부터 공급해 온 ‘경제적용주택

(经济适用房)’에 이어 1998년부터 ‘저가임대주택(廉租房)이 도입되어,22)

상품주택과 함께 이원화된 주택공급체계를 구성하였다(백승기, 2003). 이

후 2010년에는 ‘공공임대주택(公共租赁房)’이 도입되어 공공부문이 저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의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보장시스

템이 확립되었는데(Jie et. al., 2014), 2014년부터 저가임대주택은 공공임

대주택에 통합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23) 보장성주택에서 공공임대주

21) 1994년에 국무원이 ‘关于深化城镇住房制度改革的决定’을 제정하여 주택공급의 의무
를 국가, 단위, 개인 공동의 책임으로 변경하여 주택문제에 있어 개인의 의무를 강화
하였으며, 같은 해에 주택공적금 제도와 경제적용주택을 도입하여 주택의 실물분배에
서 화폐분배로 전환하여 주택상품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상품주택시장
참여가 어려운 계층을 위해 경제적용주택공급을 통해 보완하였다.

22) 국무원(1998), ‘关于进一步深化城镇住房制度改革加快住房建设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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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은 임대만 가능하고 경제적용주택은 주로 도시 중·저소득층의 자가소

유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

록 한다.

한편,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도로 본격적인

상품주택의 개발과 공급이 시작되었고(이성호, 2016), 이와 더불어 1994

년부터는 주택공급의 의무를 국가, 단위, 개인 공동의 책임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8년 주택의 실물분배를 전면 폐지하면서 개인이 본

격적으로 주택시장의 구매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부

터 전체 상품주택 판매면적 중 개인의 구매비율은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

했고, 1998년에는 70% 이상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95%

이상 수준까지 도달한 바 있다([표 3-1]).

자료: 중국국가통계연감(1998, 2004)

23) 주택 및 도농건설부·재정부·국가벌전 및 개혁위원회(2013), ‘关于公共租赁住房和廉租
住房并轨运行的通知’.

연도 상품주택판매면적(만㎡) 개인구매면적(만㎡) 개인구매비율(%)
1986 1834.95 256.11 13.96
1987 2376.72 426.66 17.95
1988 2549.12 722.56 28.35
1989 2491.38 805.49 32.33
1990 2544.61 730.85 28.72
1991 2745.17 926.55 33.75
1992 3812.21 1456.01 38.19
1993 6035.19 2943.39 48.77
1994 6118.03 3344.53 54.67
1995 6787.03 3344.81 49.28
1996 6898.46 3666.82 53.15
1997 7864.30 5233.72 66.55
1998 10827.10 7792.62 71.97
1999 12997.87 10408.53 80.08
2000 16570.28 14464.38 87.29
2001 19938.75 18250.77 91.53
2002 23702.31 22793.69 96.17
2003 29778.85 28714.61 96.43

[표 3-1] 연도별 상품주택판매면적 및 개인구매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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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1998년의 주택의 실물분배제도를 폐지하고 주택분배의 화폐

화 조치는 이전보다 훨씬 급진적인 주택상품화를 지향하는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개인의 주택구매자금은 임금, 주택공적금, 주택담보

대출 그리고 지방재정과 단위가 가지고 있던 주택건설자금에서 전환된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주택공적금은 개인과 단위에서 각

각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그 비율은 개인 임금과 전체 종업원 임금 총액

의 5%보다 낮지 않게 하여 주택구매 등에 사용하도록 현금을 적립하는

제도이다(임반석, 2003). 그리고 중·저소득층의 주택구매력을 높이기 위

해 지방재정과 단위의 주택건설 자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택공급에

서 원가를 보장하되 정부가 이윤의 범위를 일정 한도로 통제하여, 중·저

소득계층에게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용주택을 공급하고

최저소득계층에게는 낮은 임대료를 통해 저가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

였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체계를 수립하여 고소득계층

에게는 상품주택, 중·저소득계층에게는 보장성주택을 공급하는 중국 특

색의 주택공급체계가 정립되었다.

2. 택지공급과 토지재정

1) 택지공급

중국의 지방정부는 국유토지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도시화에 필요한

건설용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주체이다. 도시의 건설용지는 행정획발

(行政划拨)과 유상양도(有偿出让)의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행정획

발은 현(县)급 이상 지방정부가 토지사용 신청에 대해 법률에 따라 무상

혹은 이주보상비 등 소정의 비용만을 받고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다.24)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통용되었던 방식이지만 현재는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용지, 보장성주택 용지, 특수용지25) 등과 같이

24) ‘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產管理法(1995)’, 제24조.
25) 특수용지는 군사시설. 종교시설 용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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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을 지니는 건설용지에만 허용된다(박인성·조성찬, 2011; 이성호,

2016).26) 반면에 유상양도는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

인 양도금을 납부한 후 일정 기간동안의 사용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다

(박인성·조성찬, 2011). 특히 외자기업, 사영기업, 개인 등이 도시의 건설

용지 사용권을 획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이성호, 2016). 현재는

주로 공업용지, 상업용지, 분양주택용지 등이 입찰과 경매의 공개경쟁 절

차를 통해 유상으로 양도된다.27)

한편 토지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의 토지시장에서는 유상양도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만이 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도시

의 경우 토지사용권 시장은 거래 단계에 따라 1∼3급 총 세 단계 시장구

조로 나뉜다.28) 먼저 1급 토지시장은 국유토지의 시장진입을 위한 출발

점으로, 국가가 독점적 토지공급자로서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협의, 입찰,

경매 등의 방식을 통해 양도하는 일종의 독점시장을 의미한다. 앞서 공·

상업 용지, 분양주택 용지 등에 대한 공급은 1급 토지시장에 해당한다.

다음 2급 토지시장은 토지개발업자가 1급 토지시장으로부터 토지사용권

을 양도받은 후 택지를 조성하고 상품주택을 건설하여 부동산 수요자에

게 판매하거나, 또는 다른 토지사용자에게 재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급 토지시장은 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자원을 배분받는 중요한 통로이다.

다시 말해 2급 토지시장에서 개발업자가 건설한 부동산을 시장을 통해

구매하여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급 토지시장은 2급 토

지시장에서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기업과 개인 간에 토지사용권을 거래하

는 시장으로 토지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토지 재양도, 임대, 저당, 교환

등의 거래 활동이 개방된 시장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부동산을 시장에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다양한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다(임반석, 2003; 박

인성·조성찬, 2011).

이상의 유상양도를 통한 토지사용권 시장을 요약하면 1급 토지시장은

26) 이렇게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사용기한은 제한이 없으나, 허가 없이 사용권 이전·임
대·저당하는 등의 행위는 제한한다(박인성·조성찬, 2011).

27) 2002년 이전에는 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토지양도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부패방지를
위해 입찰과 경매를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申衛星等, 2013).

28) 농촌의 경우 농지징용시장과 자생적 토지시장이 존재한다(박인성·조성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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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국가만이 시장의 공급자가 될 수 있고, 2급 토지시장은 부동산개발

업체가 주요 공급자로서 개발행위를 한 후 부동산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시장이고, 3급 토지시장은 부동산개발업체에서 양도받은 개인 또는 기업

이 공급자로서 주로 건물, 주택 등을 자유롭게 시장에 재양도, 임대 등의

다양한 거래가 존재한다. 그밖에 유상양도를 통해 획득한 토지사용권은

용도에 따라 사용기한이 다르게 정해지는데, 주거용지의 경우 최장 70년,

상업용지는 40년, 공업용지는 50년이 부여된다.29)

2) 토지재정

중국의 토지재정은 홍콩의 ‘토지사용허가제도(土地批租制)’를 벤치마킹

하여 도입된 제도로,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토지의 국가소유 형태에서

비롯된 중국 특유의 제도이다(邵繪春, 2007). 토지재정이 지방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1994년에 이루어진 중국의 ‘분세

제(分稅制)’ 재정개혁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분세제

는 공공재정에 있어 세입은 중앙집권화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세

출은 지방분권화하여 지방정부에 상당한 재정압박을 가하게 되었다(陈多

長等, 2013; 백승기, 2015). 이에 대응하여 지방정부는 토지재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충당하였는데 이는 토지재정 수입의 핵심이 되는 국유토지양

도 수입이 2006년까지 지방정부의 예산외 수입으로, 그리고 현재는 기금

수입으로 분류되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율적

수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전상경, 2014).30)

토지재정은 크게 토지비(非)세수수입과 토지세수수입 2가지로 나뉜다

([그림 3-1]).31) 토지비세수수입은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수입(토지양도금),

29) 토지사용권이 지나면 중국의 ‘物权法(2007)’ 149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용지 사용권
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며 비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의 연장은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토지 위의 건축물과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은
약정이 있는 경우 양정에 따른다. 한마디로 아직 용도별 토지사용권 연장에 대한 자
세한 규정은 없다.

30) 이와 함께 지방관료 실적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중앙정부 정책(‘政績考核’)도
지방정부가 토지재정에 의존하게 되는 제도적 요인으로 지목된다(백승기, 2015).

31) 이외에 토지재정 중 음성(隐形)적인 토지수입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토지를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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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토지사용권 임대료수입(토지임대료) 및 기타 수입32) 등으로 구성된

다. 이 중에서 토지양도금은 토지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秦

勇, 2013). 그리고 토지세수수입은 주로 부동산 취득세, 농지점유세, 도시

토지사용세 및 토지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직접세수수입과 영업세, 부

동산 재산세 및 기타 세수 등을 포함한 간접세수수입으로 구성된다.

한편 토지재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부동

산개발 투자의 증대이다. 중국에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부동산업이

지방의 기간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중앙정부도 2003년 국무원 통

지33)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촉진시켜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투

자를 증대시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1∼2008년간 지

방정부의 재정수입 가운데 부동산업을 통한 수입은 50∼75%를 차지하

며, 그중 토지재정은 부동산업 관련 수입의 50∼70%를 점유하고 있다

(骆祖春, 2012). 이처럼 토지재정 규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로 하여 조달한 대출수입을 의미한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없
으므로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없다. 이에 지방정부는 토지비축센터 등 융자
의 디딤돌로 삼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도시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토지 가치상승분을 통해 이익을 챙긴다.

32) 기타 수입은 토지관리부서가 받는 수수료, 재정부서의 수수료, 그리고 기타 관련 부
서들이 토지의 징용에서 양도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관련 수수료 등의 세 종
류로 구성된다(전상경, 2014).

33) 국무원(2003), ‘关于促进房地产市场持续健康发展的通知’.

[그림 3-1] 토지재정수입 구성도

출처: 李贞·玉田华(2014: 201)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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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보이며, 또한 토지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총 건설용지 양도면적과

단위면적당 평균 토지가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건설용지

양도면적과 단위면적당 평균 토지가격 각각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편차

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특히 토지가격이 대체로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토지가격이 토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짐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건설용지 양도면적에서 토지가

격이 높은 도시일수록 토지재정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예상한다.

자료: 중국국토자원통계연감(2000-2018)

연도
총 토지양도
금액(만위안)

총 건설용지
양도면적(만㎡)

전년 대비
증가율(%)

토지가격
(위안/㎡)

전년 대비
증가율(%)

1999 5,143,295.00 45,390.68 - 113.31 -

2000 5,955,848.00 48,633.22 7.14 122.46 8.08

2001 12,958,896.10 90,394.12 85.87 143.36 17.06

2002 24,167,925.18 124,229.84 37.43 194.54 35.70

2003 54,213,112.88 193,603.96 55.84 280.02 43.94

2004 64,121,759.67 181,510.36 -6.25 353.27 26.16

2005 58,838,170.95 165,586.08 -8.77 355.33 0.58

2006 80,776,447.01 233,017.88 40.72 346.65 -2.44

2007 122,167,208.32 234,960.59 0.83 519.95 49.99

2008 102,597,987.90 165,859.67 -29.41 618.58 18.97

2009 171,795,255.79 220,813.90 33.13 778.01 25.77

2010 274,644,791.15 293,717.81 33.02 935.06 20.19

2011 321,260,823.12 335,085.17 14.08 958.74 2.53

2012 280,422,800.00 332,432.34 -0.79 843.55 -12.02

2013 437,452,967.12 374,804.03 12.75 1,167.15 38.36

2014 343,773,734.05 277,346.56 -26.00 1,239.51 6.20

2015 312,20,6471.00 224,885.95 -18.92 1,388.29 12.00

2016 364,616,830.39 211,850.82 -5.80 1,721.10 23.97

2017 519,844,752.67 230,898.62 8.99 2,251.40 30.81

[표 3-2] 연도별 토지양도금, 건설용지양도면적 및 토지가격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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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공급과 토지재정의 관계

중국의 상품주택과 보장성주택의 공급은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을 매개

로 연계되어 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에 귀속되어 있어 상품주

택이나 보장성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그에 따른 재정적

수입 및 지출이 토지재정 회계에 모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주택 공

급을 위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되어 토지재정의 수입 부문을 구성하지

만, 보장성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건설비용이 지원

되어 토지재정의 지출 부문을 구성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주택공급체계

와 토지재정과의 관계에 대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보장성주택의 공급은 토지재정을 매개로 한 교차보조(cross-subsidy)

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품주택의 공급과 보완적 관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토지재정에서 상품주택은 수입 부문에 해당하고 보장성주택의 공급

은 지출 부문에 해당하므로 논리적으로 상품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토지

재정의 확대는 이에 비례하는 보장성주택 공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지사용권 양도금은 특별기금 관리방식으로 재정예산

에 편입되어 토지개발과 도시건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34) 특히 토

지양도순수입의 최소 5%는 저가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35)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양도수입이 저가임대주택을 포함한 보장

성주택의 건설비용 금융지원을 위한 주요 자금원이지만 실제 규정과 달

리 토지양도순수입 중 보장성주택 공급에 사용되는 비율은 지역별로 다

양할 뿐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서 5%에 못 미치고 있다(陈多长等，2013;

錢坤等, 2014). 실제 2008∼2011년 4년간 토지양도수입의 지출 내역을 살

펴볼 때 토지징수 보상에 대한 지출과 함께 도시건설에 대한 지출 비중

이 높았지만, 보장성주택 공급을 위한 지출 비중은 2% 이내에 불과하였

다(劉明慧ᐧ路鵬, 2014). 심지어 따르면 토지재정과 보장성주택 중 경제적

용주택 건설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까지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錢

34) ‘中国城市房地产管理法（1995)’, 제19조.
35) 재정부·건설부·국토부(2006), ‘关于切实落实城镇廉租住房保障资金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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坤等, 2014). 이러한 사실은 상품주택과 보장성주택의 공급이 간접적으로

토지재정을 매개로 한 보완적 관계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합 또는 대체

관계에 있어, 후자가 전자를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이처럼 상품주택과 보장성주택의 경합 또는 대체관계가 존재할 수 있

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도시개발과 재정수입을 동시에 추

구하는 과정에서 토지양도가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심지어 토

지양도 수입을 지방부채 상환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삼을 만큼(劉德炳,

2014) 지방정부는 부동산개발과 토지양도를 통한 토지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다. 나아가 지방정부는 토지양도수입과 부동산 관련 세수

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토지양도가격 및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방조하

거나 부추키는 내재적 유인을 갖게 되었는데 입찰과 경매를 통해 토지양

도가격의 상승이 대표적인 경우로(申衛星等, 2013) 실제 2002년부터 토

지양도가 입찰과 경매를 통한 공개판매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토지양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汪利娜, 2009). 이로 인해 토지개발 원가

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李保春, 2010).

이렇게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에 대한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건설용지

공급 측면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상품주택과 보장성주택은 경합 또

는 대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즉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장

성주택은 토지재정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에 동일한 토지를 상품

주택 용지로 공급하면 수입이 증가할 수 있어 지방정부는 보장성주택 공

급에 소극적이 되고 상품주택 건설을 위한 부동산개발에는 적극적이 되

기 때문이다(汪利娜, 2009). 또한, 공급측면에서 토지 및 자금 등 생산요

소가 제한적이므로 보장성주택 공급의 증가는 상품주택의 공급원가를 상

승시키는 등 상품주택 자원에 대한 구축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대체관계는 주택시장의 수요측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보장성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상품주택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王波·蔣和勝, 2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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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택시장 동향 및 주거비 부담

1. 주택시장 동향

1998년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형성된 중국의 주택공급체계는 기존의

계획경제시기 정부 공급형 방식에서 시장요소를 통해 공급되는 정부 주

도형 주택시장 방식으로 전환하였다(이성호, 2016). 정부 주도형 주택시

장의 특징은 토지공유제를 바탕으로 토지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이

다. 특히 상품주택 토지사용권은 1급 토지시장을 통해 입찰, 경매 등 유

상양도 과정을 거처 사용권이 부여되며 이는 토지와 결합된 주택을 보유

할 경우,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지대의 상승은 고스란히 주택 소유자에

게 귀속되는 구조가 형성됨으로써(조성찬, 2016), 그 결과 상품화된 주택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주택상품화 이후 주택시장의 변동은 정부의 정책에 크게 좌우되

는데 대체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규제완화정책(규제강화정책)을 추

진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락)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2019년 사이 주택가격 상승률과 평균주택가격 변화 추이를 통해

총 세 차례의 주택가격 상승·하락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2]).

먼저 1차 가격 사이클은 2009∼2010년 사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로 인해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총 4억 위안을 투입하는 대규모 경기부

양정책 추진과 더불어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인하

를 통해 대출을 장려하고 세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을 펼쳤으며 이로 인

해 부동산가격은 급등하면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구매제한령(住房购买限购令)’37) 추진을 통해 부동산

36) 그렇지만 상품주택의 공급 증가가 보장성주택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역관계는 성립하
지 않는데, 보장성주택의 수요층은 소득의 한계로 시장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주택의
대체수요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7) 2010년부터 실시한 주태구매제한령은 현지 호적을 지닌 시민은 가구당 최대 두 개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며, 외지 호적을 지닌 시민은 가구당 하나의 주택만 구매가 가
능한 규제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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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개발업자의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

해 토지사용권 획득 및 계약 시 선수금을 기존보다 20∼50%로 상향 조

절하였다. 또한, 보장성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을 추

진하였다.

다음 2차 가격 사이클은 2012∼2014년 사이다. 2010년부터 부동산시장

규제완화정책이 시행 이후 부동산가격은 점차 하락기에 도입하자 부동산

업체는 각종 판촉 행사와 가격 인하 등으로 인해 새로운 주택수요를 유

발하였다. 이처럼 주택수요 급증은 다시 주택가격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게다가 보장성주택 공급도 줄어들면서38) 중·저소득계층마저 시장에서 주

택수요를 해결해야 하므로 주택가격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 2013년에 ‘신국5조’39) 규제정책을 발표하

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안정한 주택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마지

38) 2010년 이후 보장성주택 건축면적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중지하였다.
39) 국무원에서 발표한 ‘신국5조(新国五条)’ 정책의 핵심은 5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주택가격 상한제를 추진하는 것, 두 번째는 투기성 주택구
매를 엄격히 제한 하는 것, 세 번째는 일반 거래용 주택 및 택지용지 공급을 확대 즉
중소형 일반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 네 번째는 임대주택 건설
을 가속화 하는 것, 마지막으로 거래용 주택에 대한 정찰가격 실시와 중소형 부동산
중개기관의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시장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림 3-2] 주택가격 상승률과 평균주택가격 변화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연보,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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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3차 가격 사이클은 2015∼2017년까지이며, 2015년에 정부에서 실

시한 ‘330대출완화정책’과 ‘930금리인하정책’40) 그리고 북경, 상해, 심천,

광주 등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도시는 주택구매제한령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주택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또다시 급등하자 2016년 하반

기부터 주택구매제한령을 다시 추진하였고 대출규제도 새롭게 강화하면

서 주택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2. 주거비 부담의 변화

앞서 중국의 주택공급체계와 토지재정의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토지재

정의존도가 날로 높아지면서 토지양도수입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상품주택 공급을 증가하는 반면에 보장성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림 3-3]에서 잘 나타나듯이주택

용지공급 중 상품주택용지 비중은 7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반면 보장성주택용지 비중은 2012년에 26%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

드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토지양도수입은 상품주택용지 비율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연관성을 보이지만, 보장성주택은 그렇지 않

다. 이는 한정된 토지자원에서 유상양도를 통해 공급되는 상품주택이 지

방정부의 재정수입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장성주택용지 공

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처럼 토지재정 규모의 증가는 단위면적당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상

승을 견인하고 있다. [그림 3-4]에서 보듯이 연도별 토지양도수입의 증

가에 따라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지방정부가 토지양도수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입찰·경매의 토지사용권 양도방식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40) 중국인민은행, 건설부, 은행감독원에서 공동으로 3월 30일에 발표한 ‘330대출완화정
책’은 2주택 구매시 선도금 지급을 기존의 60%에서 40%로 인하 및 주택 양도세 비
과세 보유 요건이 5년에서 2년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은행과 은행감독원
에서 9월 30일 발표한 ‘930금리인하정책’은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부양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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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택가격 상승은 도시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2009∼2020년 기간 동안 중국의 연도별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을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최근 2020년

PIR 지수는 약 29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9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

한 수치다([그림 3-5]).

[그림 3-3] 상품주택 및 보장성주택 비율과 토지양도금
자료: 중국국토자원통계연감(2005-2018)

[그림 3-4] 연도별 토지양도금,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의 추이

자료: 중국국토자원통계연보(200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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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PIR 수준에 관해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2019년 기준 주요 선

진국 간의 종단자료를 통해 비교한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은 높은 PIR에 비해 1인당 GDP는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부담이 심각함을 방증한다([그림 3-6]).

[그림 3-5] 중국의 연도별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자료: NUMEO(http://5l8.cn/9KR88)

[그림 3-6] 2019년 주요 국가별 1인당 GDP와 PIR
자료: NUMEO(http://5l8.cn/9KR88), 중국통계연감

http://5l8.cn/9KR88
http://5l8.cn/9KR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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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특히 대도시의 경

우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도시발전을 위한 토지재정의존

도가 높은 이유로 부동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이에 중국의 주강삼

각주 도시권 내 도시들을 1선 도시, 준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로

구분하여41) 2009∼2017년 사이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을 살펴본 결과, 1선 도시는 2∼3선 도시에 비해 PIR이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심천(深圳)시는 가장 높게 나

타났다([표 3-3]).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역별로 주택가격의 격차가 심한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주거비 부담의 편차도 클 것으로 예상한

다. 즉, 심천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 지방통계연감(2010-2018)

41) 중국의 1선, 2선, 3선 도시 분류는 원래 부동산시장에서 사용되다가 지금은 도시의
종합경쟁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주강삼각주 도시권
내 1선도시는 심천(深圳), 광저우(广州), 준1선도시는 둥관(东莞), 포산(佛山), 2선
도시는 중산(中山), 후이저우(惠州), 주하이(珠海)，3선 도시는 장먼(江门), 자오칭(肇
庆) 등이다.

연도 심천시 1선도시 준1선도시 2선도시 3선도시

2009 19.46 14.02 10.78 8.83 7.47

2010 23.66 16.59 11.41 9.26 8.56

2011 22.60 16.12 10.21 9.23 7.13

2012 18.43 13.72 7.85 8.36 6.08

2013 16.34 12.91 7.26 7.74 7.29

2014 16.06 13.28 8.56 9.14 8.64

2015 19.08 16.51 7.72 9.06 9.37

2016 24.59 18.97 8.94 9.77 7.21

2017 23.66 20.45 10.79 11.70 7.54

[표 3-3] 주강삼각주 도시권 내 도시등급에 따른 연도별 PIR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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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거보장체계

1. 주거보장정책

중국은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민간주택 시장이 활발하지 않았다. 주

로 사업단위42) 또는 국유기업에서 일종의 복지형태로 근로자에게 주택

을 무상으로 배분하거나 혹은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주택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 말까지 80%의 도시민이 공공주택에 거주할 정도로(Wang et

al., 2012),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를

책임져 왔다. 그 후 시장지향적 주택공급체계로 전환되면서 이원화된 주

택공급 즉 민간주택과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였다. 1998년부터 주택배

분제도를 폐지하면서 특히 사업단위 및 국유기업에서 더 이상 주거보장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택수요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

의 과열현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점점 많은 가구는 주택문제 해

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렴한 주택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장성주택’이라는 명목하에 안거공정(安居工程), 경제적용

주택(经济适用房), 저가임대주택(廉租房), 공공임대주택(公租房), 가격제

한주택(限价房) 등 다양한 주거보장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경제적용주택의 전신인 안거공정은 주택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

하기 위해 1994년에 주거보장을 목표로 처음으로 도입된 보장성주택 유

형으로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소유 중심의 저렴한 분양주택이다. 이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자금조달과 토지를 공급하고 사업단위에서

주택건설을 담당하였으며 주택 분양가는 건설원가로 구매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이다.43) 안거공정은 중·저소득층의 주거보장을 위한 제

도이지만 사업단위에서 주택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사업단위 소속이 아니

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제한적이기에

42) 중국의 ‘사업단위’라 함은 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기타 조직이 국유자산을 이용하여
설립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등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조직을 말한다(‘事业
单位登记管理暂行条例’ 제2조).

43) 국무원(1994), ‘关于深化城市住房改革的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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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안거공정 프로그램이 당시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약 340만㎡

의 주택이 미분양 상태로 비어있었다(Rosen ＆ Ross, 2000).

안거공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8년부터 경제적용주택 공급을

통해 안거공정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경제적용주택은 안거공정과 마찬가

지로 소유 지향적인 저렴한 주거형태이지만 사업단위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택공급을 책임지도록 규정함으로써(Wang, 2011), 중·저소득층의 실제

수요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중·저득층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지방정부는

개발 주체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각종 행정 및 세제상의 우대정

책과 개발대출 이율 혜택 등을 주는 대신 개발기업의 판매이윤을 제한하

여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규정하였다(이성호, 2016).

실제로 시계열 자료 확보가 가능한 1999∼2010년 사이 전국의 상품주택

단위 면적당 판매가격은 경제적용주택 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표 3-4]). 즉, 경제적용주택은 상품주택의 약 50% 남

짓한 수준으로 판매되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에서 보듯이,

대도시일수록 가격차이가 높게 나타났으며 베이징의 경우 상품주택과 경

제적용주택의 가격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 중국통계연감(2011), 북경통계연감(2011) 주택가격 단위: 위안/㎡

연도
전국 베이징

상품주택
(A1)

경제적용주택
(A2)

A1/A2
상품주택
(B1)

경제적용주택
(B2)

B1/B2

1999 1857 1093 1.7 4787 2435 2.0
2000 1948 1202 1.6 4557 2644 1.7
2001 2017 1240 1.6 4716 3040 1.6
2002 2092 1283 1.6 4467 2864 1.6
2003 2197 1380 1.6 4456 2846 1.6
2004 2608 1482 1.8 4747 2953 1.6
2005 2937 1655 1.8 6162 3541 1.7
2006 3119 1729 1.8 7375 3007 2.5
2007 3645 1754 2.1 10661 2869 3.7
2008 3576 1929 1.9 11648 3813 3.1
2009 4459 2134 2.1 13224 4194 3.2
2010 4725 2495 1.9 17151 4520 3.8

[표 3-4] 연도별 전국 및 북경의 상품주택과 경제적용주택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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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용주택은 중·저소득층의 주택소유를 장려하는 주거보장 역할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적용주택에 필요한 토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

문에 지방정부의 수입이 아닌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경제

적용주택을 포함한 보장성주택 공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어 2007년부터는 해당 지역 호적에 등록한 저소득가구만 경제적용주택

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44)

이 밖에 ‘경제적용주택관리방법(1994)’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

가 경제적용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익은 전체 사업의 3% 안팎

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용주택 투자 및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표 3-5]에서 보듯이 전체 경제적용주택 공급은 점점 줄어드

는 추세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외 경제적용주택은 운영과정에서 지원

자의 적격성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주택면적이 대형화되면서 실제로 분양

과정에서 시장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기에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혜택

을 누린다는 지적이 보고된 바 있다(Zou, 2014).

자료: 周靖 외(2015: 85), 표 1를 본 연구에 맞춰 재구성

44) 중국 건설부·국가발전 및 개혁 위원회·감찰부·재정부·국토자원부·중국인민은행·국가
세무총국(2007), ‘经济适用住房管理办法’.

연도 시공면적(만㎡) 준공면적(만㎡) 시공면적비율(%) 준공면적비율(%)
1999 8167.97 4063.48 19.18 23.03
2000 10215.91 5202.89 20.23 25.25
2001 10949.51 5801.27 17.78 23.56
2002 10681.62 5409.97 8.56 18.97
2003 8482.33 4538.51 9.28 13.44
2004 8299.03 3325.7 7.53 7.98
2005 8115.72 3212.79 6.29 7.35
2006 9401.21 3272.02 6.2 7.2
2007 11045.19 3442.95 5.9 6.91
2008 12689.18 3219.84 5.69 5.93
2009 17919 3446.16 7.13 5.78
2010 13439.73 3201.88 4.27 5.05
2011 16901.42 3740.85 4.58 5.27
2012 19536.74 4331.57 5.72 5.48
2013 21498.28 4407.86 6.06 5.75

[표 3-5] 연도별 경제적용주택 시공면적과 준공면적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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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용주택은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주택마련이 어려운 중·저소득계

층에게 주거 소유의 기회를 보장해 주었다면, 저가임대주택은 1998년부

터 공급을 시작으로 최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용 보장성주택이다. 특히

2002년부터 토지양도가 입찰과 경매를 통한 공개판매방식으로 이루어지

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중국 당국은 모든 가구가 주거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까지 모든 도시에서 저가임대주택 공

급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Zou, 2014). 저가임대주택은 정부가 무

상으로 토지공급을 통해 정부 주도하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 또는 노후

화된 공공주택 및 비주거 건물을 개보수하여 공급하였다. 게다가 지방정

부는 세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임대료를 완전히 감

면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므로 경제적용주택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덜하고

주거보장 역할수행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저가임대주택도 경제적용주택과 마찬가지로 해당 도시 호구를

취득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에 공공임대주택정책 도입을 통해 외지 호적을 포함한 모든 저소

득층에 공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2014년부터 저가임대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에 통합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경제적용주택과 마찬가

지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는 무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지방

재정의 지출 부문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판매가 금지되고 낮

은 임대료로만 제공하므로 유지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 창출

이 어려우면 추가로 정부재정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이에

지방정부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격 가구의 기준을 높이거나,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격제한주택(限价房)은 2010년 이후 등장한 보장성주택이

다. 주로 중산층의 자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상품주택으로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규정되었지만 중·저소득층에게는 감

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

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보장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가격제한주택은 오히려 부동산시장과 상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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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지방정부는 가격제한주

택 공급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다.

2. 보장성주택공급 현황

보장성주택과 그의 하위 유형인 경제적용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용지

공급 면적을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분석한 결과 [표 3-6]에서 보듯이,

전체 주택용지 공급면적 중 보장성주택의 비율은 2012년에 26%로 가장

많이 차지하다가 2017년에 14.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주택

공급면적 중 경제적용주택의 공급면적은 평균적으로 80%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2012년에 32%로 정점에 도달

한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7년 현재 19.2%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중국국토자원통계연감(2005-2018)
주: 주택용지 공급면적의 단위는 헥타르(ha)이고, 비율은 퍼센트(%)임.

연도
전체

주택(A)

보장성

주택(B)

경제적용

주택(C)

공공임대

주택(D)
B/A C/B D/B

2004 59689.8 4645.7 4645.7 　 7.8 100 -
2005 55144.9 5821.7 5821.7 　 10.6 100 -
2006 65153.7 5278.7 5278.7 　 8.1 100 -
2007 80174.8 5084.8 5084.8 　 6.3 100 -
2008 62030.1 5107.4 5107.4 　 8.2 100 -
2009 81548.2 11737.3 10343.0 1394.3 14.4 88.1 11.9
2010 115272.5 16673.0 13292.1 3380.9 14.5 79.7 20.3
2011 126452.9 22359.9 16238.2 6121.7 17.7 72.6 27.4
2012 114664.6 29790.9 20245.6 9545.2 26.0 68.0 32.0
2013 141966.6 28928.5 22072.4 6856.2 20.4 76.3 23.7
2014 104499.4 22706.2 17525.2 5180.9 21.7 77.2 22.8
2015 83782.7 20676.8 16143.8 4533.0 24.7 78.1 21.9
2016 74539.4 14424.2 11553.3 2870.9 19.4 80.1 19.9
2017 87087.3 12575.2 10158.8 2416.4 14.4 80.8 19.2

[표 3-6] 연도별 보장성주택 유형별 공급면적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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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 주택 재고에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의 정도를 가늠하

고자 중국과 기타 주요 선진국 간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비교한 결과,

중국은 약 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7]). 이러한 사실

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을 주창하고 있어 주거에 대한

포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

보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 주택 재고 중 공공임대(사회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
으로 하였고, 중국은 2018년 국가통계연감과 국토자원통계연감을 참고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OECD HOUSING(http://33h.co/kgvw1), 중국통계연감(2018)

국가 공공임대주택 비율(%) 연도

네덜란드 37.7 2017

덴마크 21.2 2019

오스트리아 20.0 2018

영국 17.4 2018

프랑스 14.0 2018

한국 8.9 2018

이탈리아 4.2 2011

미국 3.5 2017

캐나다 3.5 2019

일본 3.1 2013

중국 2.8 2017

[표 3-7] 주요 국가별 전체 주택 재고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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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중국의 저출산 및 인구이동 현황

제 1 절 저출산과 출산정책

1.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1980년부터 중국 정부는 계획생육(计划生育)정책을 통해 인구의 고속

증가를 억제하고 국가의 경제 및 사회의 균형발전을 추진하였다. 계획생

육정책은 대체로 1가구 1자녀를 독려하는 것이며, 농촌 지역과 소수민족

밀집 지역은 각 지자체 규정에 따라 1가구 2자녀까지 허용하였다.45) 이

로 인해 합계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1998년

에 1.597로 크게 떨어진 이후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하여 2019년 기준

1.696으로, 20년 동안 1.7명 내외에서 늘지 않고 있다([그림 4-1]).

45)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2001), ‘中华人民共和国人口与计划生育法’.

[그림 4-1]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자료: 중국통계연감, World Bank(http://m6z.cn/5Ryje1)

http://m6z.cn/5Ryj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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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겪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아

시아 국가와 중국 간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비교한 결과 1990년대 이전까

지만 해도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후로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

의 합계출산율은 1.696이고 싱가포르는 1.140, 일본은 1.360 그리고 한국

은 0.9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연도의 세계 합계출산율 2.402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2]).

위와 같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2015년 11월에 공식적으로 계획생육정책을 폐지하고 1가구 2자녀 정책

으로 선회하였다. 그 결과 출생아 수는 2016년에 약 178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1만 명 정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증가추세가 감소세

로 돌아서면서 2019년에는 1465만 명으로 줄어든 실정이다. 이는 1가구

2자녀 정책을 시행 이후에 출생아 수의 증가는 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추가출생에 의한 효과로 추정되며,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

세는 미혼·만혼 등으로 인해 첫 자녀 출산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 중국과 세계, 한국, 일본 및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자료: 중국통계연감(1981-2019), World Bank(http://m6z.cn/6mj8aG)

http://m6z.cn/6mj8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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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2001∼2019년 기간 동안 중국의 만 15세 이상 남녀 중

25∼39세 사이 남성과 여성의 미혼 비율을 통해 어느 정도 저출산 현상

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1]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의 미혼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총 3개 연령 구간

별로 분석한 결과 25∼29세 구간의 미혼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버금으로

30∼34세, 35∼39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미혼 비율이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5∼29세 구간에서 남성은 2001년 13.13%에서

2019년 28.43%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면 여성은 2001년 4.83%에서 2019

년 18.80%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30∼32세 구간

을 보면 남성은 2019년에 약 2.5배 증가하였다면 여성은 6배 남짓 늘어

났다. 다만 35∼39세 구간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다.

자료: 중국인구통계연보(2002-2020)

연도
25∼29세 30∼34세 35∼39세

남(%) 여(%) 남(%) 여(%) 남(%) 여(%)
2001 13.13 4.83 4.01 0.77 2.07 0.31
2002 13.78 5.05 4.40 0.84 2.10 0.28
2003 14.44 6.05 4.62 1.03 2.17 0.35
2004 17.89 11.38 4.85 1.99 1.77 0.68
2005 18.27 10.51 5.06 1.95 2.02 0.66
2006 18.97 12.05 5.41 2.34 2.04 0.89
2007 19.95 13.37 5.37 2.60 1.99 0.93
2008 21.00 14.28 5.81 2.78 2.08 0.93
2009 22.32 14.66 5.89 2.86 2.31 0.93
2010 22.19 14.70 6.69 3.66 2.72 1.34
2011 21.21 14.86 6.72 3.68 2.08 1.09
2012 22.13 15.28 6.85 4.07 2.20 1.23
2013 24.34 16.10 7.60 4.51 2.70 1.34
2014 24.71 16.27 8.47 4.61 2.89 1.56
2015 25.44 17.30 8.15 4.93 2.92 1.69
2016 24.00 15.98 7.79 4.96 2.71 1.74
2017 25.25 17.66 7.92 5.26 3.01 1.94
2018 26.01 17.73 8.94 5.79 3.43 2.30
2019 28.43 18.80 10.17 6.14 3.68 2.30

[표 4-1] 25∼39세 성별에 따른 미혼 인구 비율



- 65 -

2. 출산정책의 변화

중국의 인구 및 출산 관련 정책은 시기별로 출산장려정책, 출산제한정

책, 계획생육정책, 두 자녀 및 세 자녀 정책 등 네 단계로 나뉜다.

1) 출산장려정책(1949-1953)

중국은 1950년에 처음으로 여성의 낙태 제한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면

서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하였다.46) 이듬해인 1951년에는 ‘출산 장려 및

인공유산 규제에 관한 잠정방법(限制节育及人工流产暂行办法)’ 등 일련의

정책을 통해 출산행위를 장려하였다. 이로 인해 출산인구가 급격하게 증

가하여 첫 번째 베이비 붐 세대가 탄생하게 되었다.47)

2) 출산제한정책(1953-1970)

위와 같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반면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급속한 인구증가는 오히려 사회·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 출산을 통제하기 위해 1953년에 피임 및 인공

유산을 하도록 허용하였고,48) 1955년에는 중국 당국에서 국민의 피임과

출산 제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49) 이와 더불어 1959년

부터 1961년 사이 대약진 운동과 자연재해로 인해 나라 전체가 식량 기

근을 겪으면서 출산율이 대폭 하락하였다. 하지만 기근이 끝난 후에 국

민 경제가 호전되면서 출산율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두 번째 베이비

붐 세대가 탄생하게 되었다.50)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62년에 또다시 도

시와 인구가 밀집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출산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46) 중국 위생부 및 군위원 위생부(1950), ‘机关部队干部妇女打胎限制的办法’.
47) 1949∼1953년 5년 평균 출생률은 약 37% 정도 수준을 유지하였다(중국통계연감).
48) 중국 위생부(1954), ‘关于修改避孕及人工流产暂行办法’.
49) 중국 위생부(1955), ‘关于节制生育问题向党中央的报告’.
50) 특히 1963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2934만 명으로 중국 역사상 출생인
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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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을 내세웠다.51) 그리고 1964년에는 각 직할시(直辖市) 및 성(省)

에 산아제한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아제한에 관련한 기술지도를 수행하도

록 하였다. 그로부터 출산제한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제도로

격상시켰다(김영란 외, 2019).

3) 계획생육정책(1970-2013)

1960년대 두 번째 베이비 붐을 겪으면서 중국 당국은 1973년 말 처음

으로 ‘더 늦게(晚), 더 낮게(稀), 더 적게(少)’라는 계획생육정책 방침을

정하였으며(梁中堂, 2014), 그 후 1978년에는 법으로 제정하여 출산을 강

력하게 제한했다.52) 이로부터 한 쌍의 부부는 한 명을 아이를 낳을 것을

권장하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두 자

녀를 가질 수 있도록 제한적인 완화조치도 병행되었는데, 1982년에 ‘출산

제한 추진에 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지시(中共中央和国务院关于进一

步做好计划生育工作的指示)’에 따르면 어려움을 갖는 농촌 주민은 두 자

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02년에 들어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인

구 및 계획생육법’을 제정하였으며, 핵심내용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

를 낳는 것을 장려하는 즉 한 자녀 정책을 제창하는 것이다.

4) 두 자녀 및 세 자녀 정책(2013∼현재)

200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격

하게 변화되고 있다. 앞서 [그림 4-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8년에

합계출산율이 1.6명으로 이미 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하였

으며 2019년 현재 기준 1.7명 이내에 머무르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사실상 2011년부터 계획생육정책에 대한 규제를

51) 국무원(1962), ‘关于认真提倡计划生育的指示’.
52) 1978년 3월 제5차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华人民共
和国宪法)’ 제53조에서 ‘국가가 출산 제한 정책을 제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을 언
급하였다(김영란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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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부부 모두가 외동의 경우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2014년에는 부부 중 한쪽이 외동의 경우에는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였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는 35년간 지속해 왔던 계

획생육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1가구 2자녀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가구 2자녀 정책 도입초기인 2016년의 출생아 수는 1786만

명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 추세를 보여 2019년에는 1465만 명으로 감소하였

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1가구 2자녀 정책이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21년에는 ‘인구 및 계획생육

법’을 개정하여 세 자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출산에 직접

적인 연관성이 있는 주거, 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단순히 출

산 장려정책으로만 인구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 2 절 호적제도와 인구이동

1. 호적제도와 인구이동의 관계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중국 특유의 호적제도(户籍制

度)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인구이동은 호적제도의 엄

격한 규제와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1958년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

간 인구이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따라서 농촌인구가 대거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개발이 덜

된 도시는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공급속도가 인구유입 속도를 따라가

지 못하게 되어 인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8년부터 지역 간의 인구이동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특

히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호적등기조례(戸口

登記条例)’를 실시하였다. 즉, 도시는 비농업호구(非农业戸口)로, 농촌은

농업호구(农业戸口)로 구분하는 이원화된 호적제도가 수립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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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호구는 국영기업의 구성원과 간부 그리고 지식인 등이 주체가 되

어 도시의 주민으로서 급여를 받고 의료, 교육 등 폭넓은 사회보장을 누

릴 수 있지만, 농업호구는 도시와 같은 보장이 없는 대신 농촌에서 일정

규모의 토지를 배분을 받아 농업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게 하였다. 이러

한 호적제도로 인해 농민들은 도시에서의 취직을 하거나, 또는 대학 입

학 등 외에는 도시호적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도시지역의 노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

로운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새로운 도시발전정책

에 따라 농촌인구가 도시로의 이동을 점차 완화하기 시작하였다(김정애,

2018). 1980년대 중반부터 소도시로 농촌인구의 이동을 허용하였지만, 농

민은 오직 현급 이하 행정구역만 호구를 등기할 수 있었다.53) 하지만 당

시 농업호구(농촌)와 비농업호구(도시) 간의 차별화된 관리로 인해 사실

상 도시로 이주하여 취업과 정착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 후 1997년 중

국공산당의 14기 3중 전회에서 ‘소도시 호적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혁

하여 농민이 소도시에서의 취업, 창업, 농촌 제3차 산업을 발전하도록 하

고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도시로의 이동을 촉진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을

정한 후 같은 해에 국무원은 공안부의 ‘소도시 호적관리제도개혁 시점방

안(小城镇户籍管理制度改革试点)’과 ‘농촌호적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에 대한 통지(完善农村户籍管理制度意见的通知’에 대해 비준, 공표 및 실

행함으로써 법정 요건에 부합되는 농민은 시범 소도시에 호구를 등기하

면 도시 주민과 똑같이 입학, 취업, 식량 및 식용유 공급, 사회보장 등

처우를 보장받도록 하였다(김정애, 2018).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농촌인구에 대한 도시호적

등기를 전면 허용하였고,54) 2010년에는 최초로 전국적으로 거주증(居住

证)제도 도입을 계기로,55) 2014년부터 통일된 호적제도를 내세워 비농업

호구와 농업호구에 관한 제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중소도시는 인구이

동에 따른 도시의 호적등기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대도시는 조건에 부

53) 국무원(1984), ‘关于农民进入集镇落户问题的通知’.
54) 중국 공안부(2001), ‘关于推进小城镇户籍管理制度改革的意见’.
55) 중국국가발전위원회(2010), ‘关于深化经济体制改革重点工作的意见’.



- 69 -

합되는 경우만 호적등기를 허용하였다. 즉, 인구가 100∼300만 명 규모의

도시에서는 직업과 주거지 보유 등 조건에 부합될 경우 호적 취득 신청

이 가능하고, 인구가 300∼500만 명의 도시에서는 취업상태와 5년 이내

사회보험납부 상황에 따라 호적 취득이 가능하며, 인구가 500만 명 이상

의 상해, 북경 등 대도시에서는 ‘호적포인트제도(户籍积分制)’56)를 통해

호적을 취득하게 하였다.57)

이처럼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할 경우 도시의

호적등기 또는 상주인구 등록을 마치면 해당 도시의 교육, 취업, 사회보

험, 의료위생, 주택보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전되었다. 실

제로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도시인구 및 도시화율 변화를 살펴

보면 1980년에 약 20%에 불과했던 도시인구 비율이 2020년에는 60%를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3]).

56) ‘北京市积分落户管理办法(2020)’, ‘北京市积分落户操作管理细则(2020)’.
57) 국무원(2014), ‘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

[그림 4-3] 연도별 도시·농촌 인구 및 도시화율 변화
자료: 중국통계연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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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이동 현황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또는 저발전 지역에서 발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지역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이를 뒷받침하

는 근거는 아래 [그림 4-4]에 제시한 인구이동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1982년에서 2020년 사이 인구이동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이동은 약 3.76억

명으로, 이는 해당 연도 총인구(14.12억 명)의 26.6%에 달한다. 그 밖에

도시화율과 인구이동 간에는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동부지역이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39.93%에 해당한다. 그리고 중부지역과 서부지

역은 각각 전체 인구의 25.83%와 27.12%를 차지한다58). 특히 2016년 기

준 각 성(省)급 행정구의 순이동인구를 보시면([그림 4-5]), 상해시, 절강

58) 제7차 인구총조사(2020)

[그림 4-4] 연도별 인구이동과 도시화율(1982-2020)
자료: 2018 중국인구이동발전보고, 제7차 인구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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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浙江)성 및 강소(江苏)성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과 광동(广东)성을 중

심으로 하는 도시권 등 동부 연안 지역이 순유입 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반면 중부지역의 성(省)들은 순유출 인구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도시화율과 경제가 발달한 동부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대체로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에 인접한 성(省)일수록 순유출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성급 행정구에 이어 지급시 및 직할시를 통해 2017년 기준 상위 10위

와 하위 10위 순이동률을 살펴본 결과([그림 4-6]), 순이동률 상위 10위

도시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심천(深圳), 광저우(广州)를 비롯한

대표적인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과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이며, 또한 대부분 동부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

다. 반면 순이동률 하위 10위 도시는 커라마이(克拉玛依), 주마뎬(驻马

店), 푸양(濮阳) 등 대부분 경제가 덜 발달하고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도

시이다.

[그림 4-5] 성 단위 순이동인구 현황

자료: 국가위생건강인구이동서비스센터(http://33h.co/kr8ht)

순유입

순전출

http://33h.co/kr8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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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순이동률 상위 10위 및 하위 10위 도시(2017)

자료: 각 도시통계연감(2018년), 순이동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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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주거와 인구변동 간 관계에 대한 거시적 접근

제 1 절 연구 질문과 가설

1. 연구 질문

이 장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을 동시에 고려하

여 출산 및 인구이동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주거와 출산에 관련하여 중국은 1998년 주택상품화 조치 이

후 도시의 주택시장이 활황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지

금까지 주택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도시 경우

경제 규모의 확대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주택가격의 상승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서민 계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 주택소비의 계급화 등 주거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농민공, 사회초년생,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는 주거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상

황이 장기간 지속할 경우 가구형성(혼인율/출산율)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가처분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주

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이 지연되거나 자녀의 수가 감소하는 연구결과

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서구 및 북미권 국가를 막론하고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민간주택시장

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토대

로 공공주택부문에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장성주택이 과연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정부가 토지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즉, 민간주택시장과

공공주택부문에 필요한 토지는 오로지 정부가 토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다. 또한,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은 중국의 특유한 토지재정을 매개로 상호

경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장성주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함에 있어 민간주택시장의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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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통해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질문 B1: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상호작용 하에서 주택가격과 보

장성주택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 B2: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보장성주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다음은 주거와 인구이동에 관련하여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기존의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제한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도시로 인구이동이 급증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 인해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급격

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수요 급증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은 이주민을

포함한 도시의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과도한 주거비

지출은 사실상 도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심지어 높은 주택가

격으로 인해 인구유출이 발생하거나 인구유입이 억제되기도 하였다. 특

히 중국의 지방정부는 도시화에 따른 도시개발과 재정수입을 동시에 추

구하는 과정에서 토지양도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토지양도 규모

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매·입찰을 통해 토지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상

승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주택가격의 상승을 방조하는 내재적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에 따른 지역

의 부동산가치 상승효과는 인구의 유입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자산 수준

이 낮은 가구의 경우에는 인구이동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장성주택은 민간주택과 달리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으므로 도시의 주거약자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보장성주택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했듯이 주택시장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보장성주택 공급은 인구이

동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좀 전에 논의한

주거와 출산과의 관계처럼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함께 고려해야만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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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구이동 간의 일반화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통해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질문 M1: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상호작용 하에서 주택가격과 보

장성주택이 인구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 M2: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보장성주택이 인구이동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2. 연구가설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과 출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B1-1: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정책의 상호작용 하에서 주택가

격은 출생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보장성주택은

출생률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 가설은 ‘연구질문 B1’에 답하기 위함이다. 2장에서 주거와 출산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했듯이 국외 및 중국 내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따라 주거보장정책

즉 보장성주택과 기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주택가격은 출산에 여전

히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공공주택과 출산과의 관계에 관

해서는 국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혼인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임대주택은 혼인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가구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장성주택은 출산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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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B2-2: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보장성주택 증가에 따른 출생률

증가 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위 가설은 ‘연구질문 B2’에 답하기 위함이다. 3장에서 주택공급과 토

지재정의 관계를 검토했듯이 상품주택의 공급확대는 대체효과를 통해 보

장성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JIN &

Choi, 2019). 다시 말해 한정된 주택토지공급에서 상품주택의 토지공급이

늘어나면 보장성주택의 토지공급이 줄어들고, 보장성주택 공급이 늘어나

면 상품주택공급이 줄어든다. 보장성주택의 공급 증가와 이에 따라 상품

주택공급 감소는 주택가격에 반대의 힘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주택가격

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품주택의 가격이 지배적인 시장으로서, 보장성주

택 공급보다는 상품주택의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더욱이 상품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토지재정 축소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는 단위면적당

토지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는 다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상품주

택에 대한 초과수요와 토지가격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되

고, 이는 출생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보장성주택 공급을 통

한 출생률 증가 효과를 상쇄시킬 것이다.

다음은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과 인구이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질문

에 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M1-1: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상호작용 하에서 주택가격은

순이동인구에 비선형적 영향을 미치고, 보장성주택은

순이동인구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 가설은 ‘연구질문 M1’에 답하기 위함이다. 앞서 2장 주거와 인구이

동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주택가격과 인구이동의 관계

는 선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외에 비선형적 관계도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즉,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인구이동은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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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공공주택과

인구이동 간의 중국 내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의 영향을 간과한 채 보장성

주택 건설은 인구이동을 촉진한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과 공공주택의 상호작용 하에서도 보장성주택은 주거비 부

담완화와 주거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인구이동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가설 M2-2: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보장성주택 증가에 따른 순이

동인구 증가 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위 가설은 ‘연구질문 M2’에 답하기 위함이다. 2장에서 주거와 인구이

동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높은 주택가격은 인구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높은 주택가격과 순이동인구 간에는 부

(-)의 상관관계(Murphyet al., 2006)가 존재하므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순이동인구는 감소한다. 그런데 앞서 연구가설 B2-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장성주택의 공급과 상품주택의 공급은 상쇄하는 경향이 있고 주

택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품주택의 공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효과

가 우세하다. 즉, 보장성주택 공급확대에 따라 상품주택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상승한다. 그러므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보장성주택

증가에 따른 순이동인구 증가 효과를 상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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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자료 및 연구모형

1. 분석자료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이 출산과 인구이동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해 중국의 행정구역59) 단위상 333개 지급행정구를 중심으로 도

시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279개 지급시와 4개의

직할시(直辖市)를 포함한 총 283개를 도시를 선정한다([표 5-1]). 이 중

에서 제외된 지급행정구는 국경지역 또는 소수민족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화율이 낮은 미발달 지역60) 그리고 자료가 부재한 일부 지급시이다.

자료: 중국통계연감(2018)

59) 중국의 행정구역은 성급, 지급, 현급, 향급 4개 등급으로 나뉘고, 여기서 도시는 행정
상으로 성급, 지급, 현급 도시로 세분화하며, 본 연구의 범위는 성급의 직할시와 지급
의 지급시를 대상으로 한다.

60) 자치주(自治州)와 네이멍구의 맹(盟), 지구(地区)를 지칭한다.

등급 구분 분류

1 급행정구
성(省)급행정구

(총 34개)

23개 성(省), 5개 자치구(自治区), 4개 직할시(북경, 천진, 상

해, 중경)，2개특별행정구(홍콩, 마카오)

2 급행정구
지(地)급행정구

(총 333개)
293개지급시, 7개지구, 30개자치주, 3개맹(Aimag)

3 급행정구
현(县)급행정구

(총 2851개)

970개 구(区), 375개 현급시(县级市), 1,335개 현(县), 117개

자치현(自治县), 49개 기(旗), 3개 자치기(自治旗)，1개 임구

(林区), 1개특구(特区)

4 급행정구
향(乡)급행정구

(총 40,097개)

8,393개 가두(街道), 21,297개 진(鎭), 9,272개 향 (郷), 981개

민족향, 153개소목(蘇木), 1개현할구 (구공소)

[표 5-1] 중국의 행정구역등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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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활용

한다. 2차 자료는 2009∼2017년 사이 도시별 패널자료이며, 이에 대한 자

료는 중국국토자원통계연감(中國國土資源統計年鑒), 중국지역연감(中国区

域年鉴), 중국도시통계연감(中国城市统计年鉴), 도시별 통계연감(统计年

鉴) 및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윈

테이터(Wind Data), 중국부동산시세(中国房价行情) 등을 통해 구축한다.

2. 변수설정

1) 출생률과 순이동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이 출산과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각각 출생률과 순이동 변수이다. 먼저 출산 변수와 관

련하여 인구통계에서 대표적인 지표는 출산율(FR: Fertil ity Rate)이며,

주로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61)을 통해 국가별 출산력 수

준을 비교하는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 최초의 합계출산율 관련

통계자료는 1959년부터 집계되었으며 World Bank 또는 중국 내 민간

연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62) 그 후 1990년 제4차 인구총조사를 계기

로 국가 단위에서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63)

한편, 성(省) 단위 합계출산율 자료는 매 10년마다 진행되는 인구총조

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아래 행정등급인 도시 단위의 합계출산

율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거나 심지어 구축되지 않았다. 반면 합계출산율

처럼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출생률(Crude Birth Rate) 통계는 성

(省) 단위뿐만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생률은 특정 집단 및 연도에서 인구 천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를 의미

61)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하
며, 일반적으로 만 15∼49세의 연령별 출산율(ASFR: Age Specific Fertility Rate)의
총합을 의미한다.

62) 网易数据(https://www.kylc.com/stats), 검색일 2020년 5월 16일.
63) 그러다가 2016년부터 연령별 합계출산율 자료를 집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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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시 말해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인구의 출산력 수준을 반영한다

면, 출생률은 남녀를 포함한 전체인구에서 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출생률은 가임기 여성의 출산수준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

지만, 특정 지역 또는 연도에 따른 출생아 수에 관한 비교연구는 적합하

다. 또한, 출생률은 남녀를 모두 포함하기에 출산에 있어 남녀의 상호작

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볼 때 연구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의 평생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출산변동을 설명하기에는 단편적이다(Yi & Zhang,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용이하

고 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받는 출생률 변수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다음 순이동 종속변수는 인구이동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인구이동

은 크게 총이동과 순이동으로 구분하며, 총이동은 특정 지역 내의 전입

자 수와 전출자 수의 총합이고 순이동은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의 차이

를 뜻한다. 여기서 순이동은 특정 지역의 사회·경제·문화·교육·주거 등

요인의 영향을 통해 인구의 증가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거와

인구이동과의 관계 연구에 있어 적합한 종속변수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도시별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에 관한 통계자료가 구축

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비추어 상주인구와 호적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순

이동인구를 산출한다. 산출 과정은 [표 5-2]와 같다. 중국의 제6차 인구

총조사(2010)에 따르면 상주인구는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

민을64) 뜻하며, 주로 상주호적인구와 상주비(非)호적인구로 나뉜다. 여기

서 호적인구는 해당 지역의 호적(户籍)에 등록된 인구를 뜻하며,65) 상주

호적인구와 전출호적인구로 나뉜다. 전출호적인구는 6개월 이상 다른 지

역으로 전입한 호적인구로서 현지 호적으로 변경 및 등록하지 않으면 본

래 호적 등록지 인구로 집계된다. 예를 들어 A 지역에 호적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상주호적인구에 집계되고, 반면 호적은

64) 상주인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 다음과 같다. ① 해당 도시의 호적자인 동시에 거주자,
② 해당 도시의 비(非)호적자이지만 상주등록한 자, ③ 해당 도시에 거주자인 동시에
무(無)호적 또는 호적 미정자, ④ 해당 도시의 호적자이며 반년 이하 전출한 자

65) ‘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1958)’



- 81 -

A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6개월 이상 B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

면서 동시에 B 지역의 호적에 등록되지 않으면 이는 A 지역의 전출호적

인구이자 전출인구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상주비호적인구는 말그대로

A 지역에 호적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외지 호적에 해당하므로 이는 A

지역의 유입인구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이동인구는 상주

인구에서 호적인구를 뺀 값으로 정의되며, [표 5-2]에서 보듯이 결국에

는 비(非)호적인구에서 전출호적인구를 뺀 값이다. 여기서 비(非)호적인

구는 전입인구에, 전출호적인구는 전출인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

출생률과 순이동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수는 주택시

장과 주거보장정책을 대변하는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용지 공급면적이

다. 먼저 도시별 주택가격 변수는 대부분 ‘중국부동산시세’66)에서 제공하

는 일반상품주택의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격을 사용하였다. ‘중국부동산

시세’에서 제공하는 매매가격은 2007년부터 월별로 공시되어 있으며, 이

에 따라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2009∼2017년) 내의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해당 연도 월별 평균 주택매매가격을 연간 평균 주택매매가격으로 변환

66) https://www.creprice.cn/

상주인구 상주인구=상주호적인구+상주비호적인구(유입인구)

호적인구 호적인구=상주호적인구+전출호적인구(전출인구)

순이동

순이동=상주인구-호적인구

=(상주호적인구+상주비호적인구)-(상주호적인구+전출호적인구)

=상주비호적인구(전입인구)-전출호적인구(전출인구)

[표 5-2] 순이동인구 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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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하지만 일부 도시는 월별 매매가격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도시의 통계연감에서 제공하는 상품주택 총 판

매면적과 판매금액 정보를 바탕으로 연평균 주택가격을 산출하였다.

보장성주택용지 공급면적은 ‘중국국토자원통계연감’에서 제공하는 경

제적용주택, 저가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세 가지 용지면적 합계를 보

장성주택 용지공급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용지 공

급면적에 관한 자료는 2013년부터 제공되므로 그전의 보장성주택용지 공

급은 경제적용주택용지와 저가임대주택용지의 공급면적 합계를 사용한

다. 이외 가격제한주택도 보장성주택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지만, 최근

들어 중산층 이상을 위한 주택으로 언급되면서 사실상 보장성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자료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

에 보장성주택용지 공급면적에서 제외하였다.

3) 기타 변수

출생률과 순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은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주로 토지·주택특성인 상품주택공급, 토지재정, 토지재정 의존

도, 1인당 주거면적, 인구·경제특성인 상주인구, 성비, 1인당 GRDP, 실업

률 그리고 의료·교육특성인 인구 천명당 병상 수,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

등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정확

히 파악하기 위해 두 변수 사이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토지·주택특성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상품주택공급 변수

는 유상양도를 통해 공급되는 상품주택용지 공급면적으로서, 이에 대한

자료는 ‘중국국토자원통계연감’에서 집계한 일반상품주택용지 공급면적을

사용하였다. ②토지재정 변수는 상품주택용지를 포함한 공업용지, 상업용

지 등 건설용지의 양도를 통해 획득한 총 토지양도금액이며, 이에 대한

자료는 ‘중국국토자원통계연감’을 통해 구축하였다. ③토지재정 의존도

변수는 전체 지방재정에서 토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전체 재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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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도시별 통계연감을 통해 구축하였다. ④1인당 주거면적은 특정 도

시의 한 사람당 평균 주택건축면적이며, 이에 대한 자료는 도시별 통계

연감에서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인구·경제특성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①상주인구 변수

는 특정 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인구이며, 이에 대한 자료는 ‘중국

지역연감’과 각 도시의 통계연감을 통해 구축하였다. ②성비 변수는 성별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즉 총인구에서 여성 대비 남성 인구수의 비

율이다. 이에 대한 자료는 각 도시의 통계연감을 통해 구축하였다. ③1인

당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변수는 1인당 GDP 개념과

유사한 지표로서, 각 도시 내에서 한 사람당 지역 내에서 창출된 총생산

이다. 1인당 GRDP 자료는 도시별 통계연감을 통해 구축하였다. ④실업

률 변수는 중국의 도시지역 등록실업률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에 대한

자료는 각 도시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을 통해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교육특성인 인구 천명당 병상 수, 교육비 정부지출에

대해 알아보겠다. ①인구 천명당 병상 수 변수는 도시의 의료수준을 반

영하는 지표로서, 여기서 도시의 총 병상 수는 ‘중국도시통계연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구축하였다. ②교육비 정부지출 비중 변수는 전체

지방재정 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이는 도시

의 교육수준 및 환경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여기서 교육비 지출 자료는

‘중국도시통계연감’을 통해 구축하였다.

한편 주택가격, 토지재정 규모, 1인당 GRDP 등은 횡단면 데이터가 아

닌 9년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시간에 따라 물가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실질변수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통계연감’에

서 제공하는 GDP디플레이터(전국 2009년=100)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가

격, 토지재정 규모 및 1인당 GRDP 등 화폐로 표현되는 변수들은 2009

년 값을 기준으로 실질변수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각 분석에 사용하

는 변수들은 [표 5-3]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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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황분석

1)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공급의 현황분석

분석대상이 되는 283개 도시를 기준으로 지난 2009∼2017년간 연도별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출산

분석

순이동

분석

출산 출생률
1년간 총 출생아 수 /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1,000
○ ×

인구이동 순이동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의 차이 × ○

주택시장 주택가격
연간 평균 매매가격 / GDP 디플레이

터(2009년=100)
○ ○

주거보장
보장성주택

용지공급

경제적용주택용지면적+저가임대주택

용지면적+공공임대주택용지면적
○ ○

토지·주택

특성

상품주택

용지공급
일반상품주택용지면적 ○ ○

토지재정

규모

건설용지 양도금 / GDP 디플레이터

(2009년=100)
○ ○

토지재정

의존도
토지재정 / 전체 지방재정 수입 ○ ○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평균 주택건축면적 ○ ×

인구·경제

특성

상주인구
특정 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인구

수(연간)
○ ×

성비 남성 인구수 / 여성 인구수 ○ ×

1인당 GRDP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 GDP 디플레

이터(2009년=100)
○ ○

실업률
실업등록인구 / (취업한 인구+실업등

록인구)
○ ○

의료·교육

특성

인구 천명당

병상 수
총 병상 수 / 상주인구×1,000 ○ ○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
교육비 지출 / 전체 지방재정 지출 ○ ○

[표 5-3] 각 분석별 변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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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용지 공급실적을 비교해 보면([그림 5-1]),

주택가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보장성주택

용지의 공급량은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

다. 특히 2013년 까지만 해도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용지의 공급량은 비

례적으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보장성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대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다가 2014년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

한 것은 보장성주택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분양주택인 경제적용

주택에 대한 공급을 대폭 감소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였으

며,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경제적용주택 공급이 감소한 만큼 추가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2009년 이후 주택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상승 속도에는 변

화가 있었다. 2011년 이후 상승속도는 다소 둔화되다가 2015년 이후에는

다시 상승속도가 더울 빨라졌다. 이것은 보장성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시

점인 2014년보다 1년 이후의 시점으로서, 주택가격 상승이 보장성주택

공급의 축소와 관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 연도별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용지 추이

자료: 중국국토자원통계연감(2010-2018), 중국부동산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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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가격 및 보장성주택공급과 출생률간 현황분석

위와 동일하게 283개 도시를 기준으로 지난 2009∼2017년간 연도별

평균 주택가격과 및 보장성주택용지 공급실적과 출생률을 비교해 보면

([그림 5-2]) 출생률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가

2016년에서 2017 사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2016년부터 실시한 1가구 2

자녀 정책효과가 어느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그림

4-1]에서 보듯이, 2018년부터 출생아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

적으로 인구 증가가 둔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연도별 평균을 기준

으로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의 변화과정에서 출생률 간에 뚜렷한 연관성

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주택가격 및 보장성주택공급과 순이동간 현황분석

마찬가지로 283개 도시를 기준으로 지난 2009∼2017년간 연도별 평균

주택가격과 및 보장성주택용지 공급실적과 순이동인구를 비교해 보면

([그림 5-3]) 주택가격과 순이동은 2012년까지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그림 5-2] 연도별 주택가격 및 보장성주택용지와 출생률 추이

자료: 중국국토자원통계연감(2010-2018), 중국부동산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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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이후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부

터 전반적으로 순이동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주택가격

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인구유출이 발생하여 순이동이 줄어

드는 것이다. 한편, 보장성주택용지 공급량과 순이동은 2010년부터 2016

년까지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4. 모형설정

1) 패널모형의 개념 및 장점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이 출산과 인구이동 각각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패널모형을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패널 자료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합성된 것이다. 예

를 들어 앞서 분석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출생률 및 순이동 변수는 283

개 도시를 기준으로 2009∼2017년 사이 9개 년도에 걸쳐 수집하였는데,

[그림 5-3] 연도별 주택가격 및 보장성주택용지와 순이동 추이

자료: 중국국토자원통계연감(2010-2018), 중국부동산시세



- 88 -

여기서 2017년 기준으로 283개 도시별 출생률 및 순이동은 횡단면 자료

이고, 그중에서 한 개 도시를 기준으로 2009∼2017년까지 출생률 및 순

이동은 시계열 자료다. 만약 2009∼2017년까지 283개 도시의 출생률 및

순이동 자료를 구축하였다면 이는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와 각 시점별

도시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어 전형적인 패널 자료에 해당한다. 이

러한 패널 자료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누락변수(omitted variable) 문제를 줄이고 개체 간 이질성에 대

한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횡단면 단위와 시간 단위의 표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횡단면 분석 또는 시계열 분석에 비해 더 많은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어 변수들 간의 공선성 문제를 피할 수 있고 효율적인 추정

치를 구할 수 있다. 셋째, 시차변수를 포함한 패널분석은 시계열 분석에

비해 더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패널모형은 횡단면 분석에서 반영되지

못한 개체특성 효과와 시간특성 효과를 고려하여 모수 추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박승록, 2020; 이희연·노승철, 2013).

2) 패널모형의 유형 및 진단

일반적으로 패널모형은 주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 FEM)

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 REM)으로 구분한다. 고정효과

모형은 개체(예를 들면 개인, 기업, 도시 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

간불변적인 특성이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은 개체특성 효과를 통제하여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이다(이희연·노승철, 2013;

522). 고정효과 모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5.1）

식 (5.1)에서 는 개체별 고유효과를 나타내는 무작위적 오차항이

고， 는 순수한 오차항을 나타낸다. 고정효과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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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립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내생성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차항()을 제거하는 것이 고정효과 모형추정의 관건이 되며

그에 따라 계수(: 기울기)에 대한 일치추정량이 결정된다. 이에 대해 주

로 within 변환 통해 관찰 불가능한 변수의 효과 즉 오차항()을 제거할

수 있다.

within 변환 방법은 패널 그룹별 모형에서 패널 그룹 내 모형을 차분

하여 오차항()을 제거하여 계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즉, 개체별로 시간

의 변화에 따른 모든 변수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 이를 각 관측치에서 빼

준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하는 방법이다(민인식·최필선, 2013; 박승

록, 2020).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5.2）

한편, 확률효과 모형은 고정효과 모형과 달리 개체별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 와 독립변수 간에 서로 상관되어 있지 않으며 이때 오차항은

확률변수로 간주하여 일반화 최소자승법(GLS)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또

한, 고정효과 모형에서 추정할 수 없었던 개인불변 변수의 모수 추정치

를 구하는 장점이 있다(박승록, 2020). 하지만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모형

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였기에 통상 패널모형의 경우 오차항의 자

기상관, 이분산성 등 문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패널모형은 아래와 같은

검정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개체들 간의 이질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Chow

검정(F test) 방법을 실시한다. 즉, 개체 또는 시간의 특성이 포함되지

않은 합동 모형(pooled model)을 개체 또는 시간 특성을 고려하는 고정

효과 모형과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Chow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

면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Chow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면 개체 또는

시간 특성의 효과가 고정된 것인지 아니면 확률적인 가를 판단하기 위해

하우스만(hausman) 검정을 수행한다. 하우스만 검정은 독립변수와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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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특성 간에 상관성 또는 독립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서로 독립적

이고 상관이 없다면 확률효과 모형이 적합하다. 즉, 하우스만 검정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확률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이라고 판단한다.

셋째, 패널 자료에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한다. 확률효과 모형의 경우는 FGLS를 통해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는 Driscoll &

Kraay(1998)의 표준오차 교정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

제 3 절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모형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이 출산에 미치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출

산의 대리변수인 출생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주요 독립변수인 주택가격

과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은 각각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의 대리변수로 사용

하였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의 상호작용항, 토지·주

택특성(상품주택용지공급, 토지재정 규모, 토지재정 의존도, 1인당 주거

면적), 인구·경제특성(상주인구, 성비, 1인당 GRDP, 실업률), 의료·교육특

성(인구 천명당 병상 수,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 등 변수들을 추가하여

최종 패널분석을 실행한다.

한편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 등 변수에 대해

먼저 참고하였다면, 출산 전 최소 1년 이상 시차가 존재할 것이다(이재

희·박진백, 2020). 즉, 자녀계획 세우거나 또는 출산을 결심한다면 현재

시점이 아닌 이전 시점의 주택가격, 주거복지 및 경제·사회적 요인 등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출산 의사에서 이행까지의 시차를 고려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는 t-1년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출산 패널모형은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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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5-3)

식 (5-3)에서 종속변수 는 도시 c의 t연도 출생률이며, 독립변수

 와  는 도시 c의 전기(t-1) 연도의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　

용지 공급면적이다. 그리고  ×Ｈ 은 보장성주택 용지공급과 주

택가격의 상호작용항 변수이다. 이외  는 상품주택용지공급, 토지재

정 규모, 토지재정 의존도, 1인당 주거면적, 상주인구, 성비, 1인당

GRDP, 실업률, 인구 천명당 병상 수,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 등 변수들

로 구성한다. 그밖에 는 도시 c의 t연도 오차항이다.

독립변수들이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가격은 출생률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주택가격의 회귀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음(-)의 값으로 나타남을 의미한

다. 이는 주택가격과 출산 간에 부(-)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가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다음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은 출생

률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보장성주택의 회귀계수 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양(＋)의 값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는 보장성

주택 공급확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출산의향 또는 출산자녀

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상호작용항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보장성주택 용지공급과 주택가격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상호작용항 변수가 통계적으로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미하고 음(-)의 값으로 나타나면 높은 주택가격은 보장성주택 증가에 따

른 출생률 증가를 상쇄시키는 조절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외 토지·주택특성, 인구·경제특성, 의료·교육특성 변수들이 출생률

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부호는 아래 [표 5-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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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1) 기술통계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요약하면 [표 5-5]와 같다.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283개 도시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누락 연도가 없는 패널

데이터이며 총 2547개의 관측대상을 갖는다. 도시별 각 변수의 편차(패

널그룹 간 차이, between)가 시계열 편차(패널그룹 내 차이, within)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도시별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균값과

최소·최댓값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변수는 우편향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정규성을 높이기 위해 로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분 변수명 예상부호

토지·주택특성

상품주택용지공급 (+)

토지재정 규모 (+)

토지재정 의존도 (-)

1인당 주거면적 (+)

인구·경제특성

상주인구 (+)

성비 (-)

1인당 GRDP (+)

실업률 (-)

의료·교육특성
인구 천명당 병상 수 (+)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 (+)

[표 5-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의 예상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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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단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출생률
(‰ )

overall
11.27

2.87 4.21 28.07
between 2.52 5.21 18.42
within 1.39 5.95 20.93

주택가격
(위안/㎡)

overall
4539.34

3615.00 1251.67 49445.47
between 3437.86 2014.11 30691.38
within 1134.23 -4788.16 23293.43

보장성주택
용지공급
(ha）

overall
60.01

104.33 0.00 1121.25
between 78.46 0.08 577.43
within 68.90 -348.62 632.15

상품주택
용지공급
(ha)

overall
274.00

314.54 0.00 4211.63
between 267.18 11.16 2494.83
within 166.66 -889.44 2061.68

토지재정 규모
(만 위안)

overall
980844.50

1856125.00 1908.61 21100000.00
between 1663667.00 16590.58 12800000.00
within 828317.90 -6248978.00 11400000.00

토지재정 의존도
(%)

overall
34.31

14.36 0.86 97.48
between 10.23 7.22 61.80
within 10.09 -9.10 107.05

1인당 주거면적
(㎡/위안)

overall
34.94

6.94 17.50 66.00
between 5.41 24.23 52.59
within 4.36 16.87 53.17

상주인구(만명)
overall

443.10
334.51 21.09 3075.16

between 334.16 23.63 2967.68
within 24.24 226.40 1034.25

성비
overall

105.15
4.30 92.08 132.39

between 4.00 96.28 127.72
within 1.58 86.24 117.81

1인당 GRDP
(위안)

overall
37882.27

23928.56 4491.00 185464.60
between 22665.94 7370.75 151513.60
within 7774.68 5783.99 108209.70

실업률(%)
overall

3.12
0.86 0.46 7.28

between 0.69 1.06 4.42
within 0.51 0.22 7.27

인구 천명당
병상 수(개)

overall
4.18

1.26 0.53 12.69
between 1.02 1.85 9.08
within 0.75 -1.11 7.88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

overall
18.06

4.13 0.00 35.62

between 3.60 9.20 30.34
within 2.04 0.05 29.72

[표 5-5]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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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분석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5-6]에 정리하였

다. 대부분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주택가격 및 보장성주택 용지공급 등 변수의 부호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자료의 패널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다른 변수들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외 변수들간의 상관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별표(*)는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 P<0.1, **: P<0.05, ***: P<0.01

변수 출생률
주택

가격

보장성

주택

용지

공급

상품

주택

용지

공급

토지

재정

규모

토지

재정

의존도

1인당

주거

면적

주택가격 0.01 1

보장성주택용지공급 -0.08*** 0.24*** 1

상품주택용지공급 -0.06** 0.23*** 0.41*** 1

토지재정 -0.07*** 0.69*** 0.46*** 0.61*** 1

토지재정의존도 0.10*** 0.09*** 0.18*** 0.42*** 0.30*** 1

1인당주거면적 0.32*** -0.02 0.02 0.01 0.04* 0.11*** 1

상주인구 0.08*** 0.51*** 0.40*** 0.59*** 0.70 0.16*** 0.09***

성비 0.35*** -0.16*** -0.11*** -0.19*** -0.22*** -0.07*** 0.18***

1인당GRDP -0.16*** 0.56*** 0.22*** 0.27*** 0.48*** -0.07*** 0.04*

실업률 -0.15*** -0.25*** -0.06** -0.13*** -0.21*** -0.02 -0.20***

인구천명당병상수 -0.27*** 0.10*** 0.10*** 0.08*** 0.16*** -0.17*** 0.02

교육비정부지출　비중 0.29*** -0.12*** -0.08*** -0.01 -0.10*** 0.12*** 0.16***

상주인구
상주

인구
성비

1인당

GRDP
실업률 인구천명당병상수

성비 -0.14*** 1

1인당GRDP 0.19*** -0.20*** 1

실업률 -0.08*** 0.02 -0.20*** 1

인구천명당병상수 -0.02 -0.20*** 0.02*** -0.31 1

교육비정부지출　비중 0.13*** 0.11*** -0.20*** 0.38*** -0.33***

[표 5-6]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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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근 검정

분석모형에 사용하는 자료는 2009∼2017년 사이 도시별 패널 자료이

다. 패널 자료에 포함된 시계열 자료가 불안정하면 회귀분석 결과는 가

성회귀(spurious regression) 현상이 발생한다(Granger & Newbold,

1974). 다시 말해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적인 시계열을 그대로 사용

하면 표본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 간에 강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추정된 회귀계수는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패널모형 추정에 앞서 시계열 자료가 안

정성(stationarity)을 갖는지를 단위근 검정(unit root)을 통한 기초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박철민·구본철, 2016). 만약 시계열이 단위근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경우 차분안정적과정(difference-stationary process:DSP)

또는 추세안정적과정(trend-stationary process:TSP)을 통해 안정적인 시

계열로 변환해야 한다.

한편, 패널 자료에 대한 단위근 검정 방법에는 Levin, Lin and

Chu(Levin et al., 2002, 이하 LLC), Maddala and Wu(Maddala & Wu,

1999, 이하 Fisher-ADF), Choi(Choi, 2001, 이하 Fisher-PP)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의 세 가지 단위근 검정 방법을 적용하여 시계열 안

정성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기 위한 통계분석 프로

그램으로 Eviews 10을 사용하였다. [표 5-7]에서 보듯이, 상수항과 시간

적 추세를 모두 포함하여 패널단위근 검정결과 모든 변수는 5% 유의수

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정 시계열이라

는 귀무가설을 기각되고 있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하는 패널 자료는 시

계열 안정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므로 바로 패널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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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LLC 검정은 t-통계량, Fisher-ADF와 PP는 카이제곱 통계량을 나타냄.
2. 별표(*)는 유의수준을 의미하고, *: P<0.1, **: P<0.05, ***: P<0.01임.

3. 분석결과

1) 주택가격 및 보장성주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가격 및 보장성주택 공급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Driscoll-Kraay(1998)의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 모형의 타당

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다양한 검정을 수행하였다

([표 5-8]). 먼저 개체들 간의 이질성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how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은 합동 OLS모형 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오차항에 포함된 개체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체효과가

고정되었을 때 시간의 확률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Breush-Pagan의 LM 검정을 수행하였다. 검정결과 확률효과모형은 합동

OLS모형 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LLC Fisher-ADF Fisher-PP

출생률 -41.209*** 988.852*** 1356.870***

주택가격 -35.371*** 730.880*** 852.363***

보장성주택 용지공급 -65.241*** 1149.530*** 1372.770***

상품주택 용지공급 -53.688*** 1023.560*** 1468.240***

토지재정 규모 -32.225*** 788.524*** 1117.760***

토지재정 의존도 -33.480*** 888.284*** 1386.160***

1인당 주거면적 -238.065*** 1026.600*** 1318.310***

상주인구 -361.294*** 1832.550*** 3118.930***

성비 -176.902*** 1333.200*** 1711.030***

1인당 GRDP -26.616*** 639.711** 664.132**

실업률 -92.714*** 939.220*** 1139.140***

인구 천명당 병상 수 -3.531*** 950.58*** 709.364***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 -50046*** 941.855*** 883.336***

[표 5-7]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단위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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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고정효과모형(FEM)과 확률효과모형(REM)이 모두 합동 OLS모

형 보다 적합하다면 이 둘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Hausman 검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Hausma 검정(1978)은 확률효과

모형이 효율적이라고 가정하는데, 이는 확률효과모형은 자유도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이다(이희연·노승철, 2013). 따라서 만일 ≠0 라는
귀무가설이 수용된다면 확률효과모형에 의한 GLS 추정이 더 효율적이

다. 검정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8]).

마지막으로 패널 자료는 시계열과 횡단면 자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

고 있어 오차항의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간과 변수 간 지리적 횡적 상관관계(spatial dependence)가 존재

할 수 있다. 이분산성 검증을 위해 Modified Wald의 검정법(Greene,

2000)을 사용하였으며, 자기상관성은 Wooldridge의 검정법(Wooldridge,

2002)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패널 그룹간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Frees의 검정법(Frees, 1995)을 사용하였다. 검정결과 오차항의 이분산성

및 자기상관성 그리고 패널 그룹간 자기상관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예를 들어 보장성주택 용지공급 변수의 추정계수는 합동

OLS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반면 고정효과 모형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점을 비추어 볼 때 변수의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분산성과 자기상관관계를 보정하기 위해 Driscoll and

Kraay(1998)의 표준오차 교정을 통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표

5-9]). 이 모형은 비모수 통계를 이용하여 공분산 행렬을 추정함으로써

개체 간 및 개체 내 계열상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체 간 이분산의 문제

까지 처리하는 추정방법이다(박승록, 2020). 특히 고정효과모형 또는 불

균형패널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러므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에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보정하는 Driscoll and Kraay의 고정효

과 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한다(이하 DK-FEM). 이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Stata 16.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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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1)은 전기 연도(t-1년도) 변수이고 별표(*)는 유의수준을 의미함.
*: P<0.1, **: P<0.05, ***: P<0.01

종속변수: ln출생률
Pooled OLS

Coef.
(S.Ｅ)

FEM
Coef.
(S.Ｅ)

REM
Coef.
(S.Ｅ)

ln주택가격(-1)
0.150***
(0.026)

-0.063**
(0.027)

0.005
(0.025)

ln보장성주택 용지공급(-1)
0.418***
(0.050)

0.070
(0.044)

0.163***
(0.044)

ln보장성주택 용지공급(-1) ×
ln주택가격(-1)

-0.052***
(0.006)

-0.009*
(0.005)

-0.021***
(0.005)

ln상품주택 용지공급(-1)
-0.026**
(0.009)

0.010*
(0.006)

-0.001
(0.006)

ln토지재정 규모(-1)
0.088***
(0.015)

0.037**
(0.013)

0.042**
(0.013)

ln토지재정 의존도(-1)
-0.062**
(0.020)

-0.079***
(0.019)

-0.068***
(0.019)

ln1인당 주거면적(-1)
0.352***
(0.026)

0.049*
(0.026)

0.169***
(0.024)

ln상주인구(-1)
-0.002
(0.015)

0.175
(0.042)

0.057**
(0.019)

ln성비(-1)
1.944***
(0.121)

-0.395**
(0.161)

0.403**
(0.147)

ln1인당 GRDP(-1)
-0.111***
(0.017)

0.044*
(0.024)

-0.030
(0.020)

ln실업률(-1)
-0.077***
(0.015)

0.009
(0.014)

-0.015
(0.013)

ln인구 천명당 병상 수(-1)
-0.111***
(0.142)

0.037*
(0.021)

0.006
(0.018)

ln교육비 정부지출 비중(-1)
0.051***
(0.012)

0.105
(0.008)

0.010
(0.008)

상수
-8.635***
(0.630)

2.786**
(0.816)

-0.446
(0.747)

Ｆ-test 91.20*** - -
Cbow test - 22.01*** -

Breush-Pagan LM - - 179.05***
Hausman test - 203.34***
Wald test - 11725.67*** -

Wooldridge test - 61.25*** -
Pesaran CD Test - 37.21*** -
Groups/Obs 283/2262

[표 5-8] 출산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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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Driscoll and Kraay(1998)의 고정효과모형(이하

DK-FEM)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9]). 우선 주요 독립변수인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의 계수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가설 B1-1’을 지지한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전기(t-1) 주택가격은 출생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보장성주택은

출생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택가격이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한 통계적 해석

은 다음과 같다. 출생률과 주택가격은 모두 로그값을 나타내므로 전기

(t-1) 주택가격이 1% 증가하면 출생률은 0.06%로 감소하며, 여기서 추

정계수 0.06은 출생률의 주택가격 탄력성 값을 의미한다. 즉,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출생률이 감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

해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가 출생할 경우 과도한 주

거비는 자녀의 양육비용이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이로 인

해 출산을 미루거나 또는 출산 자녀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가격과 달리 전기(t-1)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은 출생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통계적 해석은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이 1% 증가하면 출생률은 0.07%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추정

계수 0.07은 출생률의 보장성주택 용지공급 탄력성 값을 의미한다. 즉,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이 증가는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앞서 [표 3-4]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은 상

품주택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출생률에 대한 보장성주택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특

히 주택가격 표준화 계수 값(-0.030)과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의 표준화

계수 값(0.107)을 비교해 보면([표 5-9]) 보장성주택의 영향이 더 큰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장성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주거비 절감 또는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어 출산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특히 보장성주택은 신혼부부, 저소득가구, 이주민, 청년층 등 다양한

주거약자들에게 주택보장의 효과를 가져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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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1)은 전기 연도(t-1년도) 변수이고 별표(*)는 유의수준을 의미함.
*: P<0.1, **: P<0.05, ***: P<0.01

종속변수: ln출생률

FEM

Coef.

(S.Ｅ)

DK-FEM

Coef.

(Driscoll-Kraay S.Ｅ)

Beta

ln주택가격(-1)
-0.063**

(0.027)

-0.063**

(0.026)
-0.030

ln보장성주택 용지공급(-1)
0.070

(0.044)

0.070**

(0.028)
0.107

ln보장성주택 용지공급(-1) ×

ln주택가격(-1)

-0.009*

(0.005)

-0.009**

(0.004)
-0.121

ln상품주택 용지공급(-1)
0.010*

(0.006)

0.010**

(0.004)
0.011

ln토지재정 규모(-1)
0.037**

(0.013)

0.037*

(0.017)
0.051

ln토지재정 의존도(-1)
-0.079***

(0.019)

-0.079**

(0.028)
-0.042

ln1인당 주거면적(-1)
0.049*

(0.026)

0.049*

(0.022)
0.009

ln상주인구(-1)
0.175

(0.042)

0.175*

(0.088)
0.122

ln성비(-1)
-0.395**

(0.161)

-0.395**

(0.151)
-0.016

ln1인당 GRDP(-1)
0.044*

(0.024)

0.044**

(0.015)
0.026

ln실업률(-1)
0.009

(0.014)

0.009

(0.010)
0.003

ln인구 천명당 병상 수(-1)
0.037*

(0.021)

0.037

(0.023)
0.011

ln교육비 정부지출 비중(-1)
0.105

(0.008)

0.005

(0.005)
0.002

상수
2.786**

(0.816)

2.786**

(0.745)
Ｆ-test 91.20*** 131.42***

Groups/Obs 283/2262

[표 5-9] 출산 Driscoll-Kraay의고정효과모형 추정



- 101 -

이어서 보장성주택 용지공급과 주택가격의 상호작용을 추정한 결과

출생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

을수록 보장성주택 용지공급 증가에 따른 출생률 증가를 상쇄시킬 것이

라는 ‘연구가설 B2-2’를 채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보장성주택 용지공급

증가는 출생률 증가에 도움이 되지만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오히려 보

장성주택 용지공급 증가에 따른 출생률 증가 효과가 상쇄되며, 그 상쇄

의 크기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커진다. 게다가 주택가격의 상쇄 크

기가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의 출산율에 대한 한계효과를 초과하게 되면

결국 상호작용은 출생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보

장성주택 공급은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출

생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상품주택 공급의 축소로 인해 민

간 주택시장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출생률을 낮추는 효과도 동시에 갖

는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효과가 작용하는데 한계효과를 넘어서면 후자

가 우세해져서 총효과는 음(-)이 값이 되는 것이다.

이외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주택특성인

상품주택 용지공급, 토지재정 규모, 토지재정 의존도 및 1인당 주거면적

등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품

주택, 토지재정 규모 및 1인당 주거면적은 출생률에 양(+)의 영향을, 토

지재정 의존도는 출생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선 상품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에 따른 가격상승을 일정 부분 완화하

는 효과가 있어 어느 정도 주거가 안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출생률

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장성주택과의 비표준화

계수 비교에서 상품주택은(0.011)은 보장성주택(0.107)에 비해 낮다. 이는

보장성주택의 수요계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인구유입이 많은 대도시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로 인해 상품

주택 용지공급은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

로 보장성주택의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토지재정과 토지재정

의존도는 출생률과 정반대인 관계가 나타났다. 토지재정을 통한 수입은

도시의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의 건설에 투입하여 양질의 정주,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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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마련하기 때문에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지나친 토

지재정 의존은 도시의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상승을 부추겨서(杨志安·

庞海帅, 2011) 도시민의 생활비 및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1인당 주거면적은 출생

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주거면

적 증가를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도난영·최막중,

2018; Dettling and Kearney, 2014).

다음 인구·경제특성인 상주인구, 성비, 1인당 GRDP 및 실업률 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상주인구는 출생률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양(+)의 영향을, 남녀 성비는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상주인구가 많으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GRDP 등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을 통제할 때 인

구수는 보건 및 교육 관련 정책과 연관되므로 인구가 많은 도시는 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비 변수는 사실상

가임여성 인구의 대리변수로서 성비가 높다는 것은 여성 인구가 상대적

으로 적다는 의미이고 그에 따른 가임여성 인구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

체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1인당 GRDP는 소득의 대리변

수로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된다. 그리고 실업률은 출생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료·교육특성인 인구 천명당

병상 수와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모두 출생률에 양(+)의 영

향으로 예상했던 부호로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병상 수 및 교육비 지출은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는 하지

만 실제 출산 증가 효과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2) 주택가격 및 보장성주택 유형별로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위와 같이 보장성주택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

았다. 이를 토대로 보장성주택 유형에 따른 경제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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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각각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 이유는 보장성주택 공급

의 유형별로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출산에 도움이 되

는 주거형태를 파악을 통해 출산에 긍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주택 공급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및 경

제적용주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택가격 및 공공임대주택이

출산의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보장성주택과 같은 방법

으로 Driscoll-Kraay(1998)의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추

정결과는 아래의 [표 5-10]에 정리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공임대주택과 경제적용주택 공급이 출생률

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며, 다만 경제적용주택이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거비 부담

을 줄이는 이점은 있지만, 현행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관리방법

(2012)‘에 따르면 최대 5년 임대 기간만을 보장해 줌으로써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지속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적용주택 공급은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자가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보다 주거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

적용주택관리방법(2007)’에 따라 분양받은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상품주

택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만 경제적

용주택의 총 판매가격에서 일정 비율67)을 토지양도 소득세 방식으로 정

부에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어느 정도 자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짐

작해 볼 수 있으므로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은영·박은실(2010)은 한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5분위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

를 보면, 25∼44세 전체 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순자산 분위가 올라갈

수록 출생아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7) 각 지방정부마다 비율이 다소 차이가 보이며, 평균적으로 판매가격의 10%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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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1)은 전기 연도(t-1년도) 변수이고 별표(*)는 유의수준을 의미함.

종속변수: ln출생률

공공임대주택
DK-FEM
Coef.

(Driscoll-Kraay S.Ｅ)

경제적용주택
DK-FEM
Coef.

(Driscoll-Kraay S.Ｅ)

ln주택가격(-1) -0.085**
(0.027)

-0.069**
(0.027)

ln공공임대주택 용지공급(-1) 0.029
(0.033)

ln공공임대주택 용지공급(-1) ×
ln주택가격(-1)

-0.004
(0.004)

ln경제적용주택 용지공급(-1) 0.073**
(0.027)

ln경제적용주택 용지공급(-1) ×
ln주택가격(-1)

-0.009**
(0.003)

ln상품주택 용지공급(-1) 0.010**
(0.003)

0.010**
(0.004)

ln토지재정 규모(-1)
0.036*
(0.016)

0.035*
(0.016)

ln토지재정 의존도(-1) -0.080**
(0.028)

-0.077**
(0.027)

ln1인당 주거면적(-1) 0.048*
(0.024)

0.050*
(0.022)

ln상주인구(-1) 0.179*
(0.090)

0.174*
(0.088)

ln성비(-1) -0.406**
(0.151)

-0.388**
(0.151)

ln1인당 GRDP(-1) 0.043**
(0.015)

0.043**
(0.015)

ln실업률(-1) 0.011
(0.011)

-0.007
(0.010)

ln인구 천명당 병상 수(-1)
0.039
(0.022)

0.037
(0.022)

ln교육비 정부지출 비중(-1) 0.004
(0.005)

0.004
(0.005)

상수 3.012**
(0.745)

2.829**
(0.728)

Ｆ-test 72.08** 164.24***
Groups/Obs 283/2262 283/2262

[표 5-10] 보장성주택 유형에 따른 출산 고정효과모형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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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경제적용주택은 현지 호적등록자만 입주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

고 특히 중·저소득계층의 자가소유 기회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과도한 주거비로 인한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주택가격과의 각각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한 결과 보장성주택

과 마찬가지로 출생률에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 경제적

용주택만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보장성주택과 주택가격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맥락에서 경제적용주택 용지공급 증가는 출생률을 증가

시키지만, 높은 주택가격이 그 증가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 4 절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모형

앞서 출산 관련 패널모형과 같은 맥락으로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이동의 대리변수인 순

이동인구를 종속변수로 하고, 주요 독립변수인 주택가격과 보장주택 용

지공급은 각각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비선형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가격의 제곱항과 주택시

장과 주거보장의 상호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 용지

공급의 상호작용을 추가한다. 이외에 토지·주택특성(상품주택 용지공급,

토지재정 규모, 토지재정 의존도), 경제특성(1인당 GRDP, 실업률), 의료·

교육특성(인구 천명당 병상 수,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 등 변수들을 추가

하여 최종 패널분석을 실행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독립변수들은 시차를

두고 인구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독립변수는 전

기(t-1 년도)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인구이동 패널모형은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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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5-4)

식 (5-4)에서 종속변수 는 도시 c의 t연도의 순이동이며, 독립변수

  ,   및   는 각각 도시 c의 전기(t-1) 연도의 주택가격,

주택가격 제곱항 및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이다.

그리고  ×Ｈ 은 보장성주택　용지공급과 주택가격의 상호작

용 변수이다. 이외  는 상품주택 용지공급, 토지재정 규모, 토지재

정 의존도, 1인당 GRDP, 실업률, 인구 천명당 병상 수,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 등 변수들로 구성된다. 그밖에 는 도시 c의 t연도 오차항이다.

독립변수들이 순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가격이 순이동에 비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주택가격의 계

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양(+)의 값을 나타내고 주택가격 제

곱항의 계수 값(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는 것

이다. 다시 말해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순이동이 활발해지다가 어느 정

도 수준의 주택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순이동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가격은 해당 도시의 삶의 질 및 산업적 수요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서 경제활동을 하기 좋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일수록 토지가격이 높으

므로 특히 중국은 특유의 토지재정 메커니즘 하에서 토지가격과 부동산

가격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가 존재하는(曾国安·张永

河, 2013)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에

도 불구하고 초기에 인구유입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시의 더

나은 경제활동과 삶의 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주거비 증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앞서

경제활동과 삶의 질의 영향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

로 인구의 유입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인구이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은 순이동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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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장성주택( )의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양(＋)의

값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는 보장성주택은 도시의 정착비용 절감과 주

거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의 상호작용의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순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음(-)의 방향으로 나타

나면 주택가격은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이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

키는 조절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높은 주택가격은 보장성주택 증가

에 따른 순이동 증가를 상쇄시키는 조절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외 토지·주택특성, 경제특성, 의료·교육특성 변수들이 순이동에 영

향을 미치는 예상부호는 아래 [표 5-11]에 정리하였다.

2. 자료 분석

1) 기술통계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요약하면 [표 5-12]와 같다. 순이동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앞서 출산 관련 패널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

계량과 일치하다. 순이동 변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집단 간 표준편차

는 집단 내 표준편차보다 더 크고, 평균값과 최소·최댓값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비정규분포 형태를 가지고 있어 정규분포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로그변수 변환이 필요하다.

구분 변수명 예상부호

토지·주택특성
상품주택용지공급 (-)
토지재정 규모 (+)
토지재정 의존도 (-)

경제특성
1인당 GRDP (+)
실업률 (-)

의료·교육특성
인구 천명당 병상 수 (+)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 (+)

[표 5-11] 순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의 예상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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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순이동인구 변수는 양수와 음수 값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여

기서 음수 값에 대한 로그변환을 실행할 수 없다. 로그변환은 Box-Cox

변환의 일종으로서 대부분 양수의 로그변환을 많이 사용하며 음수의 경

우에는 상수항을 더하여 음수를 양수로 변환한 후 로그변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순이동 변수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상수항 설정이 어렵다. 실제

변수(단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순이동
(만 명)

overall
0.004

128.86 -419.90 986.98
between 127.57 -381.18 939.65
within 19.51 -194.76 523.29

주택가격
(위안/㎡)

overall
4539.34

3615.00 1251.67 49445.47
between 3437.86 2014.11 30691.38
within 1134.23 -4788.16 23293.43

보장성주택
용지공급(ha）

overall
60.01

104.33 0.00 1121.25
between 78.46 0.08 577.43
within 68.90 -348.62 632.15

상품주택
용지공급(ha)

overall
274.00

314.54 0.00 4211.63
between 267.18 11.16 2494.83
within 166.66 -889.44 2061.68

토지재정 규모
(만 위안)

overall
980844.50

1856125.00 1908.61 21100000.00
between 1663667.00 16590.58 12800000.00
within 828317.90 -6248978.00 11400000.00

토지재정 의존도
(%)

overall
34.31

14.36 0.86 97.48
between 10.23 7.22 61.80
within 10.09 -9.10 107.05

1인당 주거면적
(㎡/위안)

overall
34.94

6.94 17.50 66.00
between 5.41 24.23 52.59
within 4.36 16.87 53.17

실업률
(%)

overall
3.12

0.86 0.46 7.28
between 0.69 1.06 4.42
within 0.51 0.22 7.27

인구 천명당
병상 수(개)

overall
4.18

1.26 0.53 12.69
between 1.02 1.85 9.08
within 0.75 -1.11 7.88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

overall
18.06

4.13 0.00 35.62
between 3.60 9.20 30.34
within 2.04 0.05 29.72

[표 5-12] 순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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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상수항을 설정하더라도 최소 42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추정치

가 편의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왜도를 줄이고 정규성을 근사화하면서도 전체 실수 구간에 대해 모두 변

환이 가능한 존슨(Johnson) 변환을 실시한다. 존슨변환의 특징은 표준정

규곡선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확률계산으로써 주로 세 가지 변환식을

활용하여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자세한 변환식은 아래 [표 5-12]와

같으며, 분석에 사용하는 순이동의 존손변환은 Stata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최종  변환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밖에 존슨 변환은 순이동 변수

의 역변환을 통해 원래척도 추정이 복잡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에

측값 보다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방향추세를 추정하는데 초점

을 둔다.

자료: Chou 외(1998): 134
주: , 는 위치모수이고 , 는 척도모수임. 특정치 X를 , , , 의 적절한 모수선
택에 의해  ′로 변환 가능하다.

2) 상관분석

순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5-14]에 정리하

였다.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 중에

서 순이동 간의 상관관계에서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 변수를 제외한 나머

지 변수는 예상한 부호로 나타났고, 그 외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대

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서로 간의 상관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

유형 변환식 모수조건 X의 범위

  ′ln  , >0, -∞<<∞
-∞<<∞ -<X<+

  ′ln >0, -∞<<∞
-∞<<∞ X>

  ′sinh   , >0, -∞<<∞
-∞<<∞ -∞<X<∞

[표 5-13] 존슨 변환 유형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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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별표(*)는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 P<0.1, **: P<0.05, ***: P<0.01임.

3) 단위근 검정

분석모형에 사용하는 자료는 2009∼2017년 사이 도시별 패널 자료이

다. 앞서 출산 관련 단위근 검정과 같은 방식으로 Levin, Lin and Chu,

Maddala and Wu, Choi 등 세 가지 단위근 검정 방법을 수행하였으며,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기 위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Eviews 10을 사용

하였다. [표 5-15]에서 보듯이, 상수항과 추세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단

위근 검정결과 5%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순이동을 포함한 나머지 변수들

은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이동 분석에 사

용하는 패널 자료는 시계열 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분 또는

공적분 검정을 하지 않고 바로 패널분석을 수행한다.

변수 순이동
주택

가격

보장성

주택

용지

면적

상품

주택

용지

면적

토지

재정

규모

토지

재정

의존도

1인당

GRDP

주택가격 0.73*** 1
보장성주택용지공급 0.14*** 0.24*** 1
상품주택용지공급 0.11*** 0.23*** 0.41*** 1

토지재정 0.54*** 0.69*** 0.46*** 0.61*** 1
토지재정의존도 -0.10*** 0.09*** 0.18*** 0.42*** 0.30*** 1

1인당GRDP 0.54*** 0.56*** 0.22*** 0.27*** 0.48*** -0.07***
실업률 -0.16*** -0.25*** -0.06** -0.13*** -0.21*** -0.02

인구천명당병상수 0.13*** 0.10*** 0.10*** 0.08*** 0.16*** -0.17***

교육비정부지출　비중 -0.20*** -0.12*** -0.08*** -0.01 -0.10*** 0.12***
상주인구 실업률 인구천명당병상수

실업률 1
인구천명당병상수 -0.01 1
교육비정부지출　비중 -0.16*** -0.33***

[표 5-14] 순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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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별표(*)는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 P<0.1, **: P<0.05, ***: P<0.01임.

3. 분석결과

1) 주택가격 및 보장성주택이 순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가격 및 보장성주택 공급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Driscoll-Kraay(1998)의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 모형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다양한 검정을 수행하

였다([표 5-16]). 먼저 개체들 간의 이질성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how 검정을 수행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합동 OLS모형보다 더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체효과가 고정되었을 때 시간의 확률효과

Breush-Pagan의 LM 검정결과 확률효과모형이 역시 합동 OLS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고정효과모형(FEM)과 확률효과모형(REM)이 모두 합동 OLS모

형보다 적합하다면 이 둘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 Hausman

검정을 수행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앞서 출산 관련 패널모형과 마찬가지로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에서 이분산성 및 자기상관성을 보정하기 위해

Driscoll and Kraay(1998)의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하기

위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Stata 16.0을 사용하였다.

변수 LLC Fisher-ADF Fisher-PP
순이동 -67.732*** 1216.570*** 2199.430***

주택가격 -35.371*** 730.880*** 852.363***
보장성주택 용지공급 -65.241*** 1149.530*** 1372.770***
상품주택 용지공급 -53.688*** 1023.560*** 1468.240***
토지재정 규모 -32.225*** 788.524*** 1117.760***
토지재정 의존도 -33.480*** 888.284*** 1386.160***
1인당 GRDP -26.616*** 639.711** 664.132**
실업률 -92.714*** 939.220*** 1139.140***
인구 천명당 병상 수 -3.531*** 950.58*** 709.364***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 -50046*** 941.855*** 883.336***

[표 5-15] 순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단위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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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1)은 전기 연도(t-1년도) 변수임.
별표(*)는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 P<0.1, **: P<0.05, ***: P<0.01임.
추정계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주택가격은 로그변수로 변환, 보장성주택 용지공급과
상품주택 용지공급은 원래 값(ha)에서 100으로, 토지재정 규모는 원래 값(만원)에서
1,000,000으로, 1인당 GRDP는 원래 값(위안)에서 10,000으로 각각 나눔.

종속변수: Johnson 순이동
Pooled OLS

Coef.
(S.Ｅ)

FEM
Coef.
(S.Ｅ)

REM
Coef.
(S.Ｅ)

ln주택가격(-1)
-4.671***
(0.690)

0.361
(0.664)

-2.078**
(0.620)

ln주택가격(-1) 제곱
0.295***
(0.041)

-0.022
(0.041)

0.135***
(0.038)

보장성주택 용지공급(-1)
-0.496**
(0.229)

0.234*
(0.136)

0.083
(0.139)

보장성주택 용지공급(-1) ×
ln주택가격(-1)

0.058**
(0.026)

-0.025
(0.016)

-0.007
(0.016)

상품주택 용지공급(-1)
0.009
(0.006)

-0.004
(0.004)

0.005
(0.004)

토지재정 규모(-1)
0.077***
(0.015)

0.008
(0.010)

0.016
(0.010)

토지재정 의존도(-1)
-0.010**
(0.001)

-0.001
(0.001)

-0.002**
(0.001)

1인당 GRDP(-1)
0.081***
(0.008)

0.012
(0.010)

0.047***
(0.009)

실업률(-1)
0.009
(0.017)

0.028**
(0.012)

0.037**
(0.012)

인구 천명당 병상 수(-1)
0.005
(0.012)

-0.007
(0.011)

-0.029**
(0.010)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1)
-0.024***
(0.003)

-0.001
(0.003)

-0.005*
(0.003)

상수
-18.951***
(2.886)

-1.292**
(2.703)

8.064**
(2.552)

Ｆ-test 153.33*** - -
Cbow test - 34.59*** -

Breush-Pagan LM - - 123.90***
Hausman test - 187.69***
Wald test - 4.7e+06*** -

Wooldridge test - 3.03* -
Pesaran CD Test - 9.41*** -
Groups/Obs 283/2262

[표 5-16] 순이동 고정효과 모형 추정



- 113 -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Driscoll and Kraay(1998)의 고정효과모형

(이하 DK-FEM)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17]). 주요 독립변수인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의 계수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가설 M1-1’이 성립된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

할 때, 전기(t-1) 주택가격은 순이동에 비선형적 영향을 미치고, 보장성

주택은 순이동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주택가격과 순이동과의 비선형적 관계는 역U자형 형태로

나타났다. 즉, 주택가격은 순이동에 양(+)의 영향을 보이다가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순이동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비선형적 관계에 대한 변곡점을 계산한 결과, 제곱미터당

평균 주택가격이 약 3658위안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순이동이 감소하기

시작한다68). 따라서 평균 주택가격(4539위안)은 이보다 높으므로 평균적

으로 주택가격 증가가 순이동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예상한 바와 같이 도시의 삶의 질 및 산업적 수요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초기에 인구유입에 양(+)의 영향을 미치다가 주

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주거비 증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으로 인

해 인구의 유입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인구이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

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전기(t-1)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은 인구이동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의 증가는 인구유입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가격의 표준화 계수 값(0.174)

과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의 표준화 계수 값(0.244)을 비교해 보면([표

5-16]) 보장성주택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다시 말해 보

장성주택 공급확대는 도시의 주거복지를 통해 다른 조건이 동등한 상황

에서 이주에 따른 도시정착 비용을 줄이는 장점으로 인해 인구유입에 긍

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보인다.

68) 변곡점을 도출하기 위해 편미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순이동=0.361ln주택가격(-1)-0.022ln주택가격(-1)제곱+기타 통제변수
순이동(편미분)=0=0.361-0.044ln주택가격(-1)
주택가격(-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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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1)은 전기 연도(t-1년도) 변수임.
별표(*)는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 P<0.1, **: P<0.05, ***: P<0.01임.
추정계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주택가격은 로그변수로 변환, 보장성주택 용지공급과
상품주택 용지공급은 원래 값(ha)에서 100으로, 토지재정 규모는 원래 값(만원)에서
1,000,000으로, 1인당 GRDP는 원래 값(위안)에서 10,000으로 각각 나눔.

종속변수: Johnson 순이동
FEM
Coef.
(S.Ｅ)

DK-FEM
Coef.

(Driscoll-Kra
ay S.Ｅ)

Beta

ln주택가격(-1)
0.361
(0.664)

0.361*
(0.176)

0.174

ln주택가격(-1) 제곱
-0.022
(0.041)

-0.022*
(0.011)

-0.185

보장성주택 용지공급(-1)
0.234*
(0.136)

0.234**
(0.096)

0.244

보장성주택 용지공급(-1) ×
ln주택가격(-1)

-0.025
(0.016)

-0.025*
(0.011)

-0.230

상품주택 용지공급(-1)
-0.004
(0.004)

-0.004
(0.004)

-0.001

토지재정 규모(-1)
0.008
(0.010)

0.008*
(0.004)

0.015

토지재정 의존도(-1)
-0.001
(0.001)

-0.001**
(0.0003)

-0.011

1인당 GRDP(-1)
0.012
(0.010)

0.012*
(0.006)

0.028

실업률(-1)
0.028**
(0.012)

0.028**
(0.0006)

0.024

인구 천명당 병상 수(-1)
-0.007
(0.011)

-0.007
(0.011)

-0.009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1)
-0.001
(0.003)

-0.001
(0.006)

-0.006

상수
-1.292**
(2.703)

-1.292**
(0.673)

-

Ｆ-test 153.33*** - -
Groups/Obs 283/2262

[표 5-17] 순이동 Driscoll-Kraay의 고정효과 모형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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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의 상호작용을 추정한 결과

순이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

을수록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의 증가에 따른 순이동 증가를 상쇄시킬 것

이라는 ‘연구가설 BM-2’를 지지한다. 상호작용이 의미하는 바는 보장성

주택 용지공급 증가는 순이동 증가에 도움이 되지만 주택가격이 높은 지

역은 오히려 보장성주택 용지공급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과 이로 인

한 순이동 감소가 전체 순이동 증가 효과를 상쇄시키며, 그 상쇄의 크기

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택가격이 높

은 도시에서는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보장성주택 용지공급 확대는 순이동인구 증가 효과를 체감

(递减)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증가로 인한 보장성주

택 용지공급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주택특성인

토지재정 규모와 토지재정 의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상품주택 용지공급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토지재

정 규모는 인구이동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토지재정 의존은 인구이동

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재정의 증가는 도

시의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건설에 투입함으로써 도시화가 높아짐에 따

라 더 많은 경제활동 기회와 양호한 정주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인구의 유

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하지만 지나친 토지재정 의존도는 도시의

토지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다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킴으로

써 도시민의 생활비 및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해 인구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경제특성인 1인당 GRDP와 실업률은

각각 인구이동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RDP

는 소득의 대리변수로서 해당 도시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구유입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Hicks, 1957). 그리고 실업률은 인구이동에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

일수록 인구유입이 낮은 것으로 보지만, 특히 중국의 대도시의 경우 취

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입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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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취업기회와 평생 수입이 많을 것

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더라도 이주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Todaro, 1976). 마지막으로 의료·교육특성인 인구 천명당 병상 수와 교

육비 정부지출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주택가격 및 보장성주택 유형별로 순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위와 같이 보장성주택이 순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보장성주택 유형에 따른 경제적용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각각 순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보장성주택 공급의

유형별로 순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인구유입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및 경

제적용주택이 순이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택가격 및 공공임대주택

이 순이동의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보장성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Driscoll-Kraay(1998)의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

는 아래의 [표 5-18]에 정리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공임대주택과 경제적용주택은 순이동에 모

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용주택은 호적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이동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현지 호적과 상관없이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

문에 중국의 농민공을 포함한 저소득계층과 사회초년생 및 청년층 등에

게 이주를 통해 당장 살 집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한편, 주택가격과의 각각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한 결과 보장성주택

과 마찬가지로 순이동에 모두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에서 공공

임대주택만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보장성주택과 주택가격과

의 상호작용과 같은 맥락에서 공공임대주택 용지공급 증가는 순이동을

증가시키지만, 높은 주택가격이 그 증가 효과를 상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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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1)은 전기 연도(t-1년도) 변수임.
별표(*)는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 P<0.1, **: P<0.05, ***: P<0.01임.
주택가격은 로그변수로 변환, 상품주택 용지공급은 원래 값(ha)에서 100으로, 토지재
정 규모는 원래 값(만원)에서 1,000,000으로, 1인당 GRDP는 원래 값(위안)에서
10,000으로 각각 나눔.

종속변수: Johnson 순이동

공공임대주택
DK-FEM
Coef.

(Driscoll-Kraay S.Ｅ)

경제적용주택
DK-FEM
Coef.

(Driscoll-Kraay S.Ｅ)

ln주택가격(-1) 0.389*
(0.180)

0.370*
(0.184)

ln주택가격(-1) 제곱 -0.024*
(0.011)

-0.023*
(0.011)

공공임대주택 용지공급(-1)
0.004*
(0.002)

공공임대주택 용지공급(-1) ×
ln주택가격(-1)

-0.0004*
(0.0002)

경제적용주택 용지공급(-1)
0.002
(0.001)

경제적용주택 용지공급(-1) ×
ln주택가격(-1)

-0.0002
(0.0002)

상품주택 용지공급(-1) 0.0001
(0.0039)

-0.0001
(0.003)

토지재정 규모(-1)
0.007
(0.004)

0.008
(0.004)

토지재정 의존도(-1)
-0.001*
(0.0003)

-0.001*
(0.0003)

1인당 GRDP(-1)
0.012*
(0.006)

0.012*
(0.006)

실업률(-1) 0.027**
(0.006)

0.029**
(0.006)

인구 천명당 병상 수(-1) -0.007
(0.010)

-0.007
(0.010)

교육비 정부지출 비중(-1) -0.001
(0.001)

-0.001
(0.001)

상수
-1.397*
(0.699)

-1.336
(0.716)

Ｆ-test 357.39** 83.07***
Groups/Obs 283/2262 283/2262

[표 5-18] 보장성주택 유형에 따른 순이동 고정효과모형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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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주거와 인구변동 간 관계에 대한 미시적 접근

제 1 절 연구의 설계

1. 연구 질문 및 가설

이 장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택시장 및 주거

보장과 출산,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과 인구이동 각각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비 부담 및 보장성주택 필

요의식과 출산의향 그리고 주거비 부담 및 보장성주택 필요의식과 이주

의향 각각의 인과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과 출산에 관련하여 앞서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가격은 출생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

역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미시적 관점에서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된다. 즉, 높은 주택가격은 주택마련비용과 양육비용 간에 경쟁

관계가 형성하므로 주택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Mulder, 2006). 또한, 주택을 이미 구입한 상태에서 대출상

환에 대한 부담이 크면 여전히 주거비용과 양육비용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게 된다(임보영 외, 2018). 그렇다면 여기서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클

수록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보장성

주택에 대한 필요의식이 높을 것인가? 다른 하나는 출산의향이 있다면

보장성주택에 대한 수요(필요의식)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한다.

중국은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시장을 통해 주택수요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품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도시의 중·저소득계층의 주

택 구매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李保春, 2010). 게

다가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의존은 주택가격의 폭증을 초래하였고(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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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14), 이로 인해 중‧저소득층은 지불가능한 저렴주택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구의 가처분소득 중 주거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보장성주택의 수요가 많을 것이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보장성

주택의 필요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

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보장성주택에 대한 필요의식이 증

가할 것이다.

앞서 거시적 관점에서 보장성주택 공급확대는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역으로 출산의향이

있다면 보장성주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주거비용은

결혼 이행 및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 하에서 주거문제로 인해 출산의향이 낮은

가구의 경우 보장성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주거 사다리 역

할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수요(필요의식)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가

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출산의향이 증가할수록 보장성주택에 대한 필요의식이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과 인구이동에 관련하여 앞서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순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인구유출 또는 인구유입 억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시적 관점에서 “주거비 부

담이 증가하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이사의향이 높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주거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이주가 많아지면 보장성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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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가설을 수립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은 인구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택가격의 상승은 미시적 관점에서 가구의 주

거비 부담을 증가로 연결할 수 있다.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주거

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이로 인해 주거비가 낮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

나, 중국 농민공의 경우 농촌으로 다시 회귀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毛丰付·王建生, 2016; 于静静·王英杰, 2017).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 하에서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이주의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이주의향의 증가로 인해 해당 지역의 보장성주택 수요도

일부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즉, 주거비 부담은 해당 도시를 떠나고자

하는 이주의향을 증대하는 동시에 이주의향 증가로 인해 해당 도시의 보

장성주택에 대한 수요도 일부 상쇄시키는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의 논의

를 바탕으로 가설 3과 가설 4를 설정하였다.

가설 3: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이주의향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이주의향이 증가할수록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감소할 것이다.

2. 조사 설계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미시적 관점에서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과 인구변동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의 3대 광역 도시권 즉 경진기(京津冀) 도

시권,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도시권, 주강삼각주(珠江三角) 도시권 내

총 46개 도시 중 35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표 6-1])

2020년 11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

사한 결과 총 2,32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이 중에서 무응답, 무성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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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등 데이터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유효표본 수

는 총 2,192명이다.

3대 광역 도시권의 도시들을 설문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중국 내에서 지역발전 수준이 가장 높고 인구이동이 상당

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표 6-2]에서 보듯이,

2019년 기준 전국 대비 3대 광역 도시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약 41%

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전체 상주인구 중 3대 광역 도시권이 차지하는 상주인구 비

율은 거의 30% 가까이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의 거의 1/3 정도 인구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므로 인구이동이 활발한 지역임을 방증한다.

자료: 중국지역통계연감(2020)

구분(도시 수) 35개 설문대상 지역
경진기

도시권(11개)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스자좡(石家庄), 탕산(唐山), 바오딩(保

定), 랑팡(廊坊), 헝수이(衡水) 등 총 7개 도시 선정

장각삼각주

도시권(26개)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우시(无锡), 쉬저우(徐州), 창저우(常

州), 쑤저우(苏州), 난퉁(南通), 롄윈강(连云港), 옌청(盐城), 양저

우(扬州), 전장(镇江), 타이저우(泰州), 쑤첸(宿迁), 항저우(杭州),

닝보(宁波), 원저우(温州), 자싱(嘉兴), 후저우(湖州), 사오싱(绍

兴), 진화(金华) 등 총 20개 도시 선정
주강삼각주

도시권(9개)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포산(佛山), 장먼(江门),

후이저우(惠州), 둥관(东莞), 중산(中山) 등 총 8개 도시 선정

[표 6-1] 설문대상 지역

구분
GDP

(억 위안)

GDP 비율

(%)

상주인구

(만 명)

상주인구 비율

(%)

전국 990,865 - 140,005 -
3대 광역 도시권 408,732 41.25 40,468 28.90
경진기 도시권 84,580 8.54 11,307 8.08
장강삼각주 도시권 237,253 23.94 22,714 16.22
주강삼각주 도시권 86,899 8.77 6,447 4.60

[표 6-2] 전국 및 3대 광역 도시권의 GDP와 상주인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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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높은 도시화와 인구밀도로 인해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

나기 때문이다. 실제 3대 광역 도시권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수요

가 급증하면서 도시의 주택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시민의 주

거비 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주거비 부담 가능성69)

평가를 통해 주거비 부담 정도를 측정하였다([표 6-3]). 2019년 기준 전

국의 주요 대도시 PIR를 조사한 결과 상위 20개 도시 중 13개 도시가 3

대 광역 도시권에 위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상위 10위 도시 중 7개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심천

(深圳)시의 경우 PIR이 무려 35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주거 양극화가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지방통계연감(2020), 易居研究院(2019)

셋째, 지역별로 다양한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정책 특성을 폭넓게 대변

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만약 베이징, 상하이 등 전형적인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그 도시의 주거와 인구변동 간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

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표성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69) 주거비 부담 가능성은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로 주거비 감당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 이하 PIR)을 통해 평가한다.

순위 도시 PIR 도시 순위 PIR
1 심천(深圳) 35.2 11 난징(南京) 15.4

2 싼야(三亚) 27.6 12 둥관(东莞) 15.0

3 상하이(上海) 25.1 12 수저우(苏州) 15.0
4 베이징(北京) 23.9 14 타이위안(太原) 14.1
5 샤먼(厦门) 22.8 15 하이커우(海口) 14.0
6 푸저우(福州) 19.9 16 허페이(合肥) 13.7
7 항저우(杭州) 17.7 17 닝보(宁波) 13.2
8 주하이(珠海) 16.7 18 난퉁(南通) 13.1
9 광저우(广州) 16.5 19 정저우(郑州) 12.9
10 스자좡(石家庄) 16.00 20 난닝(南宁) 12.8

[표 6-3] 상위 20위 도시의 PIR 지수(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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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내용

설문내용은 주로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혼인상태), 사회·경제학적

특성(교육수준, 근무형태, 가구소득, 호적상태), 주거실태(주거형태, 주거

지출) 및 11개 구성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표 6-4]). 구성개

념(잠재변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만족도 1’),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만족도 2’)”라는 두 개의 측정변

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매우 불만족’에서부터 ‘매우 만족’까지 5

점 척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 주택가격 수준

‘주택가격 수준’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주택가격이 높은 편인

지”에 대한 단일문항으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

지 5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3) 주거비 부담

‘주거비 부담’은 “현재 주거비(주택담보대출, 임대료 등) 부담이 큰 편

인지(‘주거비 부담 1’), 부모의 도움 없이 주택구입 어렵다(‘주거비 부담

2’)”라는 두 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4)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보장성주택에 관련하여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보장성주택의 주요

구성인 경제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각각 세 가지 문항을 통해

총 6개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경제적용주택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는지(‘보장성주택 필요의식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경

제적용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보장성주택 필요의식 2’), 경제적용

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주하겠는지(‘보장성주택 필요의식 3’), 공

공임대주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장성주택 필요의식 4’), 현재 거

주하고 있는 도시에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보장성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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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의식 5’),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주하겠는지(‘보장

성주택 필요의식 6’)” 등을 묻는 문항이 활용되었으며, 5점 척도로 답변

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5) 출산의향

‘출산의향’은 “현재 자녀 수는 몇 명인지(‘출산의향 1’), 출산 제한정책

이 없다면 몇 명을 더 낳고 싶은지(‘출산의향 2’)”에 대한 두 문항이다.

(6) 출산정책

‘출산정책’은 “정부의 1가구 2자녀 출산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단일문항으로서 ‘전혀 효과 없다’에서부터 ‘매우 효과 있다’까

지 5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구성하였다.

(7) 교육시설 접근성

‘교육시설 접근성’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유치원까지(‘교육시설 접

근성 1’), 초등학교까지(‘교육시설 접근성 2’), 중고등학교까지(‘교육시설

접근성 3’), 사교육시설까지(‘교육시설 접근성 4’) 거리가 가깝다”라는 4

개의 측정변수에 대해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구성하였다.

(8) 육아환경

‘육아환경’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잘 갖추어

져 있다(‘육아환경 1’), 괜찮은 어린이병원이 가까이 있다(‘육아환경 2’),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다(‘육아환경 3’),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쉽게

받을 수 있다(‘육아환경 4’)”라는 네 개의 측정변수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구성하였다.

(9) 이주의향

‘이주의향’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이주)할 계획이 있는지(‘이주의향

1’), 이사(이주)를 한다면 몇 년 안에 가실 계획인지(‘이주의향 2’)”라는

두 개의 측정변수에 대해 ‘이주의향 1’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

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이주의향 2’는 2년 이내(1점), 2∼4년(2점), 4

∼6년(3점), 6∼8년(4년), 8년 이상(5점) 순으로 5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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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설문 문항

주거만족도
①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②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주택가격 수준 ① 주택가격이 높은 편인지

주거비 부담
① 주거비 부담(대출, 임대료)이 큰 편인지
② 부모의 도움 없이 주택구입 어렵다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① 경제적용주택에 대한 생각
② 경제적용주택 필요에 대한 생각
③ 경제적용주택 입주 선택 가능성
④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생각
➄ 공공임대주택 필요에 대한 생각
➅ 공공임대주택 입주 선택 가능성

출산의향
① 현재 자녀수
② 출산 제한 정책이 폐지된다면 희망 자녀수

출산정책 ① 1가구 2자녀 출산정책에 대한 생각

교육시설

접근성

① 유치원까지 거리가 가까운 정도
②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운 정도
③ 중고등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운 정도
④ 사교육시설까지 거리가 가까운 정도

육아 환경

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쉽게 받는 정도(응답자 배우자도 포함)
② 동네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③ 동네에 괜찮은 어린이병원이 가까이에 있는지
④ 살고 있는 동네는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인지

이주의향
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이주)할 계획 가능성
② 이사(이주)를 한다면 몇 년 안에 가실 계획인지

정주환경

①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임금수준에 만족도
②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서 거주지와 직장이 가까운지
③ 살고 있는 도시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은지
④ 살고 있는 도시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➄ 살고 있는 도시는 교통이 편리한지
➅ 살고 있는 도시는 공원녹지가 잘 되어 있는지

주거 포용성

① 경제적용주택정책의 시행 효과에 대한 생각
②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시행 효과에 대한 생각
③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④ 장애인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➄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 지원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➅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➆ 이주민(농민공)을 위한 주거 지원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표 6-4] 구성개념과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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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주환경

‘정주환경’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다(‘정주

환경 1’),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정주환경 2’), 교통이 편리하다

(‘정주환경 3’), 공원녹지가 잘 되어 있다(‘정주환경 4’), 도시의 임금수준

에 만족한다(‘정주환경 5’), 거주지와 직장이 가깝다(‘정주환경 6’)”라는 6

개 측정변수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답변하도록 구성하였다.

(11) 주거포용성

‘주거 포용성’은 “경제적용주택의 실제 시행 효과에 대한 생각(‘주거

포용성 1’),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시행 효과에 대한 생각(‘주거 포용성

2’),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주거 포용성

3’), 장애인 가정을 위한 주거지원(‘주거 포용성 4’),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지원(‘주거 포용성 5’),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주거 포용성 6’),

이주민 특히 농민공을 위한 주거지원(‘주거 포용성 7’) 등이 잘 이루어졌

다고 보는지”라는 총 7개 측정변수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연구모형 및 표본 가중치

1) 연구모형 설정

미시적 관점에서는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이 출산과 인구이동 각각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모형을 선정하였다. 앞서 거시적 관점에서의 패널분석 모형은 종속변수

에 미치는 독립변수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 등 상관성을 확인하는데 효율

적인 모형이지만, 추정한 결과가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수 간의 이론적 관계를 모델화하여 일련

의 순차적 인과모형을 통해 상호영향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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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수와 함께 측정오차의 추정이 가능하

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은 다수의 독립변수는 가능하지만, 종속변수는

오직 하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여기서 만약 종속변수가 여러 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면 회귀분석에서는 반드시 단일항목 값으로 변

환해야 하는데, 이때 다수의 항목을 단일항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도를 검증한다. 보통 통계적으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를 기준으로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만약 크론바흐 알파 값이 0.6 이하인

항목은 제거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한 평균이나 총점을 사용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알파 값이 가령 0.9 이상이라 하라도 설문조사의 경

우 측정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답이 100% 일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불가피하게 측정항목 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우종필, 2017: 47).

이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항목들의 평균을 내어 단일 항목화하

는 대신 관측변수와 그에 따른 측정오차를 모두 고려하여 새롭게 잠재변

수를 생성한 후 기타 변수(잠재변수 또는 측정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측

정하는 장점이 있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종속변수들끼리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모형에서 변수 간의 상관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이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면 구조방정식 모형은 A→M→B, A→B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추

정할 수 있지만, 회귀분석은 A→M, M→B, A→B의 관계를 각각 추정하

기에 불편추정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다수의 변수 간의 인과관계 분

석이 가능하므로 변수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측정할 수 있

다([그림 6-1]).

[그림 6-1] 인과관계 경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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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 가중치

구조방정식 모형에 사용하는 각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의 표본 크기는 [표 6-5]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각 도시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도시별 인구 규모가 다

르기에 표본 하나가 서로 다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표본의 대표성이 결여가 되면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 따라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보

정기법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 비편향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추출확률과 응답확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

이 산출한다.

  
  식(6.1)

(여기서     
 ;     

 )

식(6.1)에서 은 도시 C의 가중치의 값이고, 와 는 각각 2019년

기준 도시 C의 상주인구 수와 총 35개 도시 상주인구 수의 합계를 뜻한

다. 그리고 는 실제 도시 C에서 단순 임의추출한 표본이고, 는 총 35

개 도시에서 추출한 표본의 합계이다. 식(6.1)을 이용하여 자세한 가중치

의 산출 과정에 대해 베이징시 사례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기타 도시의 가중치 값은 [표 6-5]에 제시하였다.

베이징 도시인구합계
베이징 총표본합계

베이징     식 (6.2)



- 129 -

주: 상주인구는 2019년을 기준으로 각 도시의 통계연보(2020)를 통해 취합하였음.

지역 도시 상주인구(만명) 유효표본(명) 가중치

경진기

(京津冀)

도시권

베이징(北京) 1397.4 98 1.74
톈진(天津) 1108.18 82 1.51

스자좡(石家庄) 437.53 68 1.21
탕산(唐山) 334.66 65 0.97
바오딩(保定) 289.13 66 1.13
랑팡(廊坊) 88.73 54 0.67
헝수이(衡水) 108.75 50 0.71

장각삼각주

(长三角)

도시권

상하이(上海) 1469.3 100 1.93
난징(南京) 833.69 65 1.04
우시(无锡) 365.69 59 0.89
쉬저우(徐州) 334.66 60 1.17
창저우(常州) 453.74 51 0.74
쑤저우(苏州) 554.44 70 1.22
난퉁(南通) 236.16 63 0.92

롄윈강(连云港) 247.67 52 0.69
옌청(盐城) 321.84 61 0.94
양저우(扬州) 243.64 51 0.71
전장(镇江) 123.69 50 0.51

타이저우(泰州) 163.31 51 0.72
쑤첸(宿迁) 165.6 54 0.73
항저우(杭州) 674.15 73 1.13
닝보(宁波) 323.15 61 1.11
원저우(温州) 173.82 63 1.17
자싱(嘉兴) 93.84 51 0.75
후저우(湖州) 112.31 48 0.44
사오싱(绍兴) 223.65 69 0.58
진화(金华) 99.57 63 0.71

주강삼각주

(珠三角)

도시권

광저우(广州) 950.39 92 1.32
선전(深圳) 486.89 75 1.42
주하이(珠海) 131.24 53 0.30
포산(佛山) 452 60 1.08
장먼(江门) 146.39 50 0.74

후이저우(惠州) 169.09 52 0.75
둥관(东莞) 242.91 62 0.50
중산(中山) 89.53 50 0.54

total 13646.74 2192 -

[표 6-5] 설문대상 지역의 유효표본 수와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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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초현황

1. 설문지 문항별 기술통계

설문지 문항별 기술통계는 [표 6-6]에 요약하였다. 현재 자녀 수와 희

망 자녀 수를 제외한 나머지 설문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주택 및 주거환경에 관한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각각 3.44로 대체로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수준의 평균 점수는 4.12로 응답자 다수가 현재 거주하고 있

는 도시의 주택가격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주거비 부담을 구성한 문항에

대한 점수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 주택

구입이 어렵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높은 주택가격 지역일수록

인해 부모의 도움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을 구성한 문항은 대체로 3.5 이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이 중에서 경제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이 4.0 이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용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정책에 관련하여 1가구 2자녀 정책에 대한 평가는 3.49로 대체로

긍정적이다. 출산의향은 현재 자녀 수와 출산 제한정책을 폐지하는 가정

하에서 응답한 희망 자녀 수로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평균 희망 자녀

수는 1.06으로 현재 자녀 수 0.83보다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출산정책에 대한 효과가 일정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어서 이주의향 문항은 대체로 평균 이상으로 나왔다. 이 중에서

이주계획에 대한 문항은 역코딩을 하였기에 점수가 높을수록 더 빨리 이

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하여 교육시설 접근성, 육아환경, 정주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교육시설 접근성을 구성한 문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거리

의 접근성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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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많고 거주지 가까이에 위치해있고, 상급 교육시설로 갈수록 규

모는 커지는 대신 그 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음 육아환경은 직장 내

육아휴직을 쉽게 받는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살고 있는 동네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인지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거 등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적 육

아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주환경을 구성한 문항 중에서

는 도시의 임금수준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은 모

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의 물가상승이 소득에 비해 더 빠

르게 증가하고 있어 특히 주거비용 증가로 인해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

어지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이유는 인구규모 대비 의료시설이 충분치 않

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 주거 포용성을 구성한 문항에 대한 기초통계는 다음과 같다. 저

소득층과 장애인 가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원이 잘

이루어졌는지 대해서는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이주민 등에 대한 주거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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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현재 자녀 수와 희망 자녀 수 외 나머지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음.

구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주거

만족도

주택 만족도 3.44 1.00
주거환경 만족도 3.44 1.01

주택가격 수준 주택가격이 높은 편인지 4.12 0.79

주거비 부담
주거비 부담(대출, 임대료)이 큰 편인지 3.19 1.22
부모의 도움없이 주택구입 어려운지 3.92 1.18

보장성주택

필요

의식

경제적용주택에 대한 생각 3.83 0.92
경제적용주택 필요에 대한 생각 4.23 0.91
경제적용주택 입주 선택 가능성 3.95 1.03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생각 3.94 0.92
공공임대주택 필요에 대한 생각 4.05 0.96
공공임대주택 입주 선택 가능성 3.50 1.19

출산정책 1가구 2자녀 출산정책에 대한 생각 3.49 0.98

출산의향
현재 자녀수 0.83 0.74
출산 제한 정책이 폐지된다면 희망 자녀수 1.06 0.80

교육시설

접근성

유치원까지 거리가 가까운 정도 3.71 1.11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운 정도 3.65 1.09
중고등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운 정도 3.05 1.19
사교육시설까지 거리가 가까운 정도 3.25 1.12

육아환경

직장내 육아휴직을 쉽게 받는 정도(응답자 배우자도 포함) 3.47 1.15
동네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3.00 1.18
동네에 괜찮은 어린이병원이 가까이에 있는지 2.76 1.22
동네는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인지 3.25 1.01

이주의향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이주)할 계획 가능성 2.84 1.30
이주를 한다면 몇 년 안에 가실 계획인지(역코딩) 3.09 1.22

정주환경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임금수준에 만족도하는지 2.84 1.30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서 거주지와 직장이 가까운지 3.09 1.22
살고 있는 도시(동네)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은지 2.83 1.03
살고 있는 도시(동네)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3.30 1.13
살고 있는 도시(동네)는 교통이 편리한지 3.47 1.05
살고 있는 도시(동네)는 공원녹지가 잘 되어 있는지 3.45 1.13

주거

포용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3.74 0.99
장애인 가정을 위한 주거지원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3.64 1.01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 지원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2.99 1.08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2.80 1.04
이주민을 위한 주거 지원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2.81 1.05
경제적용주택정책의 시행 효과에 대한 생각 3.05 0.98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시행 효과에 대한 생각 3.11 1.03

표본 수 2192

[표 6-6] 설문 문항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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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사회학적 특성분석

1) 인구·사회학적 변인 기술통계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6-7]과 같다. 먼저 응답자

의 성비를 보면 여성은 42.8%, 남성은 57%로 나타났다. 연령구조는 응

답자의 85% 이상이 20·30대이며 20대는 43.5%, 30대 43.2%를 차지한다.

혼인상태는 기혼(66.8%)이 미혼(33.2%) 보다 약 2배 정도 많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7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졸(10%), 대학원

이상(8.3%)이다. 응답자의 월 가구소득은 주로 2만 위안 이하가 80% 이

변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 938 42.8
남 1,254 57.2

연령

20대(20∼29세) 955 43.5
30대(30∼39세) 947 43.2
40대(40∼49세) 278 12.7
50대(50∼59세) 12 0.6

혼인상태
미혼 728 33.2
기혼 1464 66.8

교육수준

초등학교 14 0.6
중학교 100 4.6
고등학교 226 10.3
대학교 1671 76.2
대학원 이상 181 8.3

월 가구소득

5,000위안 이하 346 15.8
5,000∼10,000위안 651 29.7
10,000∼15,000위안 428 19.5
15,000∼20,000위안 376 17.2
20,000∼25,000위안 198 9.0
25,000∼30,000위안 157 7.2
30,000위안 이상 36 1.6

호적상태
외지호적 686 31.3
현지호적 1506 68.7

[표 6-7] 인구·사회학적 변인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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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차지하고, 이 중에서 5천 위안 이상에서 1만 위안 이하(29.7%)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 도시의 호적상태는 응답자 중 68.7%는 현지호적이

고 31.3%는 외지호적으로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의 분

석결과는 [표 6-8]에 정리되어 있다. 주거비 부담은 앞서 설문내용에서

언급했듯이 ‘주거비 부담 1’과 ‘주거비 부담 2’로 나뉘어 각각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별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6개 문항

을 합친 후 산술평균을 통해 새로운 변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인구·사

회학적 특성별 평균값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주거비 부담 1과 2’, ‘보장

성주택 필요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주거비 부담 1과 2’,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비 부담 1’과 ‘보성주택 필요의식’은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편적으로 30대에서 결혼과 출산

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로서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주거비 부담 2’는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대에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가장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혼인상태에 따른 ‘주거비 부담 1과 2’,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주거비 부담 1’

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기혼이 미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신혼부부가 주택마련에 필요한 주거비 지출 증가

로 인해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주거비 부

담 2’는 미혼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월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비 부담 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주거비 부담 2’와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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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므로 주거비 부담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히려 소득이 높을수

록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주택 관련 대출은 소득이 낮은 집

단보다 높게 추정되기 때문에 교육수준에 따른 ‘주거비 부담 1’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균적으로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 기간이 길고 경제활동 경력 기간이 짧으므로 당분간 주택마련이 어

렵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보장성주택의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외

지 호적자는 현지 호적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주거비 부담 1’이 높게 나

타난 것은 이주민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 별표(*)는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 P<0.1, **: P<0.05, ***: P<0.01임.

변수

주거비 부담 보장성
주택
필요
의식

t/F
검정

주거비
부담
1

t/F
검정

주거비
부담
2

t/F
검정

성별
여 3.18

-0.35
3.93

0.52
3.91

-0.71
남 3.20 3.90 3.93

연령

20대(20∼29세) 3.14

4.43**

4.02

19.83***

3.84

9.45***
30대(30∼39세) 3.28 3.95 4.00
40대(40∼49세) 3.01 3.42 3.91
50대(50∼59세) 2.92 4.08 3.78

혼인
상태

미혼 3.02
-4.44***

4.05
3.68**

3.80
-5.66***

기혼 3.27 3.85 3.97

교육
수준

초등학교 3.28

0.43

3.43

3.46***

3.45

8.44***
중학교 3.19 3.00 3.74
고등학교 3.18 3.40 3.74
대학교 3.20 4.02 3.95
대학원 이상 3.08 4.17 3.95

월
가구
소득

5,000위안 이하 3.33

1.26

3.73

2.65**

3.78

4.38***

5,000∼10,000위안 3.17 3.89 3.89
10,000∼15,000위안 3.14 4.02 3.95
15,000∼20,000위안 3.22 3.98 3.95
20,000∼25,000위안 3.11 4.01 3.98
25,000∼30,000위안 3.12 3.87 3.95
30,000위안 이상 3.03 4.06 4.23

호적
상태

외지호적 3.39
5.29***

3.93
0.35

3.95
1.62

현지호적 3.09 3.91 3.90

[표 6-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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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향과 이주의향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향과 이주의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9]에 정리되어 있다. 출산의향은 ‘현재 자녀 수’와 ‘향후 출산계획 자녀

수’ 문항을 합친 후 산술평균을 통해 새로운 변수를 만든 후 이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평균값이다. 그리고 이주의향은 ‘이주의향 1’과 ‘이

주의향 2’로 나뉘어 각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평균값으로 구성하였

다. 여기서 ‘이주의향 2’는 역코딩을 취한 값이다70).

먼저 성별에 따른 ‘출산의향’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

게 나타났고 ‘이주의향 1과 2’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출산의향’과 ‘이주의향 1과 2’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30·40대가 출산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특히 30대는 결혼과 출산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출산의향이 높

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대가 출산의향이 낮은 이유는 주거비, 생활비

등 부담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의향 1’과 ‘이주의

향2’는 연령이 높을수록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젊은 층의

인구이동이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혼은 미혼에 비해 출

산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이주의향 2’는 미혼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기혼에 비해 이주의 부담이 적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어서 교육수준에 따른 ‘출산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이주의향 1’과 ‘이주의향 2’는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중에서 ‘이주의향 1’은 대졸이 높게 나

타났고 ‘이주의향 2’는 초졸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이주의향 1과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이 중에서 ‘이주의향 1’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가구소득이 높으면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70) ‘이주의향 2’에서 이주계획이 있다면 2년 이내(1점), 2∼4년(2점), 4∼6년(3점), 6∼8년
(4점), 8년 이상(5잠) 기존 문항에서 이주계획 시간이 짧을수록 1점이 아닌 5점 리커
트 척도로 역코딩하여 이주의 강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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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반면 ‘이주의향 2’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주거비 또는 생활비 부담이 높을수록 한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

른 곳으로 이주하는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른 출

산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외 외지 호적자는 현지 호적자보다 ‘이주의향 2’가 더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중국 특유의 호적제도로 인해 외지 호적자는 현지 호적자에

비해 도시정착과정에서 주거불안, 사회적 불안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

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

주: 별표(*)는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 P<0.1, **: P<0.05, ***: P<0.01임.

변수
출산
의향

t/F 검정

이주의향
이주
의향
1

t/F
검정

이주의
향 2

t/F
검정

성별
여 1.85

-2.61*
2.88

1.82*
3.13

1.76*
남 1.96 2.78 3.03

연령

20대(20∼29세) 1.55

70.63***

2.89

3.54**

3.31

18.82***
30대(30∼39세) 2.14 2.85 2.92
40대(40∼49세) 2.27 2.67 2.91
50대(50∼59세) 1.83 2.08 2.92

혼인
상태

미혼 1.30
-20.78***

2.81
-0.76

3.34
6.83***

기혼 2.20 2.85 2.96

교육
수준

초등학교 2.93

29.40***

2.79

5.85**

2.43

2.35*
중학교 2.59 2.43 3.21
고등학교 2.31 2.57 3.14
대학교 1.82 2.90 3.10
대학원 이상 1.65 2.89 2.91

월
가구
소득

5,000위안 이하 1.86

1.54

2.52

4.68**

3.25

3.59**

5,000∼10,000위안 1.83 2.86 3.16
10,000∼15,000위안 1.99 2.98 3.11
15,000∼20,000위안 1.89 2.90 2.98
20,000∼25,000위안 1.99 2.81 2.88
25,000∼30,000위안 1.86 2.89 2.96
30,000위안 이상 2.08 3.03 2.78

호적
상태

외지호적 1.91
0.39

2.88
1.01

3.29
5.34***

현지호적 1.89 2.82 2.99

[표 6-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향과 이주의향



- 138 -

4. 주거 특성분석

1) 주거 특성 변인 기술통계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주거 특성은 [표 6-10]과 같다. 응답자의 주거

형태는 대체로 상품주택(자가)이 6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민간임

대주택이 18.6%로 차지한다. 그리고 보장성주택은 대략 6.7%로 나타났

으며, 이 중에서 경제적용주택은 5.6%, 공공임대주택은 1.1%로 나타났

다. 주거지출은 주로 자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비용, 차가는 임대료

비용이며 대체로 5000위안 이하가 약 78% 정도로 나타났다.

주: 주거형태에서 기타는 주로 대학교 기숙사와 회사 기숙사임

2) 주거 특성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주거 특성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6-11]과 같다. 먼저 주거형태에 따른 ‘주거비 부담 1과 2’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주거형태에 따라

변수 빈도(%) 백분율(%)

주거형태

상품주택 1,475 67.3
민간임대주택 408 18.6
경제적용주택 123 5.6
공공임대주택 24 1.1
기타 162 7.4

주거지출

1000위안 이하 574 26.2
1000∼3000위안 599 27.3
3000∼5000위안 544 24.8
5000∼7000위안 218 10.0
7000∼9000위안 121 5.5
9000∼12000위안 124 5.7
12000위안 이상 12 0.6

[표 6-10] 주거 특성 변인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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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거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 1’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지출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비록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실제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점을 봤

을 때 주거지출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보장성주택의 수요가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이외 ‘주거비 부담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주: 별표(*)는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 P<0.1, **: P<0.05, ***: P<0.01임.

3) 주거 특성에 따른 출산의향과 이주의향

주거 특성에 따른 ‘출산의향’과 ‘이주의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6-12]와 같다. 주거형태에 따른 출산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형태에 따른 ‘이주의향 1과 2’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지출에 따른 ‘출산의향’, ‘이주의향 1과 2’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중에서 출산의향은 근소한 차이

변수

주거비 부담
보장성
주택
필요의식

F
검정

주거비
부담
1

F
검정

주거비
부담
2

F
검정

주거
형태

상품주택 3.12
23.07***

4.12
7.42**

3.92
1.77민간임대주택 3.58 4.20 3.99

보장성주택 3.21 3.90 3.89

주거
지출

1000위안 이하 2.36

72.16***

3.89

0.45

3.85

1.91*

1000∼3000위안 3.35 3.88 3.94
3000∼5000위안 3.50 3.93 3.97
5000∼7000위안 3.59 3.99 3.90
7000∼9000위안 3.60 4.01 3.98
9000∼12000위안 3.64 3.94 3.88
12000위안 이상 3.67 4.08 3.79

[표 6-11] 주거 특성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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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12,000위안 미만까지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주계획(‘이주의향 1’) 높게 나타나다가 12,000위안 이상부터는 거의 차

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거지출이 낮을수록 이주 강도(‘이주의

향 2’)가 높게 나타났다.

주: 별표(*)는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 P<0.1, **: P<0.05, ***: P<0.01임.

제 3 절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과 출산 간 관계 분석

1. 분석모형

주택시장, 주거보장 및 출산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6-2]와 같은 경로도(path diagram)로 개념화활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

석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이하 출산 구조방정식)으로 선정하였다. 출산

구조방정식의 핵심은 주택시장과, 주거보장 및 출산 3자 간의 인과관계

를 밝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미시적 관점에서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의

대리변수로는 각각 주거비 부담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잠재변수를 사용

하였고, 출산의 대리변수로는 출산의향 잠재변수를 사용하였다.

변수
출산

의향
F
검정

이주의향
이주

의향

1

F
검정

이주

의향

2

F
검정

주거

형태

상품주택 3.92
1.77

2.79
7.95**

2.95
41.48***임대형주택 3.99 3.06 3.56

보장성주택 3.91 2.96 3.11

주거

지출

1000위안 이하 3.85

1.91*

2.70

2.52**

3.05

4.93**

1000~3000위안 3.94 2.87 3.29
3000~5000위안 3.97 2.84 3.06
5000~7000위안 3.89 2.93 2.87
7000~9000위안 3.98 2.97 2.98
9000~12000위안 3.88 3.10 2.98
12000위안 이상 3.79 2.42 2.42

[표 6-12] 주거 특성에 따른 출산의향과 이주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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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의 출산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경로①

(주거비 부담→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주거비 부담이 보장성주택 필요

의식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추정한다. 중국에서 보장성주택은 주로 중·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계층은 주

로 청년층(사회초년생 포함), 신혼부부, 이주민 등이다. 특히 높은 주택가

격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므로 주택가격이 상

승할수록 주거약자계층의 주택 구매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

게 된다. 그러므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장성주택에 대한 수

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경로②(주거비 부담→출산의향)는 주거비 부담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추정한다. 주택가격이 출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미시적 관점에서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가

구의 주거비 부담이 출산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로③(출산의향→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출산의향이 보장성주택 필

요의식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추정한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주거비용

과 양육비용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주택마련비용과 양육비용

은 경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Mulder, 2006)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

[그림 6-2] 출산구조방정식경로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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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훨씬 높다면 자녀의 출산의향이 줄어들 것이다. 이를 역으로 가정

한다면 출산의향이 있다면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보장성주택의 수

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비 부담이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에 미치는 총효과는 경로①(주거

비 부담→보장성주택 필요의식)에 의한 직접효과도 있지만, 경로②(주거

비 부담→출산의향)와 경로③(출산의향→보장성주택 필요의식)으로 이어

지는 간접효과도 존재한다. 따라서 주거비 부담이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에 미치는 경로는 이와 같은 간접효과까지 계산한 총 효과를 추정한다.

한편 주거비 부담,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및 출산의향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한 규명을 위해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높인다

([그림 6-3]).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의향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는 주거 포용성, 주거만족도, 교육시설

접근, 육아환경, 정주환경 등 잠재변수와 보장성주택 거주여부, 출산정책,

혼인상태, 호적상태 등 측정변수들이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는 주택가격 수준, 주거비 지출, 가구소득, 교육수준 등 측정변

수들이고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주택가격 수준 측정변수로 통제한다.

[그림 6-3] 전체 출산 구조방정식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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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적 요인분석

출산 구조방정식의 추정에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변수

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성(Reliability) 및 타당성(Validity) 검증을 수행

한다. 신뢰성은 같은 항목에 대해 여러 번 측정하거나 한가지 측정도구

로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가 산출되면 신뢰성이 높다

고 평가된다. 주로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통해 0.6 이상 나오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타당성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 및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다. 여기

서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가 미리 지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분석과정이다(최창호·유연우, 2017). 타

당성 검증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법칙타당성(Nomdlogical Validity) 등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

서는 집중타당성을 통해 검증한다.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내는데, 주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의 요인부하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집중타당

성이 있다고 말한다(우종필, 2017).

[표 6-13]에서 보듯이,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주거비 부담(0.32) 외 나

머지 잠재변수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기에 신

뢰성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신뢰성에 이어 집중타당성 분석결과 주

거비 부담과 ‘주거비 부담이 큰 편이지’의 측정변수, 육아환경과 ‘직장 내

육아 휴직제도’의 측정변수, 정주환경과 ‘도시 임금수준 만족도’ 및 ‘거주

지와 직장 근접도’의 측정변수 등은 각각의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요인부하량이 낮으므로 집중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주거비 부담과 ‘주거비 부담 큰 편인지’의 측정변수 간의 집중타당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이 큰 편인지’와 ‘부모의 도움 없이 주

택구입 어려움’ 두 항목을 단일항목으로 합산하여 단일 측정변수를 통해

잠재변수를 측정한다. 그리고 집중타당성이 낮은 ‘도시의 임금수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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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거주지와 직장 근접도’, ‘직장 내 육아 휴직제도’ 등 측정변수는 잠

재변수 구성에서 제외하고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주: *P<0.1, **P<0.05, ***P<0.01, C.R.(Critical Ratio), C.A.(Cronbach's Alpha)
(수정)의 의미는 요인부하량이 낮은 측정변수를 제거한 후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Cronbach's Alpha 값임.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화
계수 C.R. C.A.

(수정)
주거
만족도

주택 만족도 0.79 44.00***
0.81

주거환경 만족도 0.86 47.10***
주거비
부담

주거비 부담이 큰 편이지 0.38 9.55***
0.32

부모의 도움없이 주택구입 어려움 0.54 11.19***

보장성
주택
필요의식

경제적용주택에 대한 생각 0.50 25.92***

0.77

경제적용주택 필요에 대한 생각 0.68 45.20***
경제적용주택 입주 선택 가능성 0.56 30.64***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생각 0.63 37.44***
공공임대주택 필요에 대한 생각 0.72 50.36***
공공임대주택 입주 선택 가능성 0.54 28.92***

교육시설
접근성

유치원까지 거리가 가까운 정도 0.71 49.39***

0.75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운 정도 0.79 59.80***
중고등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운 정도 0.60 34.96***
사교육시설까지 거리가 가까운 정도 0.53 28.38***

육아환경

직장내 육아휴직을 쉽게 받는 정도 0.42 21.11***
0.74
(0.79)

동네에 어린이 놀이시설 0.73 56.28***
동네에 괜찮은 어린이병원 0.68 48.90***
동네는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 0.82 76.81***

정주환경

도시의 임금수준 만족도 0.49 26.35***

0.77
(0.79)

거주지와 직장이 가까운지 0.38 18.65***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은지 0.75 60.74***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0.71 53.03***
교통이 편리한지 0.66 45.46***
공원녹지가 잘 되어 있는지 0.64 42.56***

주거
포용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0.77 73.09***

0.86

장애인 가정을 위한 주거지원 0.74 65.68***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지원 0.75 66.68***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0.75 65.43***
이주민을 위한 주거지원 0.75 66.39***
경제적용주택정책의 시행 효과 0.50 28.65***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시행 효과 0.54 32.42***

적합도     ＝ 3591.34***, RMSEA=0.059, CFI/TLI=0.87/0.85, SRMR=0.058

[표 6-13] 출산 구조방정식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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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분석

출산 구조방정식에 사용되는 주요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요약하

면 보장성주택 필요의식과 주거비 부담, 보장성주택 필요의식과 출산의

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주거비 부담과

출산의향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 포용성, 주거만족

도, 교육시설 접근성, 육아환경, 정주환경, 출산정책, 혼인상태(기혼=1),

주거비 지출 등은 출산의향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주

택가격과 교육수준은 출산의향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주: *P<0.1, **P<0.05, ***P<0.01

변수명
보장성
주택
필요의식

주거비
부담

출산
의향

주거
포용성

주거
만족도

교육시설
접근성

육아
환경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1

주거비부담 0.28*** 1
출산의향 0.11*** -0.06** 1
주거포용성 -0.03 -0.14*** 0.10*** 1
주거만족도 -0.04* -0.12*** 0.08*** 0.29*** 1
교육시설접근성 0.01 -0.10*** 0.04** 0.18*** 0.25*** 1
육아환경 0.03 -0.12*** 0.15*** 0.42*** 0.37*** 0.43*** 1
정주환경 0.06** -0.01 0.04* 0.40*** 0.30*** 0.35*** 0.50***
출산정책 0.08*** -0.03 0.15*** 0.18*** 0.17*** 0.19*** 0.18***
혼인상태 0.15*** 0.01 0.41*** 0.06** 0.09*** 0.10*** 0.14***
호적상태 -0.07** -0.08*** -0.01 0.06** 0.11*** 0.15*** 0.09***
주택가격수준 0.26*** 0.36*** -0.05** -0.19*** -0.11*** -0.01 -0.11***
주거비지출 0.02** 0.23*** 0.11*** 0.08*** 0.08*** 0.03 0.12***
가구소득 0.00 0.01 0.03 0.11*** 0.20*** 0.17*** 0.17***
교육수준 -0.02 0.13*** -0.22*** 0.01 0.05** 0.06** -0.05**

변수명 정주환경 출산정책 혼인상태 호적상태 주택가격
수준

주거비
지출

가구
소득

출산정책 0.18*** 1
혼인상태 0.09*** -0.02 1
호적상태 0.04** 0.01** 0.14*** 1
주택가격수준 0.09*** -0.07*** 0.09*** -0.01** 1
주거비지출 0.10*** -0.02 0.21*** 0.01 0.04* 1
가구소득 0.22*** 0.05** 0.21*** 0.10*** 0.10*** 0.32*** 1
교육수준 0.08*** 0.01 -0.10*** 0.08*** 0.09*** 0.16*** 0.30***

[표 6-14] 출산 구조방정식 변수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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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1) 전체 출산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주거비 부담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및 출산의향 간의 구조방정식 모

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6-15]와 [그림 6-4]에 제시되어 있다. 출산 구조

방정식은 최대우도법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FI와

TLI의 값은 기준에 비해 적합도 지수가 다소 낮지만, RMSEA(0.065)의

값이 0.8 이하이므로 전반적으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71)

추정계수에 초점을 맞추면, 주거비 부담은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에 유

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가설 1’에

대한 검증결과이다. 즉, 높은 주택가격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

고 이는 다시 보장성주택에 대한 수요(필요의식)가 증가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해 보장성주택은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보장성주택 수요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다. 그리고 출산의향은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가설 2’에 대한 검증결과이다. 즉,

주거비 부담은 출산의향을 감소시키며, 그 감소한 부분만큼 보장성주택

의 수요(필요의식)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거비 부담이

보장성주택 수요 증대에 미치는 직접효과(0.210)는 출산의향을 통해 보

장성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간접효과(-0.016)72)보다 높으므로 주거

비 부담은 전반적으로 보장성주택 수요를 증대시키는 총효과를 갖는다.

이어서 잠재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주거 포용성은 주거비 부담,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및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

났으며, 출산의향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의향을 증가하는 간접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71) 일반적으로 CFI와 TLI 값이 0.9 이상 또는 RMSEA 값이 0.08 이하이면 모형이 양
호한 것으로 간주한다(우종필, 2017).

72) 간접효과의 크기–0.016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직접효과 크기(-0.04)와
출산의향이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크기(0.04)를 곱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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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1, **P<0.05, ***P<0.01, Coefficients: generalized least squares. 표본수가 2,192가
아닌 2,030인 이유는 주거형태 중 기타(학교/회사 기숙사 등)를 제외하였기 때문임.

육아환경은 출산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출산율

제고 수단으로서(이주림·구자훈, 2013) 육아환경이 좋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교육시설 접근성은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음

(-)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중국의 교육특성과 주택시장과 높은 연관

성을 가지고 있어 교육시설(초중고, 사교육)과 가까울수록 주택가격에 양

(+)의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김기준 외, 2017), 교육특성에 따른 주택가

Path Beta std.Err.

출산의향

← 주거부담 -0.05** 0.02

← 주거형태(1=보장성주택) 0.14* 0.08

← 주거포용 0.09* 0.05

← 육아환경 0.14*** 0.04

← 교육시설 접근성 -0.11** 0.04

← 주거만족도 -0.03 0.03

← 출산정책 0.17*** 0.02

← 결혼상태(1=기혼) 0.92*** 0.05

← 호적상태(1=현지) -0.19*** 0.05

주거비 부담

← 주거포용 -0.15*** 0.01

← 주택가격 수준 0.41*** 0.01

← 주거비 지출 0.18*** 0.02

← 가구소득 -0.15*** 0.04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 출산의향 0.03* 0.01

← 주거비 부담 0.14*** 0.16

← 주거포용 0.18*** 0.02

← 주택가격 수준 0.27*** 0.02
육아환경 ← 정주환경 0.73*** 0.04

교육시설 접근도 ← 정주환경 0.49*** 0.03
주거만족도 ← 정주환경 0.46*** 0.03
주거비 지출 ← 가구소득 0.32*** 0.02
가구소득 ← 교육수준 0.75*** 0.06

모형 적합도     ＝ 5435.44***, RMSEA=0.065, CFI/TLI=0.79/0.77
표본수 2,030

[표 6-15] 출산 구조방정식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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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상승은 결국에는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산의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정주환경은 육아환경, 교육시설 접근

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측정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주거형태에 따라 출

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즉 보장

성주택 거주자는 상품주택(자가/차가 포함) 거주자보다 출산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장성주택 거주가 주거비부담을 감소시키고 주거안정을

높임으로써 출산의향을 증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기혼은

미혼에 비해 출산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외지 호적자는 현지 호적자에

비해 출산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가구 2자녀 정책에 대한 평가

가 좋을수록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어느 정도 정

책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 도시의 주택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비 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도 높게 나타났다. 가

구소득과 교육수준은 주거비 부담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 출산 구조방정식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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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인구 규모에 따른 출산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위와 같이 설문대상 지역의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 구조방정

식 모형을 토대로 도시인구 규모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보장성주택 필요

의식 및 출산의향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한다. 그 이유는 도시인

구 규모에 따라 주거비 부담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및 출산의향 3자 간

의 인과관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73).

이에 따라 먼저 설문대상 지역의 도시인구 규모를 다음과 같이 분류

한다. 2014년 국무원 통지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등급체계는 상주인구 규

모에 따라 소도시, 중도시, 대도시, 특대도시, 초대도시 총 5가지 유형으

로 구분한다([표 6-16]). 이 중에서 소도시와 대도시는 인구의 범위에 따

라 각각 두 가지 유형으로 다시 구분한다.

한편,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에 사용되는 설문대상의 지역별 상주인구

수는 아래의 [표 6-17]과 같다. 요약하면 2019년을 기준으로 상주인구

수는 대체로 200만 이상에서 2500만 명 이내로 집계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도시등급체계에 근거하여 설문지역의 도시유형은 대도시, 특대도

시, 초대도시 총 3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대도시는 총 15개, 특대도

73) 여기서 인구규모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세 집단
간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요인부하량()를 동일하게 제약 후 비제약모형과의 적합
도 차이를 통해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이는 요인부
하량 동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석은 적합하지 않다.

유형 상주인구 규모 비고

소도시 50만 명 이하
Ι형소도시20만이상50만명이하

Π형소도시20만명이하
중도시 50만 이상 100만 명 이하

대도시 100만 이상 500만 명 이하
Ι형대도시300만이상500만명이하

Π형대도시100만이상300만명이하
특대도시 500만 이상 1000만 명 이하
초대도시 1000만 명 이상

[표 6-16] 도시인구 규모에 따른 중국 도시등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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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총 12개, 초대도시는 총 8개 등으로 구분한다.

번호 도시 상주인구(2019) 유형
1 상하이(上海) 2428.14 초대도시
2 베이징(北京) 2153.60 상동
3 톈진(天津) 1561.83 상동
4 광저우(广州) 1530.59 상동
5 선전(深圳) 1343.88 상동
6 쑤저우(苏州) 1075.00 상동
7 스자좡(石家庄) 1039.42 상동
8 항저우(杭州) 1036.00 상동
9 바오딩(保定) 939.91 특대도시
10 원저우(温州) 930.00 상동
11 쉬저우(徐州) 882.56 상동
12 닝보(宁波) 854.20 상동
13 난징(南京) 850.00 상동
14 포산(佛山) 815.86 상동
15 탕산(唐山) 796.40 상동
16 난퉁(南通) 731.80 상동
17 옌청(盐城) 720.89 상동
18 우시(无锡) 659.15 상동
19 진화(金华) 562.40 상동
20 사오싱(绍兴) 505.70 상동
21 쑤첸(宿迁) 493.79 대도시
22 후이저우(惠州) 488.00 상동
23 자싱(嘉兴) 480.00 상동
24 창저우(常州) 473.60 상동
25 타이저우(泰州) 463.61 상동
26 장먼(江门) 463.03 상동
27 랑팡(廊坊) 456.32 상동
28 양저우(扬州) 454.90 상동
29 롄윈강(连云港) 451.10 상동
30 헝수이(衡水) 448.60 상동
32 둥관(东莞) 388.60 상동
32 중산(中山) 338.00 상동
33 전장(镇江) 320.35 상동
34 후저우(湖州) 267.57 상동
35 주하이(珠海) 202.37 상동

[표 6-17] 설문대상 지역별 상주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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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구 규모에 따른 출산 구조방정식 추정결과는 [표 6-18]과 [그림

6-5]에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도시인구 규모가 큰 초대도시일수록 경

로계수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에

서 주거비 부담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및 출산의향 간의 3자 간의 관계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비 부담은 초대도시의 경우에만 출산의향

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규모가 큰 초대

도시는 기타 도시에 비해 주택수요 급증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출산의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유의

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출산의향도 마찬가지로 초대도시 경우에만 보장성주택 필요의

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출산하

게 되면 주거면적 개선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높

은 주택가격은 주거비 부담을 가중화시킨다. 반면 보장성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의향에 따른

보장성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거비 부담 증가에 따른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이 증가는 대도

시, 특대도시, 초대도시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역으로 보장성주택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 주거 포용성 정책은 특대도시와 초대도시에서 주거비 부담 및

보장성주택 필요의식과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포용성이 좋을수록 보장성주택 필요의식과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동시에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대도시와 초대도시의 경우 저소득

계층, 신혼부부, 청년 등을 포함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 포용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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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1, **P<0.05, ***P<0.01

Path
대도시 특대도시 초대도시

Beta Beta Beta

출산

의향

← 주거비 부담 -0.05 -0.02 -0.07**

← 주거 포용성 -0.02 0.16* 0.10*

← 육아환경 0.16 0.11 0.16***

← 교육시설 접근성 -0.01 -0.12** -0.11**

← 주거만족도 0.02 -0.04 -0.06*

← 출산정책 0.15** 0.15*** 0.20***

← 주거형태(1=보장성주택) -0.03 0.11 0.23**

← 결혼상태(1=기혼) 0.91*** 0.87*** 0.95***

← 호적상태(1=현지) 0.29 -0.10 -0.36***

주거비

부담

← 주거 포용성 -0.22 -0.18** -0.12**

← 주택가격 수준 0.36*** 0.42*** 0.42***

← 주거비 지출 0.16** 0.18*** 0.18***

← 가구소득 -0.03 -0.10*** -0.10***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 출산의향 -0.01 0.03 0.04**

← 주거비 부담 0.12** 0.15*** 0.15***

← 주거 포용성 0.11 0.23*** 0.17***

← 주택가격 수준 0.28*** 0.25*** 0.27***

육아환경 ← 정주환경 0.82*** 0.85*** 0.57***

교육시설

접근도
← 정주환경 0.41*** 0.56*** 0.45***

주거 만족도 ← 정주환경 0.47*** 0.54*** 0.38***

주거비 지출 ← 가구소득 0.20** 0.27** 0.38***

가구소득 ← 교육수준 0.62*** 0.58*** 0.65***

Obs 709 683 638

모형 적합도: RMSEA=0.042, CFI/TLI=0.73/0.71

[표 6-18] 도시인구 규모에 따른 출산 구조방정식 추정결과



- 153 -

[그림 6-5] 도시인구 규모에 따른 출산 구조방정식 추정결과

대도시-출산 구조방정식 추정

특대도시-출산 구조방정식 추정

초대도시-출산 구조방정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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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과 이주 간 관계 분석

1. 분석모형

앞서 출산 구조방정식 모형과 같은 맥락에서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과

이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6-6]과 같은 경로도를 통

해 구조방정식 모형(이하 이주 구주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이주 구조방

정식의 핵심은 주택시장과 및 주거보장과 이주 3자 간의 인과관계를 밝

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미시적 관점에서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의 대리

변수로는 각각 주거비 부담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잠재변수를 사용하였

고, 이주의 대리변수로는 이주의향 잠재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6-6]의 이주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경로①

(주거비 부담→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주거비 부담이 보장성주택 필요

의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한다. 앞서 출산 구조방정식과 같은

방식으로 높은 주택가격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보장성주택에 대한 수요(필요의식)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경로②(주거비 부담→이주의향)는 주거비 부담이 이주의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높은 주택가격은 인

구이동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시적 관점에서도 주거비 부담의 증가는 이주의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

한다. 즉, 주거비 부담은 이주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로③(이주의향→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은 이주의향이 보장성주택 필

요의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한다. 주거비 부담의 증가는 해당

도시를 떠나려는 인구유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주를 통한 인구유출은

보장성주택에 대한 수요를 일부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이주

의향의 증가에 따른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이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에 미치는 총 효과는 경로

①(주거비 부담→보장성주택 필요의식)에 의한 직접효과와 경로②(주거

비 부담→이주의향)와 경로③(이주의향→보장성주택 필요의식)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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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간접효과도 포함하여 추정한다.

한편 주거비 부담 및 보장성주택 필요의식과 이주의향 간의 인과관계

를 보다 정확한 규명을 위해 [그림 6-7]과 같이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모

형의 적합도를 높인다.

[그림 6-6] 이주구조방정식경로도예시

[그림 6-7] 전체 이주 구조방정식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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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향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는 주거 포용성, 주거만족도, 교육시설

접근, 육아환경, 정주환경 등 잠재변수와 혼인상태, 호적상태, 가구소득,

교육수준 등 측정변수들이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을 통제하기 위해 주택

가격 수준, 주거비 지출, 가구소득, 교육수준 등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

이주의향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0.56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신뢰성

에 이어 집중타당성 분석결과도 이주의향과 측정변수인 ‘이사할 계획 가

능성’은 0.38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이 낮아 집중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6-19]).

이에 따라 이주의향 잠재변수의 낮은 신뢰도와 ‘이사할 계획 가능성’

관측변수 간의 집중타당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할 계획 가능

성’와 ‘이주를 한다면 몇 년 안에 가실 계획인지’ 두 항목을 단일항목으

로 합산하여 단일 관측변수를 통해 이주의향의 잠재변수를 측정한다. 이

외 이주 구조방정식 모형에 활용하는 주거만족도,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교육시설 접근성, 육아환경, 정주환경, 주거포용성 등 잠재변수에 관한

신뢰도와 타당성은 앞서 [표 6-13]을 참고하면 된다74).

주: *P<0.1, **P<0.05, ***P<0.01

74) 보다 효율적인 추정울 위해 이주 출산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주거비 부담 변수는 ‘주
거비 부담 큰 편인지’ 하나의 측정변수만을 통해 잠재변수를 구성하였다.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화 계수 C.R. C.A.

이주의향
이주(이사)할 계획 가능성 0.38 4.98***

0.56
이주를 몇 년 안에 가실 계획인지 0.99 5.11***

[표 6-19] 이주 구조방정식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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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분석

이주 구조방정식에 사용되는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요약하면 주거비 부담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주거비 부담과 이주의향

은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보장성주택 필요의식과 이

주의향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리고 주거 포용성, 주거만족도, 교육시설 접근성, 육아환경, 정주환경,

혼인상태(기혼=1)는 이주의향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반면 교육수준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표 6-20]).

주: *P<0.1, **P<0.05, ***P<0.01

변수명
보장성
주택
필요의식

주거비
부담

이주
의향

주거
포용성

주거
만족도

교육시
설
접근성

육아
환경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1

주거비부담 0.28*** 1
이주의향 0.02 0.04* 1
주거포용성 -0.03 -0.14*** -0.14*** 1
주거만족도 -0.04* -0.12*** -0.12*** 0.29*** 1
교육시설접근성 0.01 -0.10*** -0.10** 0.18*** 0.25*** 1
육아환경 0.03 -0.12*** -0.12*** 0.42*** 0.37*** 0.43*** 1
정주환경 0.06** -0.01 -0.05** 0.40*** 0.30*** 0.35*** 0.50***
혼인상태 0.15*** 0.01 -0.07** 0.06** 0.09*** 0.10*** 0.14***
호적상태 -0.07** -0.08*** -0.08** 0.06** 0.11*** 0.15*** 0.09***
주택가격수준 0.26*** 0.36*** -0.05** -0.19*** -0.11*** -0.01 -0.11***
주거비지출 0.02** 0.23*** 0.06 0.08*** 0.08*** 0.03 0.12***
가구소득 0.00 0.01 -0.02 0.11*** 0.20*** 0.17*** 0.17***
교육수준 -0.02 0.13*** 0.24* 0.01 0.05** 0.06** -0.05**

변수명 정주
환경 혼인상태 호적

상태
주택가격
수준

주거비
지출

가구
소득

정주환경 1
혼인상태 0.09*** 1
호적상태 0.04** 0.14*** 1
주택가격수준 0.09*** 0.09*** -0.01** 1
주거비지출 0.10*** 0.21*** 0.01 0.04* 1
가구소득 0.22*** 0.21*** 0.10*** 0.10*** 0.32*** 1
교육수준 0.08*** -0.10*** 0.08*** 0.09*** 0.16*** 0.30***

[표 6-20] 이주 구조방정식 변수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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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주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1) 전체 이주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주거비 부담과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및 이주의향 간의 구조방정식 모

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6-21]과 [그림 6-8]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은 최

대우도법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FI와 TLI의 값은

기준에 비해 적합도 지수가 다소 낮지만, RMSEA(0.068)의 값이 0.8 이

하이므로 전반적으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추정계수에 초점을 맞추면, 주거비 부담은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에 유

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출산 구조

방정식 모형을 추정한 결과와 동일하다. 즉, 높은 주택가격은 가구의 주

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보장성주택에 대한 수요(필요의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은 이주의향에 유의미한 양

(+)의 영향을 미치고, 이주의향은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에 유의미한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가설 3’과 ‘연구가설 4’ 대

한 검증결과이다. 즉, 주거비 부담은 해당 도시를 떠나고자 하는 이주의

향을 증대시키며, 이러한 이주의향은 보장성주택에 대한 수요를 일부 상

쇄시킨다. 다시 말해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은 보장성주택을 통한

것과 이주를 통한 것이 있는데, 이 두 방법은 모두 주거비 부담을 일정

정도 해소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주거비 부

담이 보장성주택 수요 증대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0.22)가 이주의향을

통한 보장성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간접적 효과(-0.03)75)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은 전반적으로 보장성주택 수요를 증대시키

는 총효과(0.19)를 갖는다.

이어서 기타 잠재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주거 포용성은 주거비 부

담,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75) 간접효과의 크기–0.03은 주거비 부담이 이주의향에 미치는 직접효과 크기(-0.05)와
이주의향이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크기(0.06)를 곱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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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또한 주거 포용성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이는 다시 이주

의향의 감소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주: *P<0.1, **P<0.05, ***P<0.01, Coefficients: generalized least squares.

육아환경, 교육시설 접근성, 주거만족도 등은 도시의 어메니티로서 이

주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좋을수록 현 거주지에 머무르는

경향이 높다. 다시 말해 육아환경, 교육시설 접근성, 정주환경 및 주거만

족도가 높을수록 이주의향이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육아환경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주환경은 주거만족도와 교육시설

Path Beta std.Err.

이주의향

← 주거비 부담 0.05* 0.02

← 육아환경 0.01 0.03

← 교육시설 접근성 -0.06** 0.05

← 주거만족도 -0.19*** 0.05

← 주거포용성 0.04 0.03

← 가구소득 0.03 0.02

← 교육수준 0.04** 0.02

← 결혼상태(1=기혼) -0.05** 0.02

← 호적상태(1=현지) -0.07** 0.03

주거비 부담

← 주거포용성 -0.07*** 0.02

← 주택가격 수준 0.20*** 0.04
주거비 지출 0.40*** 0.02

← 가구소득 -0.19*** 0.02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 이주의향 -0.06** 0.02

← 주거비 부담 0.22*** 0.02

← 주거 포용성 0.10*** 0.03
육아환경 ← 정주환경 0.67*** 0.02

교육시설 접근도 ← 정주환경 0.49*** 0.02
주거 만족도 ← 정주환경 0.43*** 0.02
주거비 지출 ← 가구소득 0.36*** 0.02
가구소득 ← 교육수준 0.29*** 0.02

모형 적합도     ＝ 5708.13***, RMSEA=0.068, CFI/TLI=0.78/0.76
표본수 2,192

[표 6-21] 이주 구조방정식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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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주환경이 좋을수록 주거만족도와 교육시설 접근성이 높으므로 이주

의향은 감소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측정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결혼상태에 따른 이

주의향은 미혼 가구는 기혼 가구에 비해 이주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호

적상태에 따른 이주의향은 외지 호적자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도

시의 주택가격 수준은 주거비 부담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거비 지출은 주거비 부담에 유의미한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거비 지출이 많을수록

주거비 부담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구소득이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0.19)는 주거비 지출을 통한 간접적인 효

과(0.14)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으면 주거비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6-8] 이주 구조방정식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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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인구 규모에 따른 이주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앞서 도시인구 규모에 따른 출산 구조방정식 추정과 같은 방식으로

대도시, 특대도시, 초대도시 각각의 이주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한 결과

를 [표 6-22]와 [그림 6-9]에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초대도시는 기타

도시에 비해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주거비 부담 및 보장성주택 필요의식과 이주의향 간의 3자 간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76).

주거비 부담은 초대도시의 경우에만 이주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대도시는 기타 도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으며

그로 인해 주거비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주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

이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주의향도 마찬가지로 초대도시 경우에만 보장성주택 필요의

식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전체 이주 구

조방정식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주거비 부담이 높을수록 이주의향이 증

대시키는데, 이러한 이주의향 증대는 보장성주택에 대한 수요를 일부 상

쇄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인구 규모에 따른 출산 구조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주거비

부담이 높을수록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이 증가는 대도시, 특대도시, 초대

도시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외 주거 포용성 정책은 대도시와 초대도시에서 주거비 부담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대

도시와 초대도시에서는 주거 포용성 정책이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포

용성이 좋을수록 보장성주택 필요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동시에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구 규

모가 큰 도시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

포용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76) 마찬가지로 인구규모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앞
서 출산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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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1, **P<0.05, ***P<0.01

Path
대도시 특대도시 초대도시

Beta Beta Beta

이주

의향

← 주거비 부담 0.02 0.05 0.07*

← 주거 포용성 0.22 0.11 -0.02

← 육아환경 1.4e-06 0.07 -0.02

← 교육시설 접근성 0.05 -0.15** -0.08**

← 주거만족도 -0.21* -0.23** -0.33***

← 가구소득 -0.004 0.4 0.2

← 교육수준 0.05 0.4 0.7

← 결혼상태(1=기혼) -0.21 -0.06 -0.14**

← 호적상태(1=현지) -0.09 -0.12 -0.21***

주거비

부담

← 주거 포용성 -0.33* -0.10 -0.13**

← 주택가격 수준 0.37*** 0.37*** 0.32***

← 주거비 지출 0.29** 0.32*** 0.35***

← 가구소득 -0.11** -0.14*** -0.15***

보장성주택

필요의식

← 이주의향 -0.04 0.001 -0.05***

← 주거비 부담 0.07** 0.07*** 0.15***

← 주거 포용성 0.03 0.15** 0.12***

육아환경 ← 정주환경 0.47*** 0.84*** 0.57***

교육시설 접근도 ← 정주환경 0.43*** 0.59*** 0.44***

주거만족도 ← 정주환경 0.47*** 0.46*** 0.36***

주거비 지출 ← 가구소득 0.21** 0.28** 0.35***

가구소득 ← 교육수준 0.58*** 0.60*** 0.65***

Obs 779 755 658

모형 적합도: RMSEA=0.042, CFI/TLI=0.73/0.71

[표 6-22] 도시인구 규모에 따른 이주 구조방정식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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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이주 구조방정식 추정

특대도시-이주 구조방정식 추정

초대도시-이주 구조방정식 추정

[그림 6-9] 도시인구 규모에 따른 이주 구조방정식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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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선진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저출산 문제는 최근 들어 개발도상국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이다. 신중국 건국

초기 중국 당국은 인구가 국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노동력 확보와 생산력 증대를 도모하다가 결국 인구압력으로 사회

및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지배구조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자 1980

년부터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그 후

저출산 문제가 불거지자 2016년에 다시 두 자녀 출산장려정책으로 회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좀처럼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2021년 8월에 ‘인구 및 계획생육법’을 개정하여 세 자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두 자녀 정책효과마저 미비한 실정에서 추진한 세 자녀 정

책은 현실과 괴리가 클 뿐만 아니라 산아제한정책을 완전히 폐지되었다

고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자녀 수의

증가는 바로 양육비의 증가로 이어져 특히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가구의

주거면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실제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가격

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의 증가는 오히려 가구형성(혼인/

출산)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산의향이 점점 줄

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주택(보

장성주택)공급을 통해 출산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의 첫 번

째 목적인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의 상호영향을 고려하는 속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 공급이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비 부담

및 보장성주택 필요의식과 출산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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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의 상호영향을 고려하는

전제하에서 주택가격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보장성주택 공급은 출생

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주택가격과 보

장성주택 용지공급의 상호작용은 출생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주택가격은 보장성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출

생률 증가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미시적 관점에서 높은 주택가격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

키고, 이는 다시 보장성주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보장성주택 수요 증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출산의향의 감소를 통해 보장성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효

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주거비 부담은 보장성주택

수요를 증대시키는 총 효과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보장성주택 거

주자는 상품주택(자가/차가 포함) 거주자보다 출산의향이 높게 나타났으

며, 이는 보장성주택 거주가 주거비부담을 감소시키고 주거안정을 높임

으로써 출산의향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주택시장(주택가격)의 변동은 출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인구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또는

저발전 지역에서 발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지역의 산업화 및 도시

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상당수의 이주민(농민공 포함)

은 해당 도시의 호구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제도적 차별과 배제를 당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점진적 개혁을 통해 베이징, 상하이 등 대

도시를 제외한 기타 도시들의 호적등록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도시의 주

민과 동등한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개선은 도

시의 진입장벽을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수요 급증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은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

기 때문에 지역정착 및 주거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주거

문제가 갈수록 가중되면서 도시 내 인구유출이 발생하거나, 또는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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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구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과 같은 맥락에서 공공주

택(보장성주택)공급을 통한 인구이동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

는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의 상호영향을 고려하는 속에서 거시적 관점에

서 주택가격과 보장성주택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미시

적 관점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비 부담 및 보장성주택 필요

의식과 이주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힌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의 상호영향을 고려하는

전제하에서 주택가격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보장성주택 공급은 순이

동인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주택가격

과 보장성주택 용지공급의 상호작용은 순이동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는데, 이는 높은 주택가격은 보장성주택 증가에 따른 순이동인구 증가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미시적 관점에서 앞서 출산과 마찬가지로 높은 주택가격은 가구

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보장성주택에 대한 수요(필요

의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주거비 부담은 해

당 도시를 떠나고자 하는 이주의향을 증대시키며, 이러한 이주의향은 보

장성주택에 대한 수요를 일부 상쇄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주

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은 보장성주택을 통한 것과 이주를 통한 것이

있는데, 이 두 방법은 모두 주거비 부담을 일정 정도 해소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장성주택에 대한

수요측면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보장성주택의 공급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조방정식 모형 중 주거 포용성 변수를 통해 주거 포

용성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이것이 다시 이주의향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장성주택의 수요와 이주가 주

거비 부담이라는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둘이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주의향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장성주택 수요의 충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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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연구요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장성주택 공급은 출산과 인구이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

다. 따라서 도시의 중ᐧ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

하여야 하는 실정임을 고려하면, 상품주택 공급에 따른 대체효과보다는

토지재정 증대를 통한 보장성주택 공급 증가의 보완 효과를 진작시키는

데 도시·주택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장성주택 공급유형에 따른 경제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출

산과 인구이동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 중에서 경제적용주

택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공공임대주택은 인구이동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거형태에 따른 자산효과와 지역의 호적제도 영

향을 받는 것을 시사한다. 즉, 경제적용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

소유가 가능하므로 주거 안정성이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산효과가 있어 출산에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 지역의 호적등록자가 아닌 경우 경제적용주택의

정책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경제적용주택의 순이동에 대한 긍정적

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현지

호적과 상관없이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당장 살 집을 제공하

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최대 임대 기간이 5년

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출산으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신혼부부, 결혼적령기 청년층 등 자녀 출산의향이 높은 계층에 대

해서는 경제적용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그리

고 가구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 이주민 등의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호적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제도적 개혁과 현재 선진국에서 시

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련한 각종 법 제도에 대해 벤치마킹이 가능

한지를 검토한 후 중국 실정에 맞는 보장성주택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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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셋째, 보장성주택 공급은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킴

으로써 출생률과 순이동인구를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상품주

택 공급의 축소로 인해 주택시장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출생률과 순이

동인구를 감소하는 효과도 동시에 갖는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효과로 인

하여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보장성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출산 및 순이동

인구 증가 효과는 체감(递减)한다. 이는 무제한 보장성주택 공급정책은

저출산 및 인구이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주도형보다 수요주도형의

보장성주택 공급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수급 모니터링 체계구축, 투기억제정책, 부동산 보유세제도 등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전환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서 베트남, 북한 등 유사한 경로를 따르게 될 사회주의 국가에

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공공이 국민의 주거를 책

임지던 사회주의 주택체제로부터 급격한 시장화와 민영화 과정을 겪으면

서 주택가격의 폭증과 주거비 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경험하였다.

오늘날 중국의 대도시가 겪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유출은 그러한 급

격한 전환과정에서 나타는 부작용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보장성주택이

라는 공공주택의 공급은 그러한 문제들을 일부 저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으나, 토지재정이라는 시장의존적 재무구조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제약요소로 작용하며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발 전환국가들은 중국의 이

러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가가 주택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

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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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중국의 직할시 및 지급도시를 대상으로 주거와 출산 및 주

거와 인구이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선행

연구는 주로 민간주택시장 변동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이동 변화

에 대해 단편적으로 다뤘다면 본 연구는 민간주택시장과 공공주택공급을

함께 고려하는 속에서 출산 및 인구이동 각각에 미치는 영향과 주택시

장, 주거보장 및 출산 그리고 인구이동 각각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주거와 인구변동 간의 관계에 대해 일반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자료에 의존하였던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

방법에서 벗어나서 개인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 1차 자료를 구축하여 1, 2차 자료를 종합적

으로 활용함으로써 분석의 정교성을 제고시켰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과

주거보장정책의 상호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속에서 보장성주택 공

급이 출산과 인구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보장성주택

유형에 따라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높은

주택가격은 보장성주택의 출산과 순이동에 대한 증가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와 보장성주택 거주자는 상품주택 거주자보다 출산의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향후 과제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보장성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저출산과 순이동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어느 정도 변수 누락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거시적 관

점에서 출산 패널모형에 관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교육수준에 관한

변수와 지역의 보육시설, 양육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은 출산

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가 구

축되면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시적 관점에서 인

구이동을 설명하는 개인 요인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이주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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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착지(OD: Origin and Destination)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은 이

루어지지 못했기에 주거와 인구이동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거시적 측면에서 산아제한정책 완화와 관련한 정책변

수를 추가하여 주택시장 및 주거보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필

요가 있다. 특히 2015년 ‘1가구 2자녀’ 정책 시행 전후를 비교·분석을 통

해 지역별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

지 못한 이유는 분석이 가능한 최근 패널자료는 2009∼2017년까지이므

로 2015년 전후를 기점으로 분석하기에는 기간이 짧고 효율적인 추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향후 자료가 구축되면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으

로 본다.

셋째, 본 연구는 호적제도가 반영한 특정 도시의 주거와 출산 및 인구

이동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북경, 상해 등 대도시는 호

적등록이 여전히 어렵다. 특히 보장성주택 일환인 경제적용주택의 정책

적 대상에 포함되려면 먼저 현지 호적등록이 필수이다. 따라서 호적의

차이에 따라 즉 현지호적자와 외지호적자(이주민)를 구분하여 특정 도시

의 주거문제가 출산 및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와 출산 및 인구

이동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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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한국어 설문지

A. 주거만족도

B. 주택가격 수준 및 주거부담

C. 보장성주택 필요의식(경제적용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D. 출산의향 및 출산환경

A1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주십시오.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A2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주십시오.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B1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주택가격이 높은 편입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B2 귀하 또는 귀댁은 현재 주거비(주택대출, 임대료 등) 부담이 큰 편입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B3 부모의 도움없이 주택구입이 어렵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C1 귀하는 경제적용주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부정적 ¨ 부정적 ¨ 보통 ¨ 긍정적 ¨ 매우 긍정적
C2 귀하 또는 귀댁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경제적용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C3 귀하 또는 귀댁은 경제적용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C4 귀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부정적 ¨ 부정적 ¨ 보통 ¨ 긍정적 ¨ 매우 긍정적
C5 귀하 또는 귀댁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C6 귀하 또는 귀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D1 귀하 또는 귀댁의 현재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명
D2 출산제한정책이 없다면 몇 명을 더 낳고 싶습니까?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 향후 출산계획에 대해 응답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 현 자녀 수 기준으로 향후 출산계획에 대해 응답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명
D3 귀하 또는 귀댁은 정부의 1가구 2자녀 출산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혀 효과 없다 ¨ 효과 없다 ¨ 보통 ¨ 효과 있다 ¨ 매우 효과 있다
D4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유치원까지 거리가 가깝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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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이주 의향 및 정주환경

F. 주거 포용성
F1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및 경제적용
주택 지원 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F2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장애인 가정을 위한 주거지원(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및 경제
적용주택 지원 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F3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지원(임대료 보조, 공공임대 및 경제적용주
택 지원 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F4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주택담보대출 혜택, 공공임대 및 경제적
용주택 지원 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E1 귀하 또는 귀댁은 향후 다른 도시(지역)로 이사(이주)할 계획이 있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E2 이사(이주)를 한다면 몇 년 안에 가실 계획입니까?
¨ 2년 이내 ¨ 2~4년 ¨ 4-6년 ¨ 6~8년 ¨ 8년 이상( )
E3 나는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임금수준에 만족한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E4 나는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서 거주지와 직장이 가깝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E5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E6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E7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교통이 편리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E8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공원녹지가 잘 되어 있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D5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가깝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D6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중고등학교까지 거리가 가깝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D7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사교육시설(각종 학원)까지 거리가 가깝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D8 나 또는 배우자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D9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D10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괜찮은 어린이병원이 가까이에 있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D11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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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응답자 기본정보

F5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이주민 특히 농민공 위한 주거지원(임대료 보조, 공공임대 및 경제
적용주택 지원 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F6 귀하는 경제적용주택정책의 실제 시행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혀 효과 없다 ¨ 효과 없다 ¨ 보통 ¨ 효과 있다 ¨ 매우 효과 있다
F7 귀하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실제 시행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혀 효과 없다 ¨ 효과 없다 ¨ 보통 ¨ 효과 있다 ¨ 매우 효과 있다

성별
¨ 남
¨ 여

연령 ( ) 세 ※ 만 나이 기입

교육수준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혼인상태
¨ 미혼
¨ 기혼

근무형태
¨ 상용근로자
¨ 임시ㆍ일용 근로자
¨ 자영업자
¨ 기타( ) ※ 예: 가정주부, 프리랜서

월 가구소득

¨ 5000위안 미만
¨ 5000위안 이상~10000위안 미만
¨ 10000위안 이상~15000위안 미만
¨ 15000위안 이상~20000위안 미만
¨ 20000위안 이상~25000위안 미만
¨ 25000위안 이상~30000위안 미만
¨ 30000위안 이상 ( )위안
※ 지난 1년간(2019.1-2019.12) 가구 월평균 소득 기입

현 거주지 ( )성 ( )시

호적상태 ¨ 현지호적
¨ 외지호적

주택유형

¨ 상품주택
¨ 임대형주택
¨ 경제적용주택
¨ 공공임대주택
¨ 기타( )

월 평균 주거지출
(대출 또는 임대료)

¨ 1000위안 미만
¨ 1000위안 이상~3000위안 미만
¨ 3000위안 이상~5000위안 미만
¨ 5000위안 이상~7000위안 미만
¨ 7000위안 이상~9000위안 미만
¨ 9000위안 이상~12000위안 미만
¨ 12000위안 이상 (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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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국어 설문지

A、居住满意度

B、住房压力

C、保障性住房需求(经济适用房和公共租赁房)

D、生育意向及育儿环境

A1 请评价您对现住房的整体满意度。
¨ 非常不满意 ¨ 有些不满意 ¨ 一般 ¨ 有些满意 ¨ 非常满意
A2 请评价您对当前居住环境的整体满意度。
¨ 非常不满意 ¨ 有些不满意 ¨ 一般 ¨ 有些满意 ¨ 非常满意

B1 您或您家庭目前住房经济压力(仅房贷和租金)大吗？
¨ 完全没有压力 ¨ 有些没有压力 ¨ 一般 ¨ 有些压力 ¨ 完全有压力
B2 您认为您所居住城市房价高吗？
¨ 非常低 ¨ 有些低 ¨ 一般 ¨ 有些高 ¨ 非常高
B3 没有父母的帮助很难买房(比如父母帮忙付首付款或付全款以及协助还房贷等)。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C1 您如何看待经济适用房的政策本身？
※ 经济适用住房是以中低收入家庭、住房困难户为供应对象，住宅价格相对于市场价格比
较适中，为解决中低收入家庭住房问题而修建的社会保障性质的商品住房。

¨ 非常否定 ¨ 有些否定 ¨ 一般 ¨ 有些肯定 ¨ 非常肯定
C2 您认为您所居住的城市需要经济适用房吗？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C3 如果您或您家庭有机会入住经济适用房，会选择入住吗？
¨ 非常不愿意 ¨ 有些不愿意 ¨ 一般 ¨ 有些愿意 ¨ 非常愿意
C4 您如何看待公租房的政策本身？
※ 公共租赁房是政府或机构拥有，用政府核定的低租金租赁给低收入家庭。
¨ 非常否定 ¨ 有些否定 ¨ 一般 ¨ 有些肯定 ¨ 非常肯定
C5 您认为您所居住的城市需要公共租赁房吗？
¨ 完全不需要 ¨ 有些不需要 ¨ 一般 ¨ 有些需要 ¨ 完全需要
C6 如果您或您家庭有机会入住公租房，会选择入住吗？
¨ 非常不愿意 ¨ 有些不愿意 ¨ 一般 ¨ 有些愿意 ¨ 非常愿意

D1 您本人有几个子女？
¨ 0个 ¨ 1个 ¨ 2个 ¨ 3个 ¨ 4个以上( )个
D2 如果国家完全废止计划生育政策，您或您家庭希望再生几个孩子？
※ 如果您目前没有孩子，请对未来的生育计划作答；如果您目前有孩子，请根据当前孩子
数量对未来生育计划作答。

¨ 0个 ¨ 1个 ¨ 2个 ¨ 3个 ¨ 4个以上( )个
D3 您认为国家全面放开二胎政策对促进生育的影响如何？
¨ 完全没有效果 ¨ 有些没有效果 ¨ 一般 ¨ 有些效果 ¨ 完全有效果
D4 我认为我居住的社区靠近幼儿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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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迁移意向及居住环境

F、包容性居住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D5 我认为我居住的社区靠近小学。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D6 我认为我居住的社区靠近初高中。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D7 我认为我居住的社区靠近私人教育设施。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D8 我或我的配偶在单位中可以较为容易地获得产假。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D9 我认为我居住的社区配备了完善的儿童游乐设施。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D10 我认为我居住的社区附近有不错的儿童医院。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D11 我认为我居住的社区总体上具备了养育孩子的良好环境。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E1 您或您家庭未来几年是否有搬到另一个社区或迁居至其他城市的计划？
¨ 完全没有计划 ¨ 有些没有计划 ¨ 一般 ¨ 有些计划 ¨ 完全有计划
E2 如果搬到另一个社区或迁居至其他城市，打算几年内要搬迁？
¨ 2年以内 ¨ 2-4年 ¨ 4-6年 ¨ 6-8年 ¨ 8年以上( )
E3 我对目前居住城市的工资水平感到满意。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E4 我认为我所在的城市通勤时间短。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E5 我认为我居住的城市或社区配备了完善的医疗设施。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E6 我认为我居住的城市或社区拥有丰富的文化设施。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E7 我认为我居住的城市或社区交通便利。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E8 我认为我居住的城市或社区拥有舒适的公园绿地。
¨ 完全不同意 ¨ 有些不同意 ¨ 一般 ¨ 有些同意 ¨ 完全同意

F1 您认为您所在城市的地方政府对低收入人群的住房支持工作(租金补贴、提供公租房和
经济适用房等)完成得好吗？

¨ 非常不到位 ¨ 有些不到位 ¨ 一般 ¨ 有些到位 ¨ 非常到位
F2 您认为您所在城市的地方政府对残疾人家庭的住房支持工作(租金补贴、提供公租房和
经济适用房等)完成得好吗？

¨ 非常不到位 ¨ 有些不到位 ¨ 一般 ¨ 有些到位 ¨ 非常到位
F3 您认为您所在城市的地方政府对初入社会的人群(大学刚毕业的人或刚刚踏入社会的年
轻人)的住房支持工作(租金补贴、提供公租房和经济适用房等)完成得好吗？

¨ 非常不到位 ¨ 有些不到位 ¨ 一般 ¨ 有些到位 ¨ 非常到位
F4 您认为您所在城市的地方政府对新婚夫妻的住房支持工作(住房贷款优惠、提供公租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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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调查对象基本信息

和经济适用房等)完成得好吗？
¨ 非常不到位 ¨ 有些不到位 ¨ 一般 ¨ 有些到位 ¨ 非常到位
F5 您认为您所在城市的地方政府对流动人口尤其是农民工的住房支持工作(租金补贴、提
供公租房和经济适用房等)完成得好吗？

¨ 非常不到位 ¨ 有些不到位 ¨ 一般 ¨ 有些到位 ¨ 非常到位

性别
¨ 男
¨ 女

年龄 ( ) 周岁

受教育程度

¨ 小学
¨ 初中
¨ 高中
¨ 大学本科
¨ 研究生

婚姻状况
¨ 未婚
¨ 已婚

就业身份
¨ 有固定雇主的雇员
¨ 无固定雇主的雇员
¨ 个体户
¨ 其他( )

家庭月收入

¨ 5000元以下
¨ 5001-10000元
¨ 10001-15000元
¨ 15001元-20000元
¨ 20001元-25000元
¨ 25001元-30000元
¨ 30000元以上( )
过去一年(2019年1月1日至2019年12月31日)家庭总成员的平均月收入

现居住地 ( )省 ( )市

户籍情况
¨ 本地户籍
¨ 外地户籍

住房类型

¨ 商品房
¨ 普通租房
¨ 经济适用房
¨ 政府提的供公租房
¨ 其他( )

月均住房支出
（房贷，房租）

¨ 1000元以下
¨ 1001-3000元
¨ 3001-5000元
¨ 5001元-7000元
¨ 7001元-9000元
¨ 9001元-12000元
¨ 12000元以上( )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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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market, housing security,

and population change in China

: Focusing on Prefecture-Level City

Chenghua JI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na is experiencing a surge in housing prices and a sharp

increase in housing expenses as its socialist housing system, which

has been responsible for providing housing to its citizens, has been

marketized and privatized. These housing problems are fueling the

decline in the birthrate and the outflow of population in China’s big

cities.

The provision of social housing, which can reduce the burde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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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expenses, has been cited as an potential strategy to

ameliorate the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outflow caused by high

housing prices.

Give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ach

structural correlation of childbirth with the housing market and social

housing, and that of population outflow with the housing market and

social housing.

The analysis of childbirth sought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housing prices and social housing on childbirth through a macroscopic

view. Based on this, it sought to reveal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 the awareness of

the need for social housing, and the intention of giving birth through

a microscopic view.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 provision of social housing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birthrate and housing prices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birthrate. The interaction between housing

prices and the supply of land for social housing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birthrat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 rise in housing

prices increases the demand for social housing.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also indicates that excessively high housing prices offset the

effects of the increase in birthrate caused by the increased supply of

social housing units.

Second, both economical and comfortable housing and public rental

housing, which are classified as supply types of social housing,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birthrate, but only economic and comfortable

housing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irthrate. This

appeared to be affected by the asset effect of properties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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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ype of residence. In other words, unlike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stability is relatively high for economic and comfortable

housing since it can be self-owned. It can also have a positive effect

on childbirth through its generation of an asset effect.

Third, high housing prices were found to increase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s, which consequently leads to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social housing. The direct effect of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 on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social housing is greater

than the indirect effect of a decrease in the intention of giving birth

on the decrease in the demand for social housing. Therefore,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s has an overall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social housing.

The purpose of the following demographic analysis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housing prices and social housing on the net

migration through a macroscopic view. Based on this, it sought to

reveal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 the awareness of a need for social housing, and the

intention to migrate through a microscopic view.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vision of social housing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net migration, and that the housing prices

and the net migration have an inverse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and and housing prices

are surrogate variables that indicate the quality of life and industrial

demand of cities. However, even if housing prices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influx of the population at the beginning, an excessive

rise in housing prices results in a decrease in population influx owing

to the burden of living expenses caused by the increase in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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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ses. The interaction between housing prices and the supply of

land for social housing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net

migration. This indicated that, as in the earlier case of childbirth,

excessively high housing prices offset the increase in the net

migration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provision of social housing.

Second, both economic and comfortable housing and public rental

housing had positive (+) effects on the net migration, but only public

rental housing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et

migration. This appears to be affected by the local family registration

system. When migrating to another area, the effect of economic and

comfortable housing units on the net migration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because people without a registered family in the

corresponding area are excluded from the benefits of the economic

and comfortable housing policy. On the contrary, it was confirmed

that the public rental housing helps the influx of population by

providing places to live immediately to the underprivileged,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registered.

Third, high housing prices were found to increase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s on households, which in turn leads to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social housing. Conversely,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s was found to increase the intention to migrate to another

city, which partially offsets the demand for social hous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meet the demand for social

housing to lower the tendency to migrate because the demand for

social housing and migration result from a common cause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s and offset each other.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a usefu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housing policies that combat the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out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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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enting generalized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and childbirth and that between housing and population movement.

This was accomplished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rrelation and causality of childbirth and population with cognizance

of its mutual influence on China’s housing market and housing

guarantee policies. This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the effect on

demography with cognizance of its mutual influence on the housing

market and housing guarantee policies. Additionally, it was the first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market,

housing guarantees, and demography within the framework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Finally, as this study focused on China a transitional socialist

economy it can provide many insightful implications for other socialist

countries that will follow a similar path. Furthermore, it can als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market economies with a dual housing

market.

keywords : housing price, social housing, birthrate, intention of

giving birth, net migration, intention to mig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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