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보급률 100% 초과, 경제성장률 둔화, 인구
및 가구 성장세 둔화 등 주택수급 여건이 변화하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대신,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 전개
∙ 전반적으로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주택시장 사이클에 맞춰 정부의 정책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져 과거에 비해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줄어들고 있음
∙ 그러나 가격 상승기에는 건설업체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아파트 공급을 집중적
으로 늘리면서 공급과다 문제가 발생하여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주택가격
이 하락하게 되면 주택공급을 많이 줄이면서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킴
∙ 근본적으로 이러한 수급격차로 인한 시장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급이 수요에 맞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임
∙ 수급격차로 인한 부작용은 수요초과 시기에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공급초과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국민들의 자산규모가 축소되는 문제
점을 양산
∙ 청약경쟁률이 높은 수요초과의 상황에는 규제지역 지정, LTV, DTI 규제, 재정․
금융정책 등 중앙정부의 대응책이 비교적 많지만, 미분양률이 높은 공급초과 상
황에서는 공급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
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사전적 시장 모니터
링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춰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수요 증가에 따른 아파트 청약과열, 공급 증가에 따른 미분양, 미입주 등 신규
주택 수급 불일치로 인한 주택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별 수요에 맞게 사전적, 선제적으로 공급주체가 주택 공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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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신규주택 수급 불일치로 인한 지역부동산시장의 부정적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별 수요 대응 주택공급 유도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지역별 수급 불일치 발생원인과 영향에 대해 검토한 후, 수도권, 영남권 등 사례지
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청약경쟁률, 미분양률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
- 실증분석 결과와 함께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및 건설업체 개별심층면
담조사(IDI)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역별 수요 대응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이 연구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 연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차년에 걸쳐 수행
- 1차연도(2018년)는 지역별 수요 대응 신규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연구하며, 내년
(2019년)에는 재고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그림 1 | 연차별 연구수행계획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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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연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3~2017년,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과 영남권
공동주택 단지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함
∙ 1차연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역별 주택 수급 불일치 발생원인과 영향 분석,
아파트 수급불일치 발생원인의 분석방법론 검토 및 실증분석 수행, 국내외 사
례조사 등을 통해 지역별 수요대응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
1차 연도 주요 연구 내용
∙ 지역별 주택 수급 불일치 발생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 주택수급 불일치 발생원인,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는 주요 주택유형과 현황, 주택수급 불일치로
인한 시장 영향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 주택수급 관리 관련 국내외 제도와 동향
- 캐나다,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외국과 우리나라 수요 및 공급 추정, 시장진단 및 평가,
정보제공 등 제도와 동향 조사
∙ 아파트 수급 불일치 결정요인 실증분석
- 분석방법론 검토, 사례지역 선정 및 지역 특성, 수급불일치 결정요인 실증분석
∙ 지역별 수요 대응 공급 방안
- 지표를 활용한 시장모니터링 강화, 주기적 지역부동산시장 진단과 평가결과 제공, 수요검증
강화 등 제도보완, 안정적 택지 확보 및 공공의 역할 강화 등

∙ 2차연도(2019)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재고주택 현황 및 관리 실태 분석, 국내
외 재고주택 관리 관련 사례조사, 재고주택 관리체계를 평가, 기본인프라 정비
및 물리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경제적․배분적 측면의 재고주택 관리체계 개선방
안을 제시
2차 연도 주요 연구 내용
∙ 재고주택 현황 및 관리 실태 분석
- 유형별 재고주택 현황과 이슈, 재고주택 관리 실태와 문제점
∙ 국외 사례 조사
-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재고주택 관리제도의 변천과 시사점
∙ 재고주택 관리체계 평가
- 안전 및 기술 측면, 거래 및 가격 측면, 최저주거기준, 주거환경 등 주거복지 측면
∙ 재고주택 관리체계 개선방안
- 기본 인프라 정비 및 물리적 관리 측면, 경제적, 시장영향 측면의 개선방안

요 약 ·v

□ 연구의 흐름 및 세부 연구과정
그림 2 | 세부 연구과정

자료: 저자 작성

2. 지역별 주택수급 불일치 발생원인과 영향
□ 지역별 주택수급 불일치 발생원인 고찰
∙ 주택시장의 수급 불일치는 주택의 건설에서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거시
경제 변수나 시장 상황, 여러 정책변수들로 인해 공급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진미윤·허재완, 2009)
∙ 지역주택시장 상황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지역경제 여건 및 지역개발사업 이외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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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인구 및 가구 특성, 주거환경적 특성 등을 들 수 있음(변세일, 이수욱, 박천
규, 이태리 외 2016)
그림 3 | 지역별 주택 수급과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자료: 저자 작성

∙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별 주택 수급의 불일치 발생원인은 정밀한
지역수요예측 기법의 부재, 지역경제의 호황 및 침체 가능성 미반영, 입지(주
거환경) 분석 실패, 사업관련 정보의 부족, 소비행태의 변화 등으로 종합 가능
□ 수급 불일치가 나타나는 주요 주택 유형
∙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지역별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비
율이 75.0% 수준으로 단독주택 비율의 3배 수준이며, 공동주택유형 중 아파트
는 전국적으로 80.1%의 비율을 차지
∙ 2017년 주택 준공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아파트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음
∙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소유자가 직접 건축하여 입주하므로 실수요에 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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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건설 후 임대인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후분양에 가까워
수급 불일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반면, 신규주택 비중이 높고 준공하기 상당기간 이전에 선분양이 이루어지는
공동주택, 그 중에서도 아파트에서 수급 불일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지역별 청약경쟁률, 미분양 현황 및 주택가격 변화
∙ 공동주택, 아파트 수급불일치의 대리변수로 청약경쟁률과 미분양률을 활용
∙ 2017년 청약경쟁률이 높은 상위 10%지역을 분석한 결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180.6), 대구광역시 남구(128.4), 경기도 평택시(89.6), 대구광역시 수성구
(81.5), 세종특별자치시(7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2017년 5년간 미분양 주택수가 높은 상위 10%의 미분양 위험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미분양률이 높게 나타남
∙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변동률에 비해 미분양 위
험지역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음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미분양이 높은
지역은 미분양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8년 9월말 기준 경남 창원시의 미분양 주택수는 6,807호로 가장 미분양 주
택이 많은 지역인데,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침체, 경쟁적 동시 분양, 상대적 고
분양가, 무리한 외곽지역 주택 공급 등을 사유로 꼽고 있음
- 창원은 앞으로도 많은 입주물량이 남아 있어 당분간 지역 주택시장의 침체는
불가피해 보이므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한 주택가격의 추가 급락과 건설
업체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요에 맞게 공급 물량을 조절할 필요
□ 주택수급 불일치로 인한 시장 영향
∙ 주택수급 불일치로 인한 시장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변세일 외(2016),
조만·손재영 외(2013), 전성제 외(2016) 등이 있음
- 변세일 외(2016)는 회귀분석을 통해 시군구 단위 수요가 공급 보다 1천호 많
을 때, 실질아파트매매가격은 0.171% 상승한다고 밝혔고, 주택수급격차는
매매가격보다는 전세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함
- 조만·손재영 외(2013)에서는 초기 수급불균형 상태뿐만 아니라 수급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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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의해서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전성제
외(2016)에서는 수도권의 신규주택공급 등에 따른 비자발적 주거이동에 따
를 부작용을 제시
∙ 본 연구에서 공간패널모형을 통해 아파트 수급(공급물량, 청약자 수)이 아파트
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대수 증분, 준공물량, 청약자수,
미분양물량이 아파트가격 변동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
급관리를 통한 아파트 가격 안정의 효과를 확인
- 분석결과, 준공물량 1만호 당 월간 0.25%p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하락효과
가 나타나고, 청약자수 1만명 증가 당 월간 0.002%p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 공간패널모형 추정결과(종속변수=시도별 월별 아파트가격변동률)
변수내용

랜덤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계수값

S.E.

Pr(>|t|)

계수값

S.E.

Pr(>|t|)

상수항

0.2510***

0.0460

0.0000

세대수증가(만명)

0.1924**

0.0871

0.0272

-0.1541

0.0983

0.1169

준공물량(만호)

-0.2526***

0.0581

0.0000

-0.2903***

0.0562

0.0000

청약자수(만명)

0.0023*

0.0014

0.0879

0.0018

0.0013

0.1674

미분양물량(만호)

-0.3161***

0.0362

0.0000

-0.4817***

0.0421

0.0000

주: ***는 0.1%, **는 1%, *는 0.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 정책대응의 필요성
∙ 신규 공급주택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이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의 비중이 절대적
으로 높으며, 수급불일치로 인한 주택유형별 가격의 변동폭을 살펴보면 아파트
가격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아파트는 환금성이 높아 아파트 청약자수, 인허
가물량 등을 조절하게 되면 아파트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요에 맞춰 공급을 하는 데에도 다른 주택유형
에 비해 오랜 기간이 소요
∙ 이러한 이유로 시장의 자율조정 메커니즘에 맡겨 둘 경우 수급불일치로 인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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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부작용인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감소 등의 문제가 오랜 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
∙ 아파트 청약경쟁률과 미분양률(미분양주택수)을 관리하여 신규주택 불일치로
인한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3. 주택 수급 관리 관련 국내외 제도와 동향
□ 국내 사례조사
∙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13년~`22년) 주거종합계획에서는 10년 단위의 신규
주택수요를 전망하고 이를 감안한 주택공급계획을 제시
- 제2차 장기(`13년~`22년)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기존 2차 계획 수요
추정 방식 보완과 함께 최근 주택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주택수요를 전망
- 주거기본법에 따라 시·도 등 지자체는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
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앙정부의 주거종합
계획과 정합성을 고려
∙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
서 다수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해왔으며, 시장상황 및
시장위험에 대한 지수를 산출
- 현재는 시장 메커니즘, 정책지표 등을 감안한 다양한 변수를 통해 지역별, 하
위시장별 시장상황진단 및 시장위험경보지수를 생산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지역별 부동산시장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지원
∙ 주택 인허가권자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고, 주택은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 관련법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법,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 역세권법 등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관계법상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나 주택수요에 대한 검증은 부실
- 주택 공급과 관련한 심의, 허가, 평가 등의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개별 자치
단체가 마련한 주거종합계획상의 수요도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음
∙ LH에서는 사업지별 유효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활용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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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밀하게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의 고도화 작업을 수행
- 최근에는 전국 시군구 단위의 수요범위를 단순화하여 잠재수요권역을 7개 광
역권, 54개 시군구 사업지로 설정하여 M/W모형 및 MCI모형을 통한 유효수
요 추정 등을 통해 사업지의 유효수요를 추정하고 있음
∙ 민간건설사의 경우 지표를 통한 기초 조사 이후 실수요 조사, 인근 지역 최신
분양사업, 인근지역 최근 거래 현황을 바탕으로 공급 물량과 분양가격을 산정
-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해 먼저 지역단위(시군구 등)의 수급 관련 지표, 지역
경제, 거시 경제 지표, 정책 지표 등을 조사･ 분석하는 기초 조사 수행하고 있
으나, 민간건설사에서 지역경제 및 거시경제 지표 등을 효과적으로 분석 및
예측하는데 한계가 존재
∙ 주택관련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주택시장 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 LH의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정보
(R-ONE), HUG의 주택정보포털(HOUSTA) 등이 대표적임
- LH에서 운영 중인 HIS에서는 주택건설, 주택분양, 도시정비, 리모델링, 준
주택으로 분류하여 관련 공급통계자료를 제공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 중인 R-ONE에서는 감정원에 생산하는 통계자료뿐만 아
니라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는 국가통계를 통합하여 제공
- HUG에서 운영 중인 HOUSTA에서는 주택보증 통계정보, 주택사업자가이드, 주
택소비자가이드, 주택시장통합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
□ 국외 사례조사
∙ 캐나다 CMHC(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에서는 지역부동
산시장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15개 대도시 지
역의 가격,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시장평가보고서(Housing
Market Assesment)를 분기별로 공표
- 주택시장평가보고서를 통해 지역주택시장을 투기과열, 가격급등, 고평가, 공
급과잉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대응방향을 제안
- HMA는 중앙정부의 정책 설계 및 수립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CMHC
내부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 심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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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CMHC의 HMA와 지역부동산시장 평가 상황도

투기과열
가격급등
과대평가
공급과잉

수요초과에 따른 공급의 실행 → 투기수요의 관리
가격 상승의 기대 → 상당수의 투기수요 발생
펀더멘탈 보다 더 비싼 평균적인 주택가격 책정 →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공급이 수요를 초과 →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과잉의 흡수

자료: CMHC(2018)

∙ 캐나다 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에서는 주택시장 건전성 체크(Housing
Health Check)를 통해 주택시장의 잠재적인 수급 불균형을 조기에 경보
- 다양한 방면에서 주택시장 문제가 발생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상황을 광
범위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시보드(Dashboard)’ 접근법을 활용함
그림 5 | RBC의 HHC와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충분히 역사적 정상범위 밖에 있고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
약간의 역사적 정상범위 밖에 있고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
역사적 정상범위 내에 있고, 특별한 위협이 없음
자료: Canadian Housing Health Check, RBC,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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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중앙정부는 SHMA 실용지침(Strategic Housing Market Assessments;
Practice Guidance)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주택수요를 평가하는 기본 원
칙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공
- SHMA 실용 지침에서 정의하는 주택 수요의 의미는 계획기간 동안 주택 시장
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주택의 규모 및 주택 유형별 비중과 그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 규모를 의미하며, 향후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 주기
로 평가할 것을 권고
∙ 미국의 전미주택건설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에서는 주
택통계관련 데이터를 1961년부터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주, 광역
도시권 별로 신규주택 공급량, 주택매매량 등에 대한 현황 및 예측값을 제공
∙ 미국의 전미중개인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에서도 협회 회원
들에게 주택 거래, 신규 주택 공급, 주택 가격 전망 등 자료를 제공
∙ 싱가포르의 경우 HDB(Housing Development Board)와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서 각각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수급을 관리
- HBD는 공급된 공공주택의 재고물량뿐만 아니라 신규공금 물량 또한 직접 계
획하고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분석정보를 제공
- URA는 매 분기별로 민영주택시장에 대한 가격 및 임대료 변동, 신규분양 물
량 및 경쟁률, 향후 5년 공급 예정 물량, 주택 재고 상황과 공실률 등의 상세
한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
□ 시사점
∙ 시장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수급 관련 핵심지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 주도로 대
시보드 형태의 제공을 통해 시장상황을 쉽게 파악하게 하며, 주택시장 분석과
예측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지역 주택시장의 수급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지표의 작성 및 결과공개를 통
해 수급 불일치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시장 평가지표를 마련
∙ 주택 수급 관련 주요 지표를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위원회에서 주택
수요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국의 사례와 같이 인허가를 진행하는 자치
단체 차원의 수요 검증체계를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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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주택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현
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 택지소요를 감안하여 사전에 택지를 안정적으로 조성
할 필요가 있으며, 부족하기 쉬운 기반시설 확충 등에 공공의 역할 강화가 필요

4. 아파트 수급 불일치 결정요인 실증분석
□ 주요 선행연구와 사용 변수
∙ 아파트 수급 불일치의 결과로 나타나는 아파트청약경쟁률과 미분양의 결정요인
을 규명하려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단지특성, 주거환경특성, 거시경제 변화, 정
책 변화, 수요공급 관련 변수 등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으나, 단지 차원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음
- 청약경쟁률 결정요인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미분양 결정요인 관련 연구에서는 시계열 및 패널분석방법을 주
로 활용함
표 2 | 선행연구의 변수 정리
구분

설명변수

단지 특성

가격 정보(분양가, 매매가, 매매가격지수 등), 규모(주택, 단지 등), 브랜드, 난방 방식 등

주거 환경

도심·부동심과의 거리, 지구중심 및 상업지역과의 거리, 인근 공원과의 거리, 학군 등

경제

금리, 환율, 경기종합지수, 소비자동향지수, 종합주가지수 등

정책

정책 규제 지수, 주택관련 주요 정책 더미, 미분양 해소대책 더미 등

수요/공급

인구증가율, 인허가실적, 재고 대비 분양율, 미분양 아파트 시차 변수 등

자료: 저자 작성

□ 분석모형의 검토
∙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안정될 경우 지역특성을 반영한 분석모형 구축이 매우 중
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공간계량모형
인 GGAM모형과 GWR모형, 시계열모형을 기반으로 공간특성을 반영하는
SpVECM모형과 SGARCH모형, 그리고 지표 활용 평가법 등을 중심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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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가법모형(GGAM)은 일반화 가법모형(GAM)의 공간 응용모형으로 공
간계량경제모형, 지리적 가중회귀모형과는 달리 자료의 좌표를 모형에 직접적
으로 포함하는 모형임
- 국내 주택분야에서 주택가격예측과 민간 및 공공 주택수요를 예측하는데 실
험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선행연구에서 단지 베이스의 가격 예측에 있어
GGAM의 적용이 기존 방법론에 비해 예측력이 높음을 실증된 바 있음
∙ 지리적 가중회귀모형(GWR)은 주택가격 추정모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
형으로 공간계량경제모형의 공간가중치행렬의 개념을 활용하여 가중회귀분석
(Weighted Least Squares)에 적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공간계량경제모형
과는 달리 관찰지역 모두에 대해 추정 가능함
- GWR 모형은 특정변수의 공간 이질성 탐색 등 지리학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
되어 왔지만, 주택분야에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됨
∙ 공간백터오차수정모형(SpVECM)은 시계열 모형에 공간적 개념을 추가할 필요
가 있을 때, 시계열의 특성이 비정상성을 나타낼 때, 비정상성을 가진 시계열을
이용하기 위해 활용
- 국내 주택분야에서 SpVECM을 활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Beenstock & Felsenstein(2009)에서는 이스라엘 주택시장 분석에서 주택
가격과 인구, 소득, 주택재고 등과의 관계를 SpVECM을 통해 분석
∙ 공간 일반화 자기회귀조건부 이분산 모형(SGARCH)은 시계열 모형인 GARCH
모형에 공간 개념이 고려된 모형
- GARCH는 자기 자신의 과거 변동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반면, SGARCH
모형의 공간 변동성은 모든 다른 관측치의 변동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차이가
있음
∙ 공간 패널모형(Spatial Panel Model)은 패널자료의 형태가 공간적 속성을 가진
관측치로 구성되어 있을 때 공간적 자기상관을 다루기 위해 개발된 모형임
- 아직까지 국내 주택분야에서 공간 패널모형을 활용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소수의
선행연구에서 공간패널모형을 활용하여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
∙ 지역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의 분석 대상과 공
간 단위에 따라 분석 방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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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단지간 청약경쟁률과 미분양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에는 공간시차모형,
공간오차모형 등 공간계량모형의 도입이 필요하며, 분양단지가 입지한 주거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GGAM모형의 도입이 필요
- 특정 지역개발사업 대상지와 지역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때
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와 주택 위치 간의 공간적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GWR
기반의 시공간모형을 활용할 필요
- 주택 가격의 시간적 변동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특정 시점에서 경제적 충격의
공간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시계열모형에 기반한 시공간모형인
SpVECM이나 Spatial GARCH 등의 모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양한 모형에 대해 비교 검토한 결과, 청약경쟁률과 미분양 발생은 시간에 따
라 영향력이 변하거나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변
동성과 특정 시점에서의 이질적 공간적 효과를 확인해야 하므로 공간시계열 모
형(SpVECM모형, SGARCH모형 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그러나 청약과 미분양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이며, 시군구
합계(혹은 평균)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시계열 자료가 연속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시계열이 누락되는 등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기 어려워 공간시계열 모형
의 활용 필요성과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기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청약경쟁률과 미분양 등 아파트 수급 불일치의 결정원인을 분
석하는 데에는 다양한 공간계량모형을, 아파트 수급불일치가 주택가격 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공간패널 모형을 각각 활용
∙ 계량적 분석모형 이외에, 주택수요 평가에 지표활용법에 대한 고려도 가능
- 진미윤 외(2010)는 주택수요를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지표로 유발지
수, 주택제고 상황지표, 구매력 지표 등을 제안
□ 사례지역 선정 및 지역별 특성
∙ 2015~2017년 동안 공동주택 분양실적과 미분양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 미분양도 높게 나타남
∙ 민간공급 비율 또는 민간공급 주택공급량이 많은 지역 중 미분양주택 수 또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를 대상으로 공간적 탐색기법(LISA)을 활용하여
청약경쟁률과 미분양률이 높은 단지가 집중되는 지역을 검토한 결과, 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영남권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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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경쟁률은 영남권과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높고, 미분양주택수와 미분양
률은 경기남부-충남북부권, 경남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 공간탐색기법을 활용한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수
도권과 영남권을 실증분석 대상지역으로 설정
□ 사례지역 아파트 수급불일치 결정요인 분석
∙ 다양한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아파트 수급불일치의 결과로 나타나는 청약경
쟁률과 미분양 결정요인을 분석함
- OLS, SLM, SEM, GWR, GGAM 등을 활용하여 비교한 결과, OLS모형 보
다 공간상호작용을 고려하는 SLM, SEM 모형공간계량모형의 설명력이 우수
하고, OLS보다 단지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위치기반 공간계량모형인
GGAM모형의 예측력이 높게 나타남
∙ 청약경쟁률의 경우 단지별 청약경쟁률(1차 청약경쟁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공
간계량모형을 구축하였고, 미분양률의 경우 단지별 준공 전 미분양 주택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공간계량모형을 구축함
- 각 모형의 독립변수로는 단지특성, 주택시장, 주택공급, 거시경제, 인구·가
구, 정책, 주거환경과 관련 변수를 사용
표 3 | 수도권 청약경쟁률 결정요인 분석(SLM모형)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z값

p값

상수항
단지총세대수
㎡당 분양가격
가계대출금리
고용률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인구순이동
아파트 인허가실적
정책변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지하철역과의 거리
노인복지시설과의 거리
공간시차계수
AIC
RMSE

-11.33400
-0.00102
0.03423
-11.14600
0.57372
0.04677
-0.00069
0.00013
-0.59788
-0.00173
0.00003
0.00178
0.40871

19.356
0.001
0.004
2.005
0.293
0.067
0.001
0.001
2.447
0.003
0.000
0.001
0.040

-0.586
-1.011
8.448
-5.560
1.955
0.698
-0.954
0.167
-0.244
-0.586
0.147
2.366
86.843

0.558
0.312
0.000
0.000
0.051
0.485
0.340
0.867
0.807
0.558
0.884
0.018
0.000

76,73.700
19.413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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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 청약경쟁률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단지총세대수, ㎡당
분양가격, 가계대출금리,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숲과의 거리, 백화점과의
거리 등의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당 분양가격이 높을수록, 가계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지역내 고용률이 높을
수록, 노인복지시설과 거리가 먼 단지일수록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남
∙ 영남권 아파트 미분양률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단지총세대수, ㎡당 분
양가격, 고용률,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숲과의 거리, 백화점과의 거리 등의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지역내 고용률이 높을수록,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높을수록, 백화점과
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미분양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표 4 | 영남권 미분양률 결정요인 분석(GGAM모형)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상수항
단지총세대수
평당주택가격
가계대출금리
고용률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인구순이동
아파트 인허가실적
호수, 저수지와의 거리
숲과의 거리
백화점과의 거리
s(X좌표)
s(Y좌표)
Adj. R2
AIC
RMSE

5.234000
-0.000183
-0.000418
-0.036450
-0.066310
-0.006563
0.000083
0.000014
0.000019
0.000004
0.000016
1.324000
1.000000

1.544
0.000
0.000
0.114
0.024
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1.576
1.000

3.390
-1.470
-0.916
-0.321
-2.747
-2.166
1.164
0.281
0.150
0.393
4.639
3.035
0.123

0.002
0.152
0.367
0.750
0.010
0.038
0.254
0.780
0.882
0.697
0.000
0.091
0.728

0.469000
4.895597
0.183577

자료: 저자 작성

∙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음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단지 세대수와 입지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자치단체가 인허가
시 공급물량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단지의 입지적 여건이 분양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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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분양가격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HUG를 통한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 보증 전 분양가 통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에 더
욱 신경 쓸 필요가 있음
- 가계대출금리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금융정책을 통한 주택시장의
건전성 유지가 중요하며,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고용률 등 지역산업 안정성
제고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단, 기준 금리의 조정의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할 필요
- 주택수요자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국토연구원의 소비심리조사결과의 공표
범위를 시군구로 확대하고 가격과 거래량 지표 외에도 심리와 지역경제 상황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을 모니터링 할 필요

5. 지역별 수요대응 주택공급 방안
□ 지역별 수요대응 주택공급 방안
∙ 정책방안 도출과정과 방향에 있어 수급관련 지표를 통한 시장모니터링 강화,
주기적 시장진단 및 평가결과 제공, 수요검증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 안정적
택지 확보 및 공공역할 강화 등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향의 법령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정책의 성
공가능성을 높이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신규주택
수급격차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
∙ 공급주체인 건설사와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주택수요 및 공급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별 부동산시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이 필요하며, RBC와 같은 대시보드 접근법을 통한 지표 제공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 기준 제공이 병행되는 형태가 합리적
- 모니터링 시스템은 수급모형을 기초로 다양한 시장분석과 공간분석, 통계분석이
가능한 체계로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캐나다 RBC의 주택시장건전성 체크, CMHC의 지역별 주택시장평가 사례와 같
이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감소하는 차원의 공개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산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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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최종적으로는 정책시뮬레이션 기능이 탑재된 지역부동산시장모니터링시스템
을 구축하여 시장분석 ⇒ 시장평가 ⇒ 정책시행을 연계하여 지역별 맞춤형 정
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6 | 지역부동산시장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조(예시)

자료: 저자 작성

∙ 주택공급과정의 수요 검증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주택공급시 관
계법령상 위원회에서 수요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지
역별 주택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내용 등을 LH, 한국감정원, HUG 등 관
련 기관 법령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공공택지가 부족하고 공급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중기적 차원의 안정적 택지 조성 필요하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
- 지역별 부동산 경기사이클을 고려하여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 앞서 미리 공
공택지를 확보하여 민간에 매각하거나 공공분양 등을 통해 시장안정 도모
- 기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은 민간위주로 공급하되, 도시 외곽의 계획적
택지 공급은 인프라의 안정적 공급 등을 고려하여 공공이 주로 공급하는 등
역할 분담도 필요
∙ 시장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향적 금융정책의 운용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시장상황에 맞는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정책의 운용이 필요함
- 청약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시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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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맞는 지역차별적 LTV 및 DTI규제와 HUG를 통한 보증건수 및 한도 제
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되,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 대한 저리 정책
금융 확대, 비소구 대출 확대 등 주택금융소비자 보호방안도 강구
- 미분양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주도의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의 우선 지원 및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부채율 산입 배제, 수요 확대를 위한 원리금
납부의 순연 또는 할인,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정책저리금융 지원 등이 필요

6. 결론 및 향후 과제
□ 주요 결론
∙ 우리나라는 주택 유형 중 공동주택이 비율이 75.0% 수준으로 제일 높고 공동
주택의 약 80%는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사를 계획 중인 가구가 선호하
는 주택유형의 비중도 아파트가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신규주택의 수급
문제 접근시 아파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지표를 통해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주기적으로 주택시장에 관한 정확한 평가결
과를 제공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부족한 실정
∙ 청약경쟁률 및 미분양의 결정요인과 관련한 분석 결과, 단지총세대수, ㎡당 분
양가격, 가계대출금리,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숲·백화점과의 거리 등이 유
의한 변수로 나타남
- 자치단체가 인허가시 공급물량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인허가시 단
지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 그리고 중앙정부는 HUG를 통한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 보증 전 분양가 통
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청약경쟁률 및 미분양률을 조절할 필요
- 금융정책을 통한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미분양
률을 줄이기 위한 고용률 등 지역산업 안정성 제고 정책도 동시 고려 필요
-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택수요자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국토연구원의 소
비심리조사결과의 조사 및 공표 범위를 시군구로 확대하고, 가격과 거래량,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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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제언
∙ 지역 주택시장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해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
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통합정보를 쉽게 제공할 필요
- 지역 부동산시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건설업체가 희망하는 바와 같이 캐나다 RBC와 같은 대시보드 접
근법을 통한 지표 제공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 기준 동시 제공 필요
∙ 지역별 주택시장의 객관적 진단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와 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지역부동산시장 평가결과를 제공할 필요
- 주택수급 및 시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전망,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시장 영향요인을 고려한 정책수단 도입 및
강도를 조절
∙ 주기적인 수급격차에 의해 시장의 불규칙한 변동이 지속되지 않도록 주택공급과정
과정에서 법제도상 수요 검증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
- 현재 주택수요에 대한 검증과정도 부재한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 수요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
- 정보제공 강화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감정원법, 주택도시기금법(주택
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련 기관 법령에 추가할 필요
∙ 수급 불일치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택지를 확보해 나아가는 것
이 중요하며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
- 지역별 주택시장 수급 여건과 경기 사이클을 고려하여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 앞서 미리 공공택지를 확보하여 민간에 매각하거나 공공분양 등을 통
해 시장안정 도모
-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학교, 공원 등 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심 재
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외곽지역 신도시 공급 등은 공공이 맡을 필요
∙ 대출금리의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시장상황에 맞는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금
융정책 운용 필요
- 시장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향적 금융정책을 운용하기에는 한
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지역차별적 규제 등의 조치와 함께 주택
금융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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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기여
∙ (정책적 기여) 지역별 수요에 맞는 신규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방안을 제시
하여 신규주택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지역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
로 기대
- 나아가 주택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택투자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학술적 기여) 단지 특성, 주변환경 특성, 지역경제 상황, 개발 여건, 정책요
인, 거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차원의 DB를
구축하여 계량경제모형, 공간계량모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것은 향후 주
택 수급불일치 결정요인 분석모형의 진전 및 후속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공간패널모형을 통해 아파트 청약경쟁률, 미분양률 등 수급 불일치 관리로 인
한 시장영향 효과를 분석한 것도 후속 연구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향후 과제
∙ 단지 특성, 주변환경 특성, 지역경제 상황, 개발 여건, 정책요인, 거시환경 변
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단지 베이스의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하였으나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여건 변화의 영향을 받아 변하
는바, 이러한 변화를 실증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개선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음
∙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고, 여러 모형의 비교과정을 통해 분석모형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형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 향후 연구에서는 변수간 시계열적, 공간적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공간2SLS모
형, SUR모형 등을 활용하여 모형설명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민간 건설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공급주체의 의사결정 방식과 주요 판단근거에 대해 알 수 있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수요자인 국민들이 지역주택시장의 수요의 변화와 수급상황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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