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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속도로 진

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뒷받침하고 

있고, 고령화의 결정요인인 출산율 저하와 기대여명 상승에 있어서도 우

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향후 고령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새로운 관점

에서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의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

다. 먼저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주택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탄생연도 

코호트를 반영한 APC(Age-Period-Cohort) 모형을 사용하는 등,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실증분석 방식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고령화의 영향을 일반균형의 시각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중첩세대모

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 OGM)을 사용하여 고령화가 주택시장

을 매개로 하여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한국⋅일

본⋅중국 3개국의 가구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고령화 추이 및 이와 관

련된 소비자 행태에 대한 국제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고령화, 저출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단기

적으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의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총인구가 감소하는 2030년부터는 이의 주택시

장에 대한 영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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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강

조하고 있다. 특별히 고령빈곤층을 위한 주거복지 및 소득보전 제고를 

위한 정책, 거주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유동화 정책, 그리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장기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주택공급정책 등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본 보고서가 고령화 관련 정책논의에 기여하는 점

이라고 하겠다.

본 보고서를 기획하고 집필한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송인

호 KDI 연구위원은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 

Yongheng Deng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보고

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익한 심사 및 의견을 주신 다수의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의 진행과 제작에 도움

을 준 KDI의 신형섭 연구원, 송보라 연구원에게도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기술된 의견과 주장은 필자들 개인의 의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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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준 경



 목 차

발간사

요  약 ······························································································································· 1

제1장 서 론················································································································· 3

제1절 배경 및 시사점 ······················································································· 3

제2절 장별 요약 ································································································ 7

1. 고령화와 주택수요 ·················································································· 7

2. 고령화와 주택가격 ·················································································· 8

3. 세대중복모형(OGM)을 통한 분석 ························································· 11

4. 국제비교 ································································································ 14

제3절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15

참고문헌 ············································································································ 18

제2장 APC 모형을 기초한 장기주택수요 추정·················································· 20

제1절 서 론 ····································································································· 20

제2절 선행연구 ································································································ 22

1. 인구 고령화와 주택수요 ······································································· 22

2. Mankiw and Weil 모형을 이용한 장래주택수요 추정과 한계 ············ 23

3. 주택수요의 연령효과와 탄생코호트 효과 ············································· 26



목차

4. APC(Age-Period-Cohort) 모형 ····························································· 27

5. 종합 ······································································································· 28

제3절 모형 ······································································································· 30

1. 주택소비의 APC(Age-Period-Cohort) 분석의 개념 ····························· 30

2. 노동패널 자료에 기초한 APC 효과의 분리 ········································· 33

3. 추정모형 및 장래 총주택수요 산정방식 ··············································· 38

제4절 자료 및 추정 결과 ················································································ 40

1. 자료 ······································································································· 40

2. 추정 결과 ······························································································ 41

제5절 장기주택수요 추정 ················································································ 48

제6절 결 론 ····································································································· 55

참고문헌 ··········································································································· 58

제3장 인구 고령화와 주택가격: 

소득 및 인구요인의 영향에 대한 국제비교············································ 61

제1절 서 론 ····································································································· 61

제2절 고령화 및 주택가격 추세 ······································································ 64

제3절 이론적 논거 및 선행연구 ······································································ 67

1. 주택가격과 인구 고령화: 연계 채널 ····················································· 67

2. 선행연구 : 요약 ···················································································· 70

제4절 실증분석 ································································································ 72

1. 모형 및 변수 ························································································· 72

2. 기초통계 분석 ······················································································· 73

3. 계량분석 결과 ······················································································· 77

제5절 시뮬레이션 분석 ···················································································· 81

제6절 정책적 시사점 ······················································································· 87



제7절 결 론 ····································································································· 91

참고문헌 ··········································································································· 93

부   록 ············································································································ 95

제4장 고령화와 주택시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98

제1절 서 론 ····································································································· 98

제2절 기존 연구 ····························································································· 101

제3절 모형 ····································································································· 107

1. 가계 ····································································································· 107

2. 기업 ····································································································· 112

3. 경쟁균형 ······························································································· 118

제4절 모형 캘리브레이션 ··············································································· 120

제5절 시뮬레이션 결과 ·················································································· 125

제6절 결 론 ··································································································· 133

참고문헌 ·········································································································· 136

제5장 인구 고령화와 주택수요: 동아시아 3개국 비교 연구························ 139

제1절 서 론 ··································································································· 143

제2절 관련 동향 ····························································································· 143

제3절 주택수요모형: 서베이 ·········································································· 146

제4절 주택수요 패턴 비교 ············································································· 149

1. 계량경제모형 예측 및 데이터 사용 ···················································· 149

2. 추정 결과 (1): 연령효과 ····································································· 151

3. 추정 결과 (2): 총주택수요 ·································································· 155

4. 추정 결과 (3): 소득효과 ····································································· 156

제5절 정책적 대응 및 영향 ··········································································· 157

1. 정책적 대응 (1): 주택자산의 현금화 ·················································· 158



목차

2. 정책적 대응 (2):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수단 구축 ·········· 161

제6절 결 론 ··································································································· 164

참고문헌 ·········································································································· 166

부        록 ········································································································· 17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97

제1절 결 론 ··································································································· 19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98

1.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위한 주거비용 절감방안 ································· 198

2. 외국인 유입 촉진정책 ········································································· 201

3. 고령층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202

4. 고령층에 집중된 주택자산의 유동화 방안 ·········································· 203

5. 부동산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205

참고문헌 ·········································································································· 206

ABSTRACT ····················································································································· 207



◈ 표 목 차

<표 2- 1> 변수의 기초 통계량 ························································································ 42

<표 2- 2> 가구단위 주택수요모형 추정 결과(NLS) ························································ 44

<표 2- 3> 실질GDP 성장률 시나리오 도출 ···································································· 49

<표 3- 1> 주택가격 추이의 기초통계 ·············································································· 74

<표 3- 2> 주택가격과 설명변수 간의 단순상관계수 ······················································· 75

<표 3- 3> 각국 주택가격의 순환성 분석 ········································································ 76

<표 3- 4> 단위근 검증 결과 ···························································································· 78

<표 3- 5> 패널오차수정모형의 추정 결과 ······································································· 80

<표 3- 6> 역노동인구비율 및 실질GDP 성장률의 가격효과

(2015~25년 대상; 모수 추정 리스크 고려) ··················································· 85

<표 4- 1> 모수 설정 ······································································································ 124

<표 4- 2> 초기 연도 자원배분 ······················································································ 126

<부표 5- 1> 한국의 M-W 모형 결과(면적변수(㎡) 포함, 소득변수 미포함) ·················· 177

<부표 5- 2> 한국의 M-W 모형 결과

(2010년 CPI=100 기준, 주택가격변수(백만원) 포함, 소득변수 미포함) ··· 178

<부표 5- 3> 한국의 M-W 모형 결과(면적변수(㎡) 포함, 소득변수 포함) ······················ 179

<부표 5- 4> 한국의 M-W 모형 결과

(2010년 CPI=100 기준, 주택가격변수(백만원) 포함, 소득변수 포함) ······ 180

<부표 5- 5> 중국의 주택수요 예측모형 결과(주거면적) ················································· 181

<부표 5- 6> 중국의 주택수요 예측모형 결과(주택가격) ················································ 182

<부표 5- 7> 일본의 주택수요 예측모형 결과 ································································· 183



표목차

<부표 5- 8> 싱가포르 내의 RM과 관련한 역대 사안들 ················································· 186

<부표 5- 9> NTUC INCOME의 역모기지 상품 요약 ····················································· 188

<부표 5-10> OCBC의 역모기지 상품 요약 ····································································· 189

<부표 5-11> LBS 퇴직계좌의 추가 저축액 요건 ···························································· 192

<부표 5-12> 역모기지 vs. (E)LBS ·················································································· 195

<표 6- 1> 뉴스테이 임대료 현황 예시 ·········································································· 200

<표 6- 2> 금융자산 변화가 소비 대비 주거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 ···························· 204



◈ 그 림 목 차

[그림 1- 1] 한국⋅중국⋅일본의 역부양비율 ······································································ 4

[그림 1- 2] 역부양비와 주택가격(추세)의 상관관계 ··························································· 9

[그림 2- 1] M-W 모형의 상대적 연령효과 변화 ······························································· 24

[그림 2- 2] 주거소비의 연령⋅코호트⋅시간 효과 분해 ··················································· 32

[그림 2- 3] 연령대별 주거소비량 변화(연도 구분) ··························································· 34

[그림 2- 4] 출생코호트별 주거소비면적 변화(연도 구분) ··············································· 35

[그림 2- 5] 연령대별 주거소비량 변화(탄생코호트 구분) ················································· 36

[그림 2- 6] 연령대별 주거면적(탄생코호트 구분) ····························································· 37

[그림 2- 7] 추정모형별 상대연령효과 ················································································ 47

[그림 2- 8] 추정모형별 상대코호트 효과 ·········································································· 47

[그림 2- 9] 부분 효과별 장래 총주택수요(연면적) ··························································· 52

[그림 2-10] 개별효과에 의한 소비면적 연간 증가율 ························································· 52

[그림 2-11] 시나리오별 수요면적 장기예측 ······································································· 53

[그림 2-12] 모형별 가구구조 변화 한계효과(총수요) 비교 ··············································· 54

[그림 3- 1] 한국⋅중국⋅일본의 역부양비율 ····································································· 65

[그림 3- 2] 역부양비와 주택가격(추세)의 상관관계 ·························································· 66

[그림 3- 3] 노동인구 1인당 실질GDP 변화의 가격효과(과거시기, 1991~2014년) ········· 82

[그림 3- 4] 역노동인구비율 변화의 가격효과(과거시기, 1991~2014년) ·························· 83

[그림 3- 5] 총인구 변화의 가격효과(과거시기, 1991~2014년) ········································ 83

[그림 3- 6] 역노동인구비율 변화의 가격효과(미래시기, 2015~35년) ······························ 84

[그림 3- 7] 총인구 변화의 가격효과(미래시기, 2015~35년) ············································ 86

[부도 3- 1] 노년부양비 및 유년부양비의 국제비교 ·························································· 96



그림목차

[부도 3- 2] 국가별 AR 모형의 잔차항 추이 비교 ···························································· 97

[그림 4- 1] 개인의 인생경로 ···························································································· 107

[그림 4- 2] 생산구조 ········································································································ 113

[그림 4- 3] 주택시장 균형 ······························································································· 117

[그림 4- 4] 초기 연도 인구분포 ······················································································ 121

[그림 4- 5] 총인구 ············································································································ 121

[그림 4- 6] 연령집단별 인구비중 ····················································································· 122

[그림 4- 7] 초기 연도 자원배분 ······················································································ 126

[그림 4- 8] 연도별 자원배분 ···························································································· 128

[그림 4- 9] 출산율 변동의 효과 ······················································································ 130

[그림 4-10] 거래비용 변동의 효과 ··················································································· 132

[그림 5- 1] 동아시아 대도시의 실질주택가격지수 추이 ·················································· 144

[그림 5- 2] 부양비율(15~64세 인구/0~14세 및 65세 이상 인구) ·································· 145

[그림 5- 3] 한국의 주택수요에 대한 연령효과 ································································ 152

[그림 5- 4] 일본의 주택수요에 대한 연령효과 ································································ 153

[그림 5- 5] 중국의 주택수요에 대한 연령효과 ································································ 154

[그림 5- 6] 일본의 총주택수요 예측(인덱스 HD(Age 45)=100 기반) ···························· 156

[그림 5- 7] 가구소득 변수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연령효과(일본) ····· 157

[부도 5- 1] 주택 총수요 예측(가격 변인 기준) ······························································· 171

[부도 5- 2] 주택 총수요 예측(물량 변인 기준) ····························································· 174

[부도 5- 3] 연령 코호트별 평균 가구원 수 ····································································· 175

[그림 6- 1]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생각 ······································································· 200

[그림 6- 2] 뉴스테이 입주 희망 점유 형태와 주거안정에 대한 서베이 ························· 201



요 약 1

요  약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새로운 관점

에서 인구 고령화가 주택시장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의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주택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탄생연도 코호트를 반영한 APC(Age-Period-Cohort) 

모형을 통하여 과거 및 미래 시기에 대하여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고령

화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성장회계방식을 사용하여 고령화

의 영향을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의 감소로 분리하여 과거와 미래시기

별로 추정하였다. 또한 고령화의 영향을 일반균형의 시각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 OGM)을 통하여 고

령화가 주택시장을 매개로 하여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의 추이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약 20년 선행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와 유사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총 3개국의 가구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소비

와 관련된 각국의 소비자 행태에 대한 국제비교를 수행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효과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시

기인 2030년경을 전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

는 주택수요 및 주택가격 양 측면 모두에서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주택

가격 분석에서는 2010~30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역부양비 하락이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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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에 비하여 더 큰 규모의 주택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 기간 연간 실질GDP 성장률이 2.4% 이상을 유지

할 경우 이의 가격하락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30

년 이후 총인구 감소의 효과가 더해지는 경우 주택가격의 하락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우리가 우려하는 고령화, 저출산, 베이비붐 세

대의 은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서의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총

인구가 감소하는 2030년부터는 이의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 시기는 분석모형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더 빨리 도래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여기에는 고령빈곤층을 위한 주거복

지 및 소득보전 제고를 위한 정책, 거주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유동화 정

책, 그리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장기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주택공급정책

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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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배경 및 시사점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

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지표의 하나인 ‘역부양비율’(15~64

세의 생산가능연령대인구를 그 이외의 비생산연령대인구로 나눈 값)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5년의 2.7을(즉, 비생산인구 1인당 생산인구 2.7명을) 

정점으로 향후 빠르게 하락하여 20년 후인 2035년에는 1.5로(45% 하락), 

그리고 40년 후인 2055년에는 1.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1 참

조). 이는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의 여

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이고(2015~35년 기간 중 중국

은 2.6→1.9, 싱가포르는 2.8→1.7로 하락), 일본의 과거 20년에 비해서도 

더욱 가파른 하락 속도이다(일본의 경우 1990년의 고점 2.3에서 2010년 

1.75로 24% 하락).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2대 결정요인인 출산율 저

하 및 기대여명 상승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향후 고령화의 

추세 전환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

난 10여 년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1 본 연구는 몇 가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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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중국⋅일본의 역부양비율

자료: The UN Population Statistics(12th revised version), http://www.un.org/popin/data.html,
접속일자: 2015. 7. 30

관점에서 인구 고령화가 주택시장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이의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주

택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탄생연도 코호트를 반영한 APC(Age-Period- 

Cohort) 모형을 통하여 과거 및 미래 시기에 대하여 추정하였다(제2장). 

다음으로 고령화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성장회계방식을 사

용하여 고령화의 영향을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의 감소부분으로 분리

하여 과거와 미래시기별로 추정하였다(제3장). 또한 고령화의 영향을 일

반균형의 시각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 OGM)을 통하여 고령화가 주택시장을 매개로 하여 거시경제 전

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제4장). 마지막으로 고령화의 추이에 있

어서 우리나라를 약 20년 선행하고 있는 일본, 우리나라와 유사한 속도

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의 가

구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소비와 관련된 각국의 소비자 행태에 대

한 국제비교를 수행하였다(제5장).

 1 문형표 편(2008), 문형표⋅김동석⋅허석균⋅정의철(2006), 정의철⋅조성진(2005), 박창균
(2003), 김경환(1997), 이종화⋅김재필(199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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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효과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시기

인 2030년경을 전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는 

주택 수요 및 가격 양 측면에서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즉, 제2장의 주택

수요 분석에서 중립적인 실질GDP 증가율(2016년 3.0%→2035년 2.0%) 

및 가구구조 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총주택수요(연

면적 기준)는 2010~35년 기간 중 38.7%의 누적증가율을 보이지만(이의 

대부분이 가구 수 증가와 가구당 실질GDP 증가에 기인), 그 이후 완만한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3장의 주택가격 분석에서는 2010~30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역부양

비 하락은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더 큰 규모의 주택가격 하락요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동 기간 연간 실질GDP 성장률이 2.4% 

이상을 유지할 경우 이의 가격하락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30년 이후 총인구 감소의 효과가 더해지는 경우 주택가격의 하

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의 국

제비교에서도 일본의 경우 역부양비가 고점을 보인 1990년대 초부터 주

택가격은 하락하였으나(고령화 이외에도 산업생산성 하락 등의 이유로), 

주택의 총수요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0년경부터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패턴은 한국과 중국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양국 모두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주택수요가 하락하

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둘째, 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사용된 계량분석모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널리 사용

된 Mankiw and Weil 방식에 의한 주택수요의 추정은 본 연구에서 사용

한 APC 모형에 비하여 고령화의 영향이 더욱 낙관적으로 예측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Mankiw and Weil 모형을 사용하여 연령효과

만을 고려한 김미경⋅이창무⋅송기범(2014)의 연구에서는 제2장의 시나

리오와 유사한 가정하에서 2010년 대비 2035년의 총수요면적 누적증가

율을 53.8%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인당 실질GDP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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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여도 주택의 총수요면적 누적증가

율이 43.1%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수요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모형 리스

크’가 상당한 규모로 존재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와 함께,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이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제4장의 OGM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는 내구재인 주택의 소비를 

정형화하고, 주택의 거래비용 및 주택공급의 저량⋅유량 측면 등 주택시

장의 미시적인 특성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출

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의 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주택의 수요 및 공급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의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은 수요 측면의 

변화가 더 지배적일 것으로 분석하였다(이는 공급 측면이 기본적으로 유

량에 의하여 결정되고, 고령화로 인한 수요의 감소가 주택 총량의 감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 또한 주택거래비용의 경감은 장

기적으로 후생 증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한 수요 측면의 정책이(예: 양도차익과세 완화, 부동산 거래세 경감, 부

동산 자산유동화의 촉진 등)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사안인 것으로 논의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우리가 우려하는 고령화, 저출산,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주택시

장에서의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총인구가 감소하는 2030년부터는 이의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 시기는 분석모형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더 빨리 도래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여기에는 고령빈곤층을 위한 주거복

지 및 소득보전 제고를 위한 정책, 거주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유동화 정

책, 그리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장기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주택공급정책

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별히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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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신규주택 공급을 추진해 온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본은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의 침체시기에 주택공급을 과도하게 늘린 결

과 현재 800만호를 상회하는 빈집(vacant housing units)이 존재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 아베 정부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 소속 

특별기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2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의 허

가 및 분양 물량이 과도한 수준인지를 전국 및 지역별로 적절하게 모니터

링하고,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인구 고령화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주택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제2절  장별 요약

1. 고령화와 주택수요

특정 시점, 특정 가구의 주택수요는 해당 시점의 소득이나 가구원 수

와 같은 가구의 특성뿐 아니라 해당 가구의 과거 경험과 소비패턴의 연

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장래의 사회적인 총주택수요의 변화를 

분석할 때 단순한 연령효과뿐만 아니라 각 가구가 경험한 과거를 내재화

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을 탄생코호트(세대)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그동안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탄생코호트 효과를 연령효과 및 시간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APC(Age-Period-Cohort) 모형

에 기초한 주택수요 추정방법론을 개발하여 장래 총주택수요의 변화를 

추정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APC 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주거소비의 정점이 55~59세로 

나타났으며 정점 이후에는 주거소비 수준의 안정적인 감소 패턴을 보여

준다. 코호트 효과는 1955~64년생인 베이비붐 세대 및 그 이후 세대의 

 2 본 사안은 Nippon 대학 교수인 Chihiro Shimizu(일본의 빈집대책을 위한 위원회 위원)이 
구두로 전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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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 비해 주거소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최근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가구원 수

도 적고, 자산축적의 기회가 적었다는 통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APC 모형을 통한 우리나라 주택수요의 추정은 미래시기에 대한 실질

GDP 성장률의 시나리오하에서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의 평균적인 

추세를 반영한 중립적 시나리오(2016년 3.0%에서 2035년 2.0%로 점진적

인 하락)에 기초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에서 2035년의 기간 동

안 38.7%의 누적증가율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소득증가 효과를 제외

한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는 수요면적의 16.0% 증가, 가구당 실

질GDP 증가에 따른 한계효과는 19.6%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효과

에 따른 주택수요 누적증가율이 2035년까지 완만한 증가형태를 보인 것

과는 달리,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누적증가율은 2033년을 정점

으로 하여 완만한 속도로 하락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장기예측 결

과는 기존의 M-W 모형에 기초한 주택수요 장기예측 결과와 상당한 차이

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추정치가 기존 연구에 비하여 더욱 보수적

으로 산출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고령화 및 저출산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부정적인 변화를 발

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성장

에 한계가 발생하고 고령화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따라서 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대응에 대한 고

민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고령화와 주택가격

역부양비율과 주택가격지수의 단순상관관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

타난다(그림 1-2 참조). 일본의 경우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비교대상국들 

중 가장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두 변수 모두 1990년대 초의 정점 

이후 장기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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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역부양비와 주택가격(추세)의 상관관계

자료: The UN Population Statistics(12th revised version), http://www.un.org/popin/data.html,

접속일자: 2015. 7. 30; OECD DATA, http://data.oecd.org, 접속일자: 2015. 7. 30.

여타 국가에서도 유사한 상관관계가 관찰되고 있으나(스페인, 영국, 아일

랜드 등),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독일의 경우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등과 달리 역부양비율이 아직 정점에 도달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정점 이후 주택가격과의 상관

관계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요인과 인구요인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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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성장회계모형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연

결하고, 이를 기초로 고령화의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을 국제비교를 통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고령화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해외의 논문을 참조하여(Onder and Pestieau[2014]; Bloom, Canning, and 

Fink[2011] 등) 개별 국가의 실질GDP 성장률을 노동인구 1인당 실질

GDP, 역노동인구비율(총인구/노동연령(15~64세)인구), 총인구와 같이 고

령화와 관련된 변수 3개로 분리하여 실증분석의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구 고령화의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을 노동연령인구비율

의 변화 및 총인구의 변화로 분리하여 추정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률

의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패널오차수정모형(Panel-Error 

Correction Model: P-ECM)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추정한 모수를 기초로 하여 고령화 변수의 과거 및 미래 시

기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총 11개국이다.

계량분석에 포함된 고령화 관련 3개의 변수는 모두 예상된 부호를 나

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모형의 설정에 따라 부호가 일정한 

강건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인구 1인당 실질GDP는 주

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수의 값은 최근 시기

에 감소한 반면, 역노동연령인구비율은 주택가격에 음의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최근 시기에 그 영향의 정도가 증가하였다.  

계량분석 결과를 기초로 수행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노동인구 1인

당 GDP의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은 과거시기(1990~2014년 및 2000~14년)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역노동인구비율의 경우 일본⋅
이탈리아⋅독일⋅네덜란드가 과거 본 변수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을 이

미 경험한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시기 본 변수가 주택가격의 상승에 기

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즉, 노동연령인구 대비 총인구비율이 하락하여 

상승세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임).

그러나 미래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역노동인구비율의 변화로 인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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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하락폭이 비교대상국 중에서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변수

의 효과만을 고려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향후 10년간(2015~25

년) 약 11%, 향후 20년간 약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노

동인구 1인당 실질GDP의 변화와 본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

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계량분석모형 및 예측시기에 따라서 결과

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소한 연

평균 2.4%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2015년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연령비율의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은 향후 10년간 그 가능성

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인구의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은 실

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 이후에

나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20년 동안은 이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 또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의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은 총인구의 감소와 노동연령인구

비율의 감소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제3장 제4

절의 실증분석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총인구의 감소가 향후 20년간은 주

택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2010년 

이후 총인구가 이미 감소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0년 이후

에나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 자료 및 UN인구통계가 전망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총인구의 감소는 주택에 대한 총수요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세대중복모형(OGM)을 통한 분석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이 과거에 내린 

의사결정으로 인해 생산된 자료로서 향후의 경제환경 변화의 예측에 입

각한 의사결정 분석에 한계가 있다. 제4장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

고 향후 경제환경에 대한 완전예측가정(perfect foresight)에 기초한 모형

을 이용하여 인구 고령화가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용한 모형은 Auerbach and Kotlikoff 



12 인구 고령화와 주택시장

(1987)의 세대중복모형(OGM)에 내구재 소비를 정형화한 Andersen and 

Hermansen(2013)의 모형을 결합하여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축한 모형은 기존의 OGM과 다음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기존 재화

와 상이한 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주택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소비재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산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또

한 주택은 당기의 소비로서 당기에 소멸되는 비내구재가 아니라 다음 기

에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재라는 점도 여타 소비재와 다른 점이다. 

본 모형은 전형적인 세대중복모형을 소비재를 비내구재와 내구재(주택)

로 나눈 Andersen and Hermansen(2013)의 2 소비부문 모형에 생산부분을 

고려하여 2소비-2생산 부문으로 확장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

택시장을 저량시장(stock market)과 유량시장(flow market)으로 분리하였

다는 것 또한 특징이다. 주택시장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기존의 주택공급

량과 주택수요가 만나는 저량시장에서 결정되고, 이 저량시장 균형가격

이 유량시장에서 신규주택 수요를 결정하는 과정을 정형화한 Mankiw 

and Weil(1989)의 균형개념을 모형에 적용하였다. 

모형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의 하락은 자녀 수의 감소로 인해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어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주택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는 주택생산도 감소시킨다. 출산율의 하락

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주택수요 측면이 

주택공급 측면보다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주택가격이 유량시

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량시장에서 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

택의 총량 감소보다 주택수요의 감소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인구의 고령화는 주택가격을 장기적으로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

용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정책실험 결과에서 거래비용의 경감은 장기적으로 

후생효과를 다소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

석을 위하여 기준경제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주택

거래액의 1.5%로 가정하였고, 초기 연도에서 10년간 거래비용이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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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0.5%(2.5%)까지 하락(상승)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주택 관련 거래

비용의 하락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의 하락, 취득세 및 등록세

와 같은 거래세 부담의 경감 등 조세 측면의 개편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

산유동화를 촉진하는 각종 정책개편과 같이 부동산의 유동성을 증진시키

는 제도개편을 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거래비용

의 하락(상승)은 장기적으로 주택총량을 증가(감소)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비용 하락(상승) 시 주택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택공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줄어드는) 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거래비용의 변화와 함께 즉시 반영

되어 과도기적으로 높아(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이 저량시장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에 기

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택의 총공급량이 증

가(감소)하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원래의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과도기적인 주택가격의 상승(하락)은 주택소비와 일반소비 

간 대체를 유발하여 소비가 증가(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과도기

적인 소비의 증가(감소)는 자본축적의 감소(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

된다. 장기적으로는 거래비용의 감소(증가)는 소폭이나마 소비수준의 증

가(감소)를 유발하며, 소비의 증가(감소)와 주택보유 증가(감소)로 인해 

자본축적은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변화폭은 무시할 만한 수

준이다. 주택부문의 생산은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증가(감

소)하고 장기적으로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분석의 시사점은 거래비용의 경감이 주거소비면적을 증가시키고 

또한 소폭이나마 민간소비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비용의 감소는 과도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데, 이는 주택공급의 증가속도와 거래비용 감소로 인한 수요의 

증가속도의 차이에서 유발되는 것이므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의 증가를 유도하는 여타 정책과의 적절한 조합과 정책시기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거래비용의 경감을 위해서 고려할 만한 정책개편

은 부동산 양도차익과세 완화, 부동산 거래세 경감, 부동산 자산유동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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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정책 등 부동산의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4. 국제비교 

제5장에서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각각의 가계 미시데이터를 활용

하여 고령화와 주택수요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는 각국의 연령대별 주택수요와 이를 합친 총주택수요가 시기별로 어떻

게 변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득 및 인구 변수의 영향을 추정하여 이에 대

한 국제비교를 가능케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주택수요모형은 다양한 수

정 버전의 Mankiw and Weil 모형이다. 

분석 결과, 3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총인구가 정점

에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총주택수요가 동반 하락한다는 것이다. 

먼저, 일본의 주택수요는 가격변수를 수요지표로 사용하는 경우 1989~ 

2009년 기간 중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량변수

(1인당 주택면적)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시간효과(time effect)가 

상당 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량변수를 사용할 경우 주

택수요의 정점이 60~64세 코호트에서 더욱 연령대가 높은 고령층으로 이

동하여 2009년에는 75~79세에서 정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총주택수요

의 측면에서는 일본의 총인구가 하락하는 시기인 2010년이 정점인 것으

로 나타남으로써 주택가격의 정점인 1990년대 초와 약 20년의 시차를 보

이고 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총수요의 변화는 주로 총인구의 

하락으로 인한 요인이 큼을 시사한다. 

중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주택수요의 정점이 40~49세 코호트에서 나타

남으로, 일반적으로 60대에 정점을 보인 한국 및 일본에 비하여 더욱 젊

은 연령대에서 주택수요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에

서 2005년 기간 동안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수요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고, 이는 가계소득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수요의 측면에서는 

일본과 유사하게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수요가 

상승한 이후 하락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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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유사하게 55~65세의 연령대에서 주택수요의 

정점이 나타났으나, 1998년에서 2014년의 기간 중 더욱 고령층으로 정점

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주택수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가격 및 수량 기준 수요지표 

모두에서), 이는 우리나라의 주택수요가 조사기간 동안 여전히 상승추세

인 것을 의미한다. 주택의 총수요는 일본 및 중국과 유사하게 총인구가 

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5년에 이르러 정점을 보이고 이후 점진적

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에서 도입한 정책수

단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고, 여기에는 역모기지 제도와 싱가포르

의 LBS(Lease Buyback Scheme)가 포함되었다.  

제3절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인구 고령화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은 노동연령인구비율의 감소(또

는 역부양비의 증가)와 총인구 감소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고령화로 인한 우리

나라 주택가격의 하락 압력은 주로 전자에 기인할 것으로 나타났고, 이

는 약 2%대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경우 상당 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총인구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030

년경부터는 인구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하락추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대응을 수요⋅공급의 양 

측면에서 면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몇 년간의 침체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공급과

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에 예상되는 주택인허가 물량은 

70만호에 달하고, 분양물량은 40만호로 예상됨으로써, 1990년대 초반 

200만호 건설시기의 연간 인허가물량 및 아파트 분양물량에 버금가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주택 수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건설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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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기회가 될 때 시장침체기에 끌어안고 있던 사업

들을 털어버리고자 하는 개별 기업들의 욕구가 반영된 상황이라고 하겠

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의 주택공급제도가 고성장기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선분양제도가 그것이며, 그로부터 파생되는 주택청약제도, 

국민주택규모 기준 등도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는 쉬운 과제라고 할 수 없으나, 인구 고령화의 여파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향후 10여 년 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본고의 실증분석은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하였고, 이는 후속연구를 통하

여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특정 기간 동안 일부 국가에서 

관찰된 주택가격 및 고령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실증분석의 결과

를 도출하였다. 국가별로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상이한 현재 시점에서 불

가피한 선택이었으나, 향후 국내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우리나라에

서의 고령화 충격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가격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성장회계방식은 고령화가 진행되

는 과정에서 가계의 행태 변화가 없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저축률, 

은퇴시기 등과 같은 가계의 선택변수가 고령화 정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

는다고 가정하고 실증분석을 하였다. 향후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까지도 고려한 분석의 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자율 등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결정요인에 대해서도 분

석이 필요하고, 소비재인 동시에 투자재인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계량분

석도 향후 연구과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첩세대모형은 주택보유의 주거동기

를 위주로 구축하였다. 주택을 보유하는 동기는 자녀에 대한 유산상속, 

예기치 못한 가정경제 악화에 대비하는 예비적 동기(Poterba, Venti, and 

Wise[2011])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여타 보유동기를 모형에 반영하

지 않은 관계로 현실의 주택보유 패턴을 충분히 재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본 모형이 완전예측 가능성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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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이와 같이 주택부분의 시장 및 제도적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

로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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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APC 모형에 기초한 장기주택수요 추정

이 창 무 (한양대학교)

제1절  서 론

국내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빠른 속도와 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나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고, 2005년에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보다도 그 속도가 빨라 OECD 국가 중

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허문구 외[2014]). 이러

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

에는 인구의 40.1%에 달하여 노년부양비는 2010년 기준 15.2명에서 2060

년 80.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2011]). 반면, 2030년 

이후 감소하는 총인구와는 다르게 주택소비의 기본단위가 되는 총 가구 

수는 가구추계의 마지막 시점인 2035년까지 2010년 대비 28.2%로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간 증가율은 2011년 1.89%에서 

2035년 0.39%까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2012]).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주택시장은 과거 고성장기의 주택시장과는 분

명 다른 구조적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해에 기반하

여 장래주택수요를 추정한 적지 않은 연구들이 장래 인구연령구조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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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분석 과정에 수월하게 반영할 수 있는 Mankiw and Weil 모형에 기

반한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관련 연구의 분석 결과는 대부분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적지 않은 장래주택수요의 증가

를 점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이 한 가지 간과한 점은 특정 시점, 

특정 가구의 주택수요는 해당 시점의 소득이나 가구원 수와 같은 가구의 

특성뿐 아니라 해당 가구의 과거 경험과 소비패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

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래의 사회적인 총주택수요의 변화를 분석할 

때 단순한 연령효과뿐 아니라 각 가구가 경험한 과거를 내재화할 수 있

는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탄생

코호트(세대)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축적의 정도나 주거소비 수준은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 비해 위축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

대가 노령화되는 시점에서의 총주택수요의 급격한 감소, 그에 따른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이를 감안하면 코호트별 주거소비 선

호체계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장래주택수요의 추정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탄생코호트 효과를 연령효과 및 시간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APC(Age-Period-Cohort) 모형에 기초한 주택수요 추정방법론을 

개발하여 장래 총주택수요 변화를 추정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

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간단히 언급하면 총주택수

요의 증가는 기존의 논의보다는 더 빨리 그 한계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성장기에 마련

된 주택공급정책의 대폭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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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1. 인구 고령화와 주택수요

고령화에 따른 주택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주택소비의 변화패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가구주가 청장

년기를 거쳐 중년에 이를 때까지는 주택소비가 증가하다가 노년기에 이

르면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노년인구의 비율이 높

아지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면 장래 

총주택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천규 외

(2009)의 연구에서는 ｢2005년 주택수요 및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하

여 가구생애주기별 가구의 주거면적이 50대 가구주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60대 이상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다만, 50대의 평균 주거

면적이 78.6m2인 반면, 60대 이상의 주거면적은 74.2m2로 감소의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호성 외(2010)의 연구에서도 가구원 수 감소가 

본격화되는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의 가구에서 주거소비면적이 줄어들어 

중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50대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김준형⋅김경환(2011)의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세대(분석 자료 초기 시점의 연령대)별 주거소비의 시계

열 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은퇴가구의 대형 및 중대형 유지율이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주택

시장의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다. 

이창무⋅박지영(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3인 이상 가구에 속해 있는 노

년층의 경우 1인당 주거소비가 50대 이후 감소하지만, 노년 1⋅2인 가구

의 경우는 가구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거소비를 줄이지 않는 경향

을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연구 결과

를 고려한다면 소형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장래 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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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총수요가 언제 어느 강도로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2. Mankiw and Weil 모형을 이용한 장래주택수요 추정과 한계

장래 인구연령구조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은 다

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어 왔다. 주택의 총수요 관점에서 인구연령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는 Mankiw and Weil(1989)의 

접근방법이다. 이들의 연구는 가구단위의 주거소비를 형성하는 내재된 

가구원별 주택수요가 가구원의 연령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장기적

인 인구연령구조의 변화가 장기 총주택수요 변화에 가져올 영향을 추정

하였다. 추정 결과, 미국의 실질주택가격이 20년 후인 2007년에 4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후 Mankiw and Weil 모형(이하 M-W 모형)에 기초한 많은 후속연구

들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반론들도 제기되었다(Engelhardt and Poterba 

[1991]; Hamilton[1991]; Hendershott[1991]; Holland[1991]; Woodward[1991]; 

Swan[1995]). 대표적으로 Swan(1995)의 연구는 M-W 모형의 방법론적 한

계를 지적하고, 주택수요 추정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외에도 실질소득

과 상대가격, 이자율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M-W 모형에 기초한 주택수요 추정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래주택수요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경환(1999)은 국내에서 M-W 모

형을 이용한 초기 연구로서 인구의 연령구조가 변함에 따라 주택수요 증

가가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이며 이는 주택의 상대가격 하락요인으로 작

용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후 기본모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

여 인구통계학적 변수뿐만 아니라 가구의 주거비용과 항상 소득을 추가 

변수로 고려한 모형(정의철⋅조성진[2005]), 가구유형의 차별화된 영향력

을 고려한 모형(이창무⋅박지영[2009])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의철

⋅조성진(2005)의 연구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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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M-W 모형의 상대적 연령효과 변화

주: 상대소비면적은 35~59세의 추정계수를 1.0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인 소비면적으로 조정한

값임. 모형 1: 연령더미만 포함한 M-W 모형; 모형 2: 모형 1에 1⋅2인 가구 더미를 추가한

모형; 모형 3: 모형 2에 항상 소득 및 주거비용을 추가한 모형; 모형 4: 모형 3의 비선형모형.

상당한 총주택수요의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창무⋅박지영

(2009) 또한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분가가구의 추가적인 주거수요의 

발생으로 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외에도 주

거비용 및 소득의 영향을 포함한 수정된 M-W 모형에 기초한 다양한 주

택수요 분석들이 진행되었다(김원년⋅조우상⋅양현석[2008]; 황현정⋅심

보람⋅임업[2009]; 신미림⋅남진[2011]; 최성호⋅이창무[2010]).

이런 M-W 모형에 기초한 수요분석모형에서 유의할 점은 가구원의 연

령효과가 소득이나 가구원 수와 같은 가구특성 변수의 도입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점이다. 다른 연구들(정의철⋅조성진[2005]; 이창무

⋅박지영[2009])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나 ｢2005년 주택수요 및 주

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특성 변수를 M-W 모형에 도입할 때 

발생하는 연령효과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성호⋅이창무(2010)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예시로 자가를 대상으로 분석된 결과를 

재정리하면 [그림 2-1]과 같다. 우선 연령더미만을 도입한 기본적인 M-W 

모형(Model 1)에 기초한 연령효과는 50~54세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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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인다. 그러나 기본모형에 1인 및 2인 가구원 수 더미를 추가한 모

형(Model 2)에서는 연령대별 소비면적의 편차, 특히 중년과 노년기의 편

차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본모형에 항상 소득 및 주거비용 변

수를 도입한 모형(Model 3)에서는 소득수준 향상과 자산축적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30~50대의 상대적인 주거소비가 감소하고 주거소비의 정점

이 75~79세로 늦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수정된 M-W 모형의 일반적인 형태인 가구원의 연령더

미와 가구특성(가구원 수 더미, 소득 및 비용)을 선형으로 구성하여 추정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효과, 

가구원 수 효과, 소득 및 비용 효과를 각각 선형의 관계가 아닌 비선형의 

관계로 추정한 모형(Model 4)에서는 자산형성기 연령대의 주거소비가 과

소 추정되는 문제점을 다소 완화시키는 패턴을 보여주나 여전히 70~74세

가 정점으로 추정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특정 가구의 생애주기 동

안 이루어지는 가구주 연령의 증가는 가구원들의 연령 증가, 가구원 수

의 증가와 감소, 소득의 증가와 감소라는 현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불안정한 결과는 M-W 모형에서 가구주의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가구 수나 소득 및 자산과 같은 가구특성의 변화를 통제한 한

계적인 연령효과는 그 해석이 모호해질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연령효과의 추정상의 편의문제는 장래주택수요 추정과 관련해

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가구단위 소득변수의 도입으로 

위와 같이 과대 추정된 노년층의 연령효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장래주택

수요를 추정하는 경우 노년가구비율의 상대적인 증가가 총주택수요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과대 추정될 수 있다. 미래의 가구소득을 각 가구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런 과대 추정의 문제가 극복될지도 모른

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되

는 평균적인 실질가구소득(일반적으로 가구당 실질GDP 증가율)의 변화

추세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장래주택수요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

다. 따라서 가구단위의 주택수요 결정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장래주택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의 구조는 장래주택수요 추정 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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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소득 관련 변수인 가구당 실질GDP를 직접적으로 모형 추정에 도

입하는 것이 가구단위 소득변수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정상의 편

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3. 주택수요의 연령효과와 탄생코호트 효과
 

M-W 모형에 기초한 기존 연구들은 소득이나 구매력이 연령의 함수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특정 시점에 추정된 연령별 가구원의 주거소비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은 탄생코호트별로 주택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주거소비는 생애주기 동안 형성된 경험에 따

른 선호체계와 축적된 자산을 통해 그 선택이 이루어지므로, 출생 시점

이 다른 코호트들이 동일 연령대에 진입했을 때 주거소비 행태를 비교해 

보면 주거소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관련된 연구로서 Ohtake and Shintani(1996)는 일본 주택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65세 이상에서 관측되는 급격한 수요 감소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태어난 코호트 집단의 영향으로 해석하고, 10년 단위의 코호트 집

단의 영향력을 조정한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1984년과 

1989년 두 시점의 자료를 통합하여 코호트 효과를 통제한 결과, 1984년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M-W 모형의 계수값과는 달리 65세 이

상에서도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Pitkin 

and Myers(1994)의 연구 또한 탄생코호트에 따른 연령대별 주택수요의 

차이를 인식하고 30년 기간의 4개 시점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횡단면 자료를 통한 주택수요 추정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그들의 분석 

결과는 연령대별 주택수요의 정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늦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김미경⋅이창무⋅송기범(2014)은 1999년, 2004년, 2010년 3개 

시점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M-W 모형을 추정한 결과 각 관측시점 

주거소비의 정점 연령이 늦어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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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여 탄생코호트 변수를 이용한 M-W 모형을 이용하여 연령효과와 

탄생코호트 효과를 분리해 내고, 관측시점 간에 발생하는 주거소비 정점 

연령이 늦어지는 현상의 원인이 코호트 효과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

소비 수준이 이전 세대에 비해 낮음을 밝히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

는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장기주택수요를 추정하였고, 추정 결과 코호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장래수요 추정 결과에 비해 총수요의 증가율

이 다소 낮으나 여전히 향후 2040년대 초반까지는 지속적인 총수요의 증

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일정 가구의 주거소비 수준이 가구원보다는 가구주의 

능력과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의 코호트 

효과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

하기 위해 이창무⋅김미경(2013)은 가구원의 연령대에 기초한 M-W 모형

에 가구주의 탄생연도 그룹(탄생코호트) 변수를 결합한 비선형모형을 추

정하여 같은 가구주 연령대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베이비붐 직전 세대에 

비해 주거소비 수준이 낮다는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

구 역시 비선형모형을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가구별 소득효과와 주거비용

효과를 설명변수로 도입한 결과 가구원 연령대별 주거소비면적의 정점이 

여전히 75~79세로 추정되어 연령 변수와 가구특성 변수를 함께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4. APC(Age-Period-Cohort) 모형

개별 사회구성원은 축적된 경험(교육방식, 사회화 과정, 역사적 경험 

등)에 따라 차별화되는 성향이 나타나며, 동시대를 살아온 일정 탄생코호

트는 그러한 축적된 경험의 차이로 다른 코호트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평

균적인 선호체계를 지니게 된다. Ryder(1965)는 차별화된 선호체계를 지

닌 새로운 코호트의 유입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변해가게 됨

으로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코호트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

하고 있다. 코호트를 포함한 APC 분석구조는 패널데이터와 연계하여 정



28 인구 고령화와 주택시장

교하게 통제된 효과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준실험적인 성과 

및 효과 측정의 목적으로 의학분야, 교육분야, 심리학분야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Fu[2000]; Glenn[1994]; Yang[2007]).

그러나 APC 구조를 통한 분석이 사회과학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임

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해 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 이는 연령(Age, A)효

과, 시간(Period, P)효과, 코호트(Cohort, C)효과 간에는 완전한 선형적인 

관계(P=A＋C)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수요에 있어서 연령효과에

는 소득, 교육 등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PC 이외의 추가적인 

변수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그 해석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Green 

and Hendershott[1996]).

적지 않은 일련의 연구에서 APC 추정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Intrinsic Estimator 등

과 같은 새로운 실용적인 기법이 등장하기도 하였다(Glenn[1976]; Yang, 

Fu, and Land[2004]). 그러나 현재까지도 APC 개별요소의 선형결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화된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분

석 결과를 해석하여 모형설정상의 오류를 줄이는 접근이 최선으로 여겨

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택수요 분석에 연령 이외의 코호트 효과에 대한 인식은 

있어 왔다(배정인[2000]).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에서 종합적인 

APC 모형에 기초하여 개별효과를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그 분석에 있어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연령 변수와 연령

의 함수로써의 성격을 지닌 소득, 자산, 가구원 수 등의 변수를 동시에 

도입할 때 발생하는 연령효과의 편의문제를 인지하지 못하였다(이창무⋅
김미경[2013]).

5.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관련 연구들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저출산 및 고

령화에 따른 장래 주택시장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한동안 지배적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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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는 달리 근 시일 내에 주택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이에 따른 주택

시장 붕괴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관련된 분석의 틀을 세밀하

게 검토하면 인구연령구조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장래주택수요

의 추정이나 예측이 이루어졌다고는 판단하기 힘든 문제점들이 내재되

어 있다. 

M-W 모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에서 예측이 가능한 인구연

령구조의 변화를 수월하게 담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기본적인 M-W 모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이나 가구

원 수와 같은 가구특성을 추가적인 통제변수로 도입하는 경우 연령효과

에 대한 추정상의 편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관련된 분석 결

과들은 가구특성 변수의 도입으로 인해 노년가구의 주거소비 수준이 상

대적으로 높게 추정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또 한 가지 M-W 모형의 한계는 특정 가구에 내재된 가구원의 연령대

별 주거수요를 가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정 가구의 주거

소비는 가구주의 경제적 특성이나 가구생애주기에 따른 수요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원의 연령대에 기초한 분석은 그리 합리

적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한편으로 M-W 모형에서 추정되는 가구원

의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주거소비는 가구주로 대표되는 특정 가구의 생

애주기에 연동되어 변화하는 가구구성원의 평균적인 연령구조의 한 단면

일 수도 있다. 추정모형의 설명력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가구단위 효용함

수에 기초한 수요 추정모형과 비교하여 오히려 열등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창무⋅김미경[2013]).

다양한 M-W 모형의 변형을 활용한 연구들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것

은 한 시점에서 관측되는 연령대별 주거소비 패턴이 시점에 따라 변화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 시점에서 관측되는 연령대별 주거소

비 패턴에 해당 연령대를 구성하고 있는 탄생코호트별 선호도 차이에 

따른 효과가 담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탄생코호트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연령효과, 코호트 효과, 시간효과를 합리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

는 종합적인 구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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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주택수요 분석에는 크게 활용되지 못했던 APC(Age-Period- 

Cohort) 모형이 그 개념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존 M-W 모형

에서 시도되었던 비선형모형의 적용은 연령(A), 시점(P), 코호트(C)의 관

계를 A×P×C의 비선형적인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기존 APC 모형에 내재

되어 있는 문제점인 연령, 시점, 코호트의 완전한 선형적인 관계(A=P－

C)로 발생하는 식별(identification)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

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선형적인 관계의 설정은 단순히 통

계적인 식별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임의의 선택이기보다는 제3절에

서 논의되는 것처럼 연령, 시점, 코호트 효과에 내재된 연역적인 관계에 

대한 해석을 반영한 것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장래 주택시장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해서는 단

순한 가구주의 연령효과가 아닌 탄생코호트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이를 장래주택수요 추정에 내재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

구에서는 장래주택수요 추정을 비선형구조에 입각한 APC(Age-Period- 

Cohor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실험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

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제3절  모 형

1. 주택소비의 APC(Age-Period-Cohort) 분석의 개념
 

한 시점에서 관측되는 가구의 연령별 주거소비 패턴은 대별하여 가구

주 연령효과(Age, A), 가구주 (탄생)코호트 효과(Cohort, C), 시간효과

(Period, P)로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소비

를 가구주 연령 변화에 따라 이어지는 연속적인 주거소비 함수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에 따른 가구주의 선호체계(주거소비뿐 아니라 

자녀 수와 같은 가구특성의 변화도 포함)의 변화나 경제성장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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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정체된 사회에서 가구주 의 연령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생애주

기에 따른 기본적인 주거소비의 변화패턴    가 존재한다고 가정하

자. 이러한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주거소비 패턴의 변화를 특정 함수 

의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유로운 패턴을 수용하기 

위해 연령대별 더미변수  를 도입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아래 식에

서 더미변수의 추정계수 가 연령효과를 표현한다.

     


  (1)

그러나 정체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각 세대별로 생애주기 동안 경험한 

경제상황과 선호체계의 변화에 따라 연령변화에 따른 주거소비 패턴이 

차별화된다. 어떤 세대는 왕성한 경제활동 연령대에 경제성장기를 경험

하여 이전 세대에 비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 데 반해 어떤 세대

는 해당 연령대에 경제침체기를 경험하여 상대적으로 부의 축적이 이전 

세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어떤 세대는 많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반

면, 어떤 세대는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산의 축

적 정도와 주거소비의 양적인 차이를 발생시키는 선호체계의 차이로 세

대()별로 연령 증가에 따른 주거소비 패턴   에 차이가 발생한

다. 이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기준세대(  )의 연령대별 주거소비 패턴,   

는 코호트 더미, 는 기준 코호트 대비 코호트 의 주거소비 조정비율

(코호트 효과)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한 시점에서 관측되는 연령대별 주거소비는 해당 시점의 

단기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된다. 국제금융위기와 같이 경

제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해당 시점의 적지 않은 가구가 단기적으로 주

거소비를 조정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여기서 단기적인 시장 변화는 결

과적으로는 누적되어 차별화된 시장상황을 경험하는 탄생코호트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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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주거소비의 연령⋅코호트⋅시간 효과 분해

의 축적 정도나 주거소비에 대한 선호체계의 차이를 구성하게 된다. 그

와 같은 시점()별 단기적인 영향력을 포함하면 주택소비함수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기준세대(  )의 기준시점(  ) 연령대별 주

거소비 패턴(실제로는 시점이 고정되면 연령과 코호트는 연동되어 결정

됨),  는 시점더미, 는 기준시점 대비 시점 의 주거소비 조정비율

(시간효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10년 간격의 3개의 세대

( ,  , )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그림 2-2). 기본

이 되는 세대 를 포함하는 모든 세대는 가구주의 연령 증가에 

따라 60세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내재된 생애주기 동안의 주거소비 패턴이 

내재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다음 세대인 은 왕성한 경제활동기

동안 상대적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여 와 비교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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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소득을 취득하고 자산의 축적 정도도 

더 높아 모든 연령대에서의 주거소비가 를 추월한다고 가정하자. 

반면, 그 다음 세대인 는 상대적으로 해당 연령대 동안 저성장

시기를 경험하여 주거소비의 향상이 이전 세대만 못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림 2-2]에서 실선은 앞의 논의를 수용하는 각 세대별 연령변화에 따른 

주거소비 패턴, 생애주기에 따른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일정 관측시점, 예를 들어 에는 해당 파선

으로 연결된 연령대별 주거소비를 관측하게 된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 20년이 지난 에는 해당 시점 파선으로 연결된 연령대

별 주거소비를 관측하게 된다. 특정 시점에서 관측된 연령대별 주거소비 

패턴은 동일 코호트의 내재된 연령변화에 따른 주거소비 패턴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림 2-2]에서 시점별로 주거소비의 정점이 

에는 40대였으나 에는 50대로 변화함을 볼 수 있다. 여

기서 추가적으로 해당 시점에 단기적으로 모든 연령층(동시에 모든 코호

트)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시간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

제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인 충격이 에 주어졌다면, 해당 시점 

모든 연령대의 주거소비는 조정을 받게 된다. 그 조정이 모든 연령

대에 일정한 비율로 영향을 미친다면 위의 그림에서 일점쇄선으로 연결

된 
 에 해당되는 연령대별 주거소비가 관측된다. 따라서 시간효

과가 도입된 각 코호트별 주거소비 패턴은 실선에서 벗어나 굵은 점

선을 따라 관측된다. 다만, 이러한 단기적인 시장상황에서 발생하는 시간

효과가 누적되어 특정 탄생코호트의 자산의 축적 정도 및 선호체계의 차

이를 구성하게 됨을 다시 한 번 언급한다.

2. 노동패널 자료에 기초한 APC 효과의 분리

앞에서 논의한 가구별 주거소비에 있어서의 연령효과, 세대효과, 시간

효과를 현실적인 자료로 분리해 내기 위해 1998년부터 2014년까지 17개  

연도의 자료가 축적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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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연령대별 주거소비량 변화(연도 구분)

하자. 연령대별 주거소비량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한 시점의 단면

적 자료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와 같은 연령대별 주거소비량의 시

계열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 5년 간격의 연령대별 주거소비량의 평균값(2

개 연도)의 분포를 중첩하여 그려 보았다(그림 2-3). 

전반적으로는 연령대별 주거소비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증

가의 폭이나 상대적인 연령대별 분포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1998년과 2003년 사이에는 큰 폭의 주거소비의 증가가 명확히 관측되나 

이후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폭의 증가가 이루어진 양상을 보인다. 

또한 1998~99년의 평균치는 54~55세가 정점이었으나 2013~14년 평균치

는 60~64세가 정점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점 이후 상당

히 빠른 속도로 주거소비가 감소하는 것처럼 관측된다. 이러한 관측 결

과는 주거소비 패턴을 단순히 연령의 함수로서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

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 시점에서 관측되는 연령별 주거소비 

패턴 안에 탄생코호트별로 차별화된 주거소비 수준의 차이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앞의 구분된 4개의 시점에서 연령이 아닌 탄생코호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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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각의 선은 2개연도 평균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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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탄생코호트별 주거소비면적 변화(연도 구분)

b197584 b196574 b195564 b194554 b193544 b192534 b191524 탄생코호트

주: 각각의 선은 2개연도 평균값을 의미함.

주거소비면적을 그린 [그림 2-4]는 [그림 2-3]과 같이 뒤엉킨 형태가 아니

라 좀 더 정리된 양상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각 세대별 주

거면적이 증가하는 양상을 읽을 수 있다. 특히 1998년과 2003년 사이의 

주거소비면적의 증가는 모든 세대에서 명확하게 관측된다. 그러나 세대

별로 보면 1975~84년생의 경우는 해당 기간 동안 큰 폭의 주거소비면적

의 증가가 발생한 반면, 1945년 이전 세대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1975년생은 해당 관측기간 동안 가족이 확

대되는 30대 전후의 시기이고 1935년생의 경우는 은퇴와 노령화가 시작

되는 60대 전후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갈 사

항은 한 가구의 주거소비가 세대별로는 시간의 경과나 연령의 증가에 따

라 상당히 연속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앞의 한 시점에서 

관측된 연령대별 주거소비 차이와는 달리 동일한 세대의 경우 노년기에

도 시간의 흐름(연령 증가)에 따라 주거소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약

간씩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된다.

다음으로 각 세대별 주거소비량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러한 

양상이 좀 더 명확히 나타난다(그림 2-5). 1975년생의 경우는 1998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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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연도별 주거소비량 변화(탄생코호트 구분)

2014년 사이 47.1m2에서 78.2m2로 급격한 소비량의 증가가 발생했다. 그

러나 출생연도가 오래된 세대로 갈수록 시간의 흐름(연령 증가)에 따른 

주거소비의 증가 폭(수준이 아닌)이 뚜렷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관측기간 동안 이미 노년에 진입한 탄생연도 1934

년 이전 세대의 경우에도 주거소비가 줄어들기보다는 주거소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내재된 연령효과만

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시점 변화에 따

른 평균적인 소득증가의 효과가 담겨지기 때문이다.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를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앞의 각 코호

트의 시점별 주거소비량을 시점이 아닌 해당 시점의 각 코호트의 중위 

연령으로 치환하여 작도하면 [그림 2-6]과 같은 그래프가 얻어진다. [그림 

2-6]은 [그림 2-3]과 같이 다양한 시점에서 관측되는 연령대별 주거소비 

패턴과는 다르게 각 코호트의 연령변화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주

거소비 패턴을 중첩하여 보여준다. 이 두 그림을 연결하자면 [그림 2-6]

에서 각 탄생코호트의 시작점을 연결하고 [그림 2-3]에서 1998년에 관측

되는 연령대별 주거소비면적의 그래프, 끝점을 연결하면 2014년에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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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연령별 주거면적(탄생코호트 구분)

된 연령대별 주거소비면적의 그래프와 유사해진다. 현재 노동패널 자료

가 17년간 누적된 자료로 각 세대별로 같은 연령대로 유지되는 기간이 

7년 정도 확보된다. 즉, 같은 연령대에서 관측되는 주거소비 수준의 차이

를 코호트 효과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도 각 코호

트의 연령대별 주거소비 패턴에는 부분적으로는 시간효과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간효과를 무시하고 같은 연령대에 진입한 탄생코호트 간의 

주거소비 수준을 비교하여 보자. 우선 1925~34년생은 1915~24년생에 비

해 주거소비 수준이 약간 높은데 반해 1935~44년생은 1925~34년생에 비

해 큰 폭의 주거소비 수준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55~64년생의 경우는 1945~54년생에 비해 주거소비 수준이 높다고 판

단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두 세대 간 10년의 격차가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실질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재된 코호트 효과에 대하여 베이비붐 세대인 1955~65년생이 직전 세대

에 비해 주거소비 수준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세대는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주택시장과 누적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주거소비에 

40

50

60

70

80

90

100

1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b197584 b196574 b195564 b194554 b193544 b192534 b191524

m2

연령



38 인구 고령화와 주택시장

대한 선호체계가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관

측하는 연령대별 주거소비 패턴을 엄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코호트 효과와 시간효과를 적절히 분리해 낼 수 있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

3. 추정모형 및 장래 총주택수요 산정방식

위에서 살펴본 연령효과, 세대효과, 시간효과를 효과적으로 분리해 내

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 총주택수요를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추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추정모형을 구성하였다.

  


 


 


    (4) 

이와 같은 기본모형을 통해 연령효과(), 세대효과(), 시간효과( )를 

포괄적으로 분리해 내어 해석한다. 추가적으로 가구원 수 더미를 추가하

여 최근 확대되고 있는 1인 가구의 효과를 분리해 낼 수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M-W 모형에서 발생하는 가구원 수 더미의 도입에 따른 연령효과

의 편의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여 제외하였다.

기본모형을 변형하여 지역 간의 주거비용의 편차에 따른 영향을 내재

화하기 위해 지역더미( )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시간효과를 평균적

인 실질소득의 증가효과()로 대체하여 반영한다. 여기서 평균적인 소

득효과는 가구당 실질GDP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장래수요 추정  

시 가구연령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른 효과를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구당 소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

서 설명되었듯 가구당 소득 관련 변수를 도입하여 수요모형을 추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령효과 편의(노년층의 연령효과가 과대 추정됨)의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또한 장래시나리오의 구성에 있어 개별 가

구의 소득이나 자산의 변화를 일일이 반영할 수 없고, 모든 가구에 동일

하게 적용되는 사회 전체적인 실질GDP의 증가를 반영할 수 있을 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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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본 분석에 이용된 자료가 17년간의 장기 시계열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여 장래주택수요 

추정에 적용할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5) 

여기서 은 기준 지역대비 지역 의 주거소비 조정비율(지역효과)을 의

미하며, 는 주택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명확히 정

의하면 개별 가구소득을 이용한 추정 결과가 아님으로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증가에 따른 사회적 총수요에 대한 탄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제시되는 추정 결과에서 나타나듯 그 탄력성의 수준이 개별 가구

소득을 이용한 기존 연구의 소득탄력성과 유사한 추정치가 도출된다.  

식 (5)의 추정모형은 선형화가 불가능한 비선형모형의 형태로 OLS가 

아닌 비선형 최소자승법(Non-linear Least Squared Estimation: NLS)을 이

용하여 추정한다. 이와 같이 설정된 모형의 추정 결과에 기초한 기준시점

의 특정 세부 그룹    의 평균적인 주택수요 는 다음과 같이 산

정된다.

             
  (6)

장래가구추계에서 제공되는 일정 시점 해당 그룹의 가구 수를   

라고 하면 해당 시점의 총주택수요 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여

기서 일정 시점 에서 연령 와 코호트 는 연동되게 된다.

  


 

       (7)

이렇게 산정되는 기준시점 와 이후 시점  간의 총수요 변동률은 다

음과 같이 정리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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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에 각 그룹의 평균적인 주택수요식 식 (6)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인한 파트와 소득증가로 인한 파

트로 분해된다.

 






 

          




 

         



 
 





 (9)

분석에 이용되는 표본의 특성으로 인해 기준시점의 추정된 총수요 

 와 관측된 실제 총수요  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관계로 

기준시점의 관측된 총수요를 기반으로 장래 총수요 를 재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10) 

제4절  자료 및 추정 결과

1.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2014년까

지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의 1~17차 자료이다. 본 자료는 조사기간 중

간 시점(2009년, 12차)부터 추가된 제주도 가구표본을 제외한 전국 15

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를 고려하여 

결측치(주택점유형태, 연령, 탄생연도) 및 이상치(주거면적 200평 초과)

를 제외하였다. 이 외 가구당 실질GDP는 2010년 기준연도 가격 GDP

(한국은행)를 연도별 가구 수(통계청)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2010년을 

‘1’로 정규화하고 비교연도의 값을 2010년 대비 배율로 나타내어 추정

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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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 결과

가구주의 연령만 도입한 ‘Model 1’에서는 주거소비의 정점이 60~64세

로 도출되며 이후 완만한 속도로 주거소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관측은 앞에서 논의한 탄생코호트 효과와 시간효과가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여기에 가구주의 탄생코호트를 도입한 

‘Model 2’에서는 주거소비의 정점인 연령대가 70~74세로 변화한다. 그러

나 정점 이후 노년기 주거소비의 감소패턴이 명확하지 않다. 코호트 변

수의 경우 주거소비 수준이 가장 높은 코호트가 1975~84년생으로 도출되

며, 1965~74년생을 제외하면 모든 코호트에서 1945~54년생에 비해 주거

소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 결과가 도출된다. 여기서 관측되는 연령

대별 패턴이나 코호트별 패턴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간효과가 분

리되지 않은 양상을 보여줄 뿐이다. 

다음으로 APC 효과가 모두 상호통제되도록 시간더미를 추가한 ‘Model 

3’에서는 주거소비의 정점이 55~59세로 변화하였으며, 정점 이후 감소 

패턴을 보여준다. 다만, 정점인 55~59세에서 80~84세의 25년 정도의 기

간 동안 총 16.04%의 완만한 주거소비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특히 코호트 효과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여 주거소비가 가장 많은 코

호트는 1915~24년생, 1935~44년생, 1945~54년생의 순으로 나타나고, 최

근 세대로 올수록 주거소비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추정된 계수를 해석하면 1955~64년생의 경우 직전 세대인 1945~54년

생에 비해 10.1% 낮은 주거소비 수준을 보여준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도가 낮은 1905~14년생을 제외하면 베이비붐 직전 세

대(1945~54년생)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경

우는 통계적 신뢰도가 낮은 1985~94년생을 제외하면 베이비붐 직전 세대

(1945~54년생)에 비해 11.3~13.7% 낮은 주거소비 수준으로 베이비붐 세

대와 유사한 주거소비 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 결과는 회자되는 것

처럼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최근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자산축적 

기회가 적었고,1 가구원 수의 감소가 발생했다는 이해와 일치한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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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변수의 기초 통계량

항목 통계 항목 통계

표본 수 91,302

조사연도

더미

1=1998년 4,989

주거면적

(㎡)

평균 85.17 1=1999년 4,495
표준편차 51.37 1=2000년 4,250
최댓값 655.54 1=2001년 4,231
최솟값 3.31 1=2002년 4,250

가구주

연령

더미

1=20~24세 635 1=2003년 4,577
1=25~29세 3,591 1=2004년 4,744
1=30~34세 9,078 1=2005년 4,832
1=35~39세 10,775 1=2006년 4,980
1=40~44세 11,161 1=2007년 5,053
1=45~49세 10,625 1=2008년 5,092
1=50~54세 10,052 1=2009년 6,605
1=55~59세 8,792 1=2010년 6,577
1=60~64세 7,734 1=2011년 6,581
1=65~69세 6,803 1=2012년 6,643
1=70~74세 5,586 1=2013년 6,677
1=75~79세 3,777 1=2014년 6,726
1=80~84세 1,982

지역

더미

1=서울 19,908
1=85~89세 711 1=부산 7,788

가구주

탄생

코호트

더미

1=1905~14년 39 1=대구 4,907
1=1915~24년 1,280 1=대전 2,701
1=1925~34년 6,833 1=인천 5,396
1=1935~44년 14,154 1=광주 2,667
1=1945~54년 17,837 1=울산 2,308
1=1955~64년 22,261 1=경기 19,001
1=1965~74년 19,319 1=강원 2,441
1=1975~84년 8,746 1=충북 2,568
1=1985~94년 833 1=충남 3,440

가구당

실질GDP
(백만원,
2005년 

기준연도 가격)

평균 66.95 1=전북 3,672
표준편차 8.1 1=전남 3,226
최댓값 77.2 1=경북 5,114

최솟값 48.9 1=경남 6,165

주: 주거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가구는 이상치로서 분석에서 제외함.

 1 본 세대는 한창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근로생

애의 정점을 맞게 되면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다(한국노동연구

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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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가 주거소비 수준의 변곡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제된 시간효과는 점진적으로 주거소비 수준이 향상되는 추세를 보

여준다. 다만, 국제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 기준시점인 2010년 대비 

－15.8%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02년까지 기준시점 대비 －1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2003년에 기준시점 대비 －5%대 이상의 향

상된 소비수준으로 급격히 변화한 후 꾸준한 주거소비의 증가가 발생함

을 볼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주거비용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았으

나, 국제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발생한 전세가와 매매가의 급격한 상승, 

2003년에 발생한 전세가와 매매가의 안정이라는 시장상황과 연결 지어 해

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추정 결과는 연령효과를 측정하거나 혹은 코호트 효과를 

측정할 때 연령효과, 코호트 효과, 시간효과를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을 통해 통제하지 않으면, 추정 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Model 4’는 기본 APC 모형(Model 3)에 지역별 주택가격(주거비용) 수준

의 차이 및 선호체계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주거소비 수준의 차이를 통

제하기 위해 지역더미를 추가한 모형이다. 연령효과, 코호트 효과, 시간효

과에는 큰 변화는 없으나 RMSE가 다소 향상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Model 5’는 ‘Model 4’에서 시간효과 대신 ‘가구당 실질GDP’를 2010년

을 기준(1)으로 하고 비교연도를 배율로 조정하여 추가한 모형이다. 이는 

사회의 평균적인 실질가구소득의 증가에 따른 효과를 직접적으로 통제하

기 위한 선택이다. 추정된 가구당 실질GDP의 탄력성은 0.4572로서 일반

적으로 알려진 개별가구의 주택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 추정 결과(0.4~ 

0.8)의 수용범위 안에 들어간다(이창무⋅박지영[2009]). 다만, 비선형모형

인 관계로 R2이 아닌 RMSE로 판단하면 ‘Model 5’가 ‘Model 4’에 비해 

모형의 설명력이 미소하게 약화되었다. 연령효과에 있어 추정계수의 상

대적인 관계는 이전 모형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령효

과의 정점이 55~59세로 나타나면서 이후 80~84세까지 15.7%의 완만한 

주거소비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 변수가 아닌 시간

더미를 유지했을 때와 유사한 상대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코호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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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가구단위 주택수요모형 추정 결과(NL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가

구

주

연

령

20~24세
44.7596*** 42.8090*** 59.2535*** 58.1373*** 58.2648***
(2.0311) (2.1823) (3.2840) (3.2163) (3.1710)

25~29세
58.8756*** 54.5156*** 72.7224*** 71.0536*** 71.1690***
(0.8488) (1.0511) (1.9708) (1.9391) (1.8303)

30~34세
72.0227*** 66.4790*** 85.9703*** 83.6807*** 83.7937***
(0.5320) (0.8819) (1.8588) (1.832) (1.6946)

35~39세
79.4223*** 75.6317*** 93.6784*** 91.1530*** 91.2901***
(0.4878) (0.8424) (1.7208) (1.7052) (1.5567)

40~44세
81.8756*** 80.4463*** 95.7602*** 93.2739*** 93.4441***
(0.4802) (0.7954) (1.5221) (1.5201) (1.3680)

45~49세
86.3090*** 86.5051*** 98.3630*** 95.9317*** 96.1933***
(0.4927) (0.706) (1.2903) (1.3061) (1.1278)

50~54세
91.0192*** 92.2014*** 100.3000*** 97.9666*** 98.3620***
(0.5068) (0.6317) (1.0884) (1.1223) (0.9150)

55~59세
95.4426*** 97.1673*** 101.1000*** 98.8864*** 99.3766***
(0.5416) (0.5925) (0.9421) (0.9893) (0.7493)

60~64세
95.7978*** 98.7118*** 98.4734*** 96.0399*** 96.5464***
(0.5782) (0.6715) (0.9328) (0.9778) (0.7501)

65~69세
94.6085*** 101.3000*** 96.6129*** 94.2534*** 94.9248***
(0.6178) (0.8800) (1.1004) (1.1281) (0.9311)

70~74세
91.7239*** 102.1000*** 93.1360*** 91.2053*** 91.9416***
(0.6805) (1.1325) (1.3139) (1.326) (1.1632)

75~79세
85.7538*** 99.3015*** 87.2030*** 85.3684*** 86.0751***
(0.8284) (1.3641) (1.5154) (1.5117) (1.3703)

80~84세
83.3708*** 101.5000*** 84.8825*** 82.9279*** 83.7797***
(1.1413) (1.9421) (1.9645) (1.9332) (1.8176)

85~89세
80.1267*** 99.8288*** 80.6136*** 78.6098*** 79.4669***
(1.9055) (2.8979) (2.6412) (2.5779) (2.5054)

가구주

코호트

더미

(base:
1945~

55년생)

5~14년생
-0.4107*** -0.1501 -0.1652 -0.1759
(0.0844) (0.1228) (0.1201) (0.1184)

15~24년생
-0.1986*** 0.0307 0.0290 0.0225
(0.0191) (0.0294) (0.0292) (0.0283)

25~34년생
-0.1724*** -0.0191 -0.0170 -0.0213
(0.0106) (0.0162) (0.0161) (0.0156)

35~44년생
-0.0660*** 0.0200** 0.0213** 0.0189**
(0.0074) (0.0098) (0.0098) (0.0095)

55~64년생
-0.0220*** -0.1012*** -0.1075*** -0.1060***
(0.0071) (0.0080) (0.0079) (0.0078)

65~74년생
0.0578*** -0.1129*** -0.1221*** -0.1188***

(0.0108) (0.0131) (0.0129) (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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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의 계속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가구당 실질GDP
0.4572***
(0.0277)

연도

더미

1998년
-0.1576*** -0.1522***
(0.0117) (0.0118)

1999년
-0.1378*** -0.1327***
(0.0119) (0.0119)

2000년
-0.1401*** -0.1344***
(0.0118) (0.0118)

2001년
-0.1163*** -0.1113***
(0.0118) (0.0118)

2002년
-0.1031*** -0.0988***
(0.0117) (0.0117)

2003년
-0.0478*** -0.0454***
(0.0115) (0.0115)

2004년
-0.0509*** -0.0497***
(0.0112) (0.0112)

2005년
-0.0355*** -0.0343***
(0.0110) (0.011)

2006년
-0.0231** -0.0225**
(0.0109) (0.0108)

2007년
-0.0198* -0.0199*
(0.0107) (0.0106)

2008년
-0.0067 -0.0072
(0.0106) (0.0106)

2009년
-0.0134 -0.0138
(0.0099) (0.0098)

2011년
0.0044 0.0043

(0.0099) (0.0099)

2012년
0.0181* 0.0174*

(0.0101) (0.01)

2013년
0.0297*** 0.0293***
(0.0103) (0.0102)

2014년
0.0309*** 0.0303***

(0.0104) (0.0103)

지역

더미

부산
-0.0758*** -0.0759***
(0.0078) (0.0078)

대구
0.0092 0.0096

(0.0097) (0.0097)

대전
0.0573*** 0.0577***
(0.0126) (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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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의 계속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지역

더미

인천
0.0727*** 0.0730***

(0.0095) (0.0095)

광주
0.0896*** 0.0897***

(0.0126) (0.0126)

울산
0.0603*** 0.0599***

(0.0135) (0.0135)

경기
0.1053*** 0.1057***

(0.0065) (0.0065)

강원
-0.0012 -0.0016
(0.0129) (0.0129)

충북
0.0670*** 0.0668***
(0.0127) (0.0127)

충남
-0.0562*** -0.0566***
(0.011) (0.0110)

전북
0.0433*** 0.0436***

(0.0108) (0.0108)

전남
0.0244** 0.0237**
(0.0114) (0.0114)

경북
-0.0327*** -0.0327***
(0.0094) (0.0094)

경남
0.0211** 0.0211**

(0.0088) (0.0088)
F-value 255.72*** 11890.30*** 6917.86*** 5114.06*** 7184.00***

RMSE 50.4510 50.3448 50.2534 50.0380 50.0460

관측치 수 90,093 90,093 90,093 90,093 90,093

주: *는 10% 유의도, **는 5% 유의도, ***는 1% 유의도; ( )은 표준오차.

또한 ‘Model 4’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모형의 선택에 따라 변화하는 연령효과 및 코호트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각 모형에서 추정된 추정계수를 상대추정계수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그래프를 작도하였다. 연령계수의 경우 [그림 2-7]은 중간적인 연령대인 

55~59세를 기준(100)으로 한 상대적인 연령효과이며, 코호트 계수의 경

우에는 베이비붐 직전 세대인 1945~54년생을 기준(1.0)으로 한 상대적인 

코호트 효과를 [그림 2-8]에 작도하였다. 

상대연령효과의 경우, Age-Period-Cohort를 모두 고려하여 안정화된 개

별효과가 예상되는 ‘Model 3’, 지역별 주거비용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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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추정모형별 상대연령효과

a2024 a2529 a3034 a3539 a4044 a4549 a5054 a5559 a6064 a6569 a7074 a7579 a8084 a8589

상대연령효과

연령

주: 55~59세 연령효과 추정계수를 기준(100)으로 재조정함.

[그림 2-8] 추정모형별 상대코호트 효과

b190514 b191524 b192534 b193544 b194554 b195564 b196574 b197584 b198594

상대코호트효과

탄생코호트

주: 1945~54년생 가구주를 기준(1)으로 한 비교가구주들의 배율임.

지역더미를 추가한 ‘Model 4’, 시간효과를 해당 시점 가구당 실질GDP로 

대체한 ‘Model 5’에서 거의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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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령 변수만을 도입한 ‘Model 1’에서는 ‘Model 3’에 비해서 55

세 미만 가구주의 소비면적은 상대적으로 낮게, 60세 이상 가구주의 소

비면적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고 있다. 또한 가구주 연령 변수에 코

호트 변수만을 도입하고 시간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Model 2’에서는 상

대연령효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정점이 70~74세로 늦어지고, 그 이후

의 감소추세도 명확하지 않은 패턴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연령효과, 

코호트 효과, 시간효과가 종합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모형을 통해 연령효

과를 측정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편의를 발생시킴을 알 수 있다.

코호트 효과의 경우에도 Age-Period-Cohort를 모두 고려하여 안정화된 

개별효과가 예상되는 ‘Model 3’, 지역효과를 추가한 ‘Model 4’, 가구당 

실질GDP로 시간효과를 대체한 ‘Model 5’에서의 상대코호트 효과가 유사

한 패턴으로 측정된다. 결과는 통계적 신뢰도가 낮은 1905~14년생과 

1985~94년생을 제외하면 베이비붐 이전 세대(1955년 이전 탄생)와 베이

비붐 세대 및 이후 세대(1955년 이후 탄생) 간에 명확한 주거소비 수준의 

차이를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효과가 제외된 Model 2의 경우는 역

으로 최근 탄생코호트로 올수록 주거소비면적이 늘어나는 패턴으로 추정

된다. 이와 같이 코호트 효과에 있어서도 APC 효과가 종합적으로 통제

된 모형이 아닌 경우 그 한계효과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어 APC 효과 분석 시 종합적인 구도의 모형설정이 중요한 사항임을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제5절  장기주택수요 추정 

가구구조의 변화는 2010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중 시도별 장래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구당 실질소득 성장률에 대한 시나리오의 경

우, 2015년까지는 실측치를 이용하였고 2016년부터는 성장률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국내기관 전망이 국외기관 전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기관 전망을 참고하여 낙관적 시나리오(2016년 3.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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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2%)를, 그리고 최근 관측된 성장률 중 낮았던 성장률(2.3~2.6%)과 

국외기관 전망을 반영하여 보수적 시나리오(2016년 2.5% →2035년 1.8%)

를 마련하였다. 최근 5년간의 평균적인 성장률(3.0%), 그리고 두 시나리

오의 평균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중립적 시나리오(2016년 3.0%→2035년 

2.0%)를 구성하였다.

또한 증감률의 매해 감소 추이는 선형을 가정하였으며, 모형 추정에 

이용된 변수가 2010년을 기준(1)으로 한 ‘가구당 실질GDP’이므로 장기 

추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형태로 전환된 변수를 투입하였다. 중립적 시나

리오에 기초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장기주택수요는 2010년에서 2035

년의 기간 동안 38.7%의 누적증가율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소득증가

효과를 제외한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는 수요면적의 16.0% 증

가, 가구당 실질GDP 증가에 따른 한계효과는 19.6%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효과에 따른 주택수요 누적증가율이 2035년까지 완만한 증가형

태를 보인 것과는 달리,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누적증가율은 

2033년을 정점으로 하여 완만한 속도로 하락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 결과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주거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주택

형 거처의 총주거면적 평균치인 1,157km2에 적용하여 총수요를 산정하면 

2035년에 1,605km2로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이 중 한계가구효과는 

2033년 1,345km2까지 증가하였다가 2035년 1,343km2로 감소하고, 한계소

득효과는 2035년까지 1,384km2로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실제로 관측된 가구 수와 가구당 실질GDP를 적용한 2011~15년의 총

수요 증가율을 구성하는 개별효과를 살펴보면 가구구조효과가 소득효과

에 비해 영향력이 크게 산출되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추정된 두 효과는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가구구조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소득효과는 유

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구구조효과는 2033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시나리오별로 총수요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립적인 시나리오(시나리오 

2)를 적용하였을 때, 2010년 관측된 총 연면적이 1,157km2에서 20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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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부분 효과별 장래 총주택수요(연면적)

주: 1) 2010년 실제주거면적(1,157km2)은 ‘인구주택총조사’ 및 ‘주거실태조사’의 순수 주택형

거처 평균치를 이용함.
2) 가구당 GDP 증감률은 시나리오 2(중립적)를 이용함.
3) ( ) 안의 값은 2010년 대비 누적증감률을 의미함.

[그림 2-10] 개별효과에 의한 소비면적 연간 증가율

주: 가구당 GDP 증감률은 시나리오 2(중립적)를 이용함.

한계가구효과 & 한계소득효과 반영 

한계가구효과만 반영

한계소득효과만 반영

가구구조효과 & 소득효과 반영

가구구조효과만 반영

소득효과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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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시나리오별 수요면적 장기예측

1,605km2로 38.7%의 누적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낙관적

인 시나리오(시나리오 1)에 따르면 2035년 1,656km2로 43.1%의 누적 증가

가, 보수적인 시나리오(시나리오 3)에 따르면 2035년 1,556km2로 34.4%의

누적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장기예측 결과는 기존의 M-W 모형에 기초한 주택수요 장기예

측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기존 연구 중에서 소득증가 시나리

오가 유사한 김미경⋅이창무⋅송기범(2014)의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

사 자료를 이용한 연령효과만을 고려한 모형에서 2010년 대비 2035년의 

총수요면적의 누적증가율이 53.8%임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나리

오 중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2016년 3.5%→2035년 2.2%)를 적용하여

도 총수요면적의 누적증가율이 43.1%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추정

치가 기존 연구의 추정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고 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본 분석은 가구원의 연령대별 주택수요를 추정하는 M-W 모형과 달리 

가구주의 연령대에 따른 가구별 주택수요를 직접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단위 모형에서 연령, 코호트, 시간효과를 모두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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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모형별 가구구조 변화 한계효과(총수요) 비교

주: 1) 2010년 실제주거면적(1,157km2)은 ‘인구주택총조사’ 및 ‘주거실태조사’의 순수 주택형

거처 평균치를 이용함.
2) ( ) 안의 값은 2010년 대비 누적증감률을 의미함.

서 발생하는 편의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만 고려한 모형(Model 1)과 연령, 

코호트를 고려한 모형(Model 2)에 기초하여 산출된 총주택수요의 장래추

계치를 연령, 코호트, 시간을 동시에 통제한 모형(Model 5)에 기초한 장

래추계치와 비교⋅분석하였다.

다만, 여기서는 소득효과를 제외한 ‘가구구조효과’만을 비교하였다. 

2010년 대비 2035년의 소비면적 누적증가율은 연령모형(Model 1)의 경우 

31.30%, 연령 및 코호트 모형(Model 2)의 경우 40.46%를 기록하여, 최종 

APC 모형(Model 5, 소득 및 지역 고려)에서 추출한 가구구조 변화효과인 

16.01%에 비해 훨씬 큰 수치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존의 수정된 M-W 모형에서 

연령 변수와 가구소득 특성 변수를 동시에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연령효

과 편의의 문제, 그리고 연령효과나 코호트 효과를 종합적인 APC 구조

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연령효과나 코호트 효과의 편의의 문제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장래주택수요를 추정함에 있어 합리적

인 모형 선택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비교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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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결 론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주

거소비 특성 분석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

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같이 연령 변수만 고려한 모형에서는 연령효

과가 코호트 효과와 시간효과가 혼재된 상태로 추정되어 생애주기 관점

에서의 순수한 연령효과가 적절히 측정될 수 없다. 따라서 연령효과, 코

호트 효과, 시간효과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호 통제한 상태에서 각 개

별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APC 구조의 분석

을 위해 비선형모형에 기초한 실험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APC 효과를 모두 통제한 수요모형에서, 주거소비 정점이 55~59세로 

나타났으며 정점 이후에는 주거소비 수준의 안정적인 감소 패턴을 보여

준다. 이는 기존의 가구소득이나 가구 수와 같은 가구특성을 추가적으로 

도입한 M-W 모형에서 제시되어 온 노년기의 주거소비가 줄지 않는다는 

평가와는 다른 결과이다. 코호트 효과는 1955~64년생인 베이비붐 세대를 

기점으로 이전 세대에 비해 이후 세대의 주거소비 수준의 단절적인 감소

가 발생함을 보여준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최근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가구원 수도 적고, 자산축적의 기회가 적었다는 통념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 

추정된 APC 모형을 이용하여 2035년까지 장기주택수요를 예측한 결과

를 살펴보면, 중립적인 시나리오에서 2010년 대비 2035년에 38.7%의 누적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구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효과는 

2033년을 정점으로 하여 하락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소득증가효과가 결합

되어 주택수요 누적증가율이 2035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추정

되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기존의 변형된 M-W 모형에 기초한 장기주택

수요 추정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누적증가율로 판단된다.

APC 모형에 기초한 장기주택수요의 추정 결과를 해석하면, 우리가 우

려하는 노령화 및 저출산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같은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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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인한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발생시키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성장에 한계

가 발생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향후 거시적인 경제성장이 여의치 

않다면 그 시점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 

다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 동포를 포함한 장기체류 외국

인의 유입과 그들의 자산축적으로 인한 주택수요 계층으로의 전환이 현

실화된다면 그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실마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도출되면 좀 더 명확

해질 것으로 예상해 본다. 

종합적으로는 장기주택수요 측면에서 향후 20년을 전후하여 주택시장

의 정체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그 이후 발생할 여지가 큰 총수요의 축소 

국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중

단기적으로도 주택수요 증가량과 주택멸실량의 합으로 구성되는 신규주

택수요에 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확실하

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단기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충격이 쉽고 빠

르게 해소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인구증가의 여력이 소진된 

저성장기에는 그와 같은 공급충격이 주택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저성장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는 수요의 관리가 아니라 공급

의 관리가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방향성으로 

대두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된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령화를 먼

저 겪은 많은 국가들이 있다. 그들이 모두 주택시장의 침체로 일관되지

는 않았다. 한 가지 관측되는 사실은 주택 총수요의 증가세 둔화에 부응

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히 조정된 독일과 같은 국가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주택시장이 유지된 반면, 일본과 같이 버블붕괴기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는 극심하고 장기적인 

침체기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국내의 주택시장은 주택시장이 몇 년간의 침체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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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남과 동시에 벌써 공급과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예상되는 주택인허가 물량은 70만호에 달하고, 분양물량은 40만호가 예

상된다. 이는 1990년대 초반 200만호 주택건설시기의 연간 인허가물량과 

아파트 분양물량에 버금가는 수치이다. 신규주택수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건설 회사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기회가 될 때 장기간 지속된 시

장침체기에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끌어안고 있었던 사업들을 털어버리

고자 하는 개별 기업들의 욕구가 조절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원인은 

국내의 주택공급제도가 고성장기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

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선분양제도가 그

것이며, 그로부터 파생되는 주택청약제도, 국민주택규모 기준 등 적극적

인 보완이 필요한 제도들이 많다. 물론 그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쉬운 과

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고령화 시대의 여파를 완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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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구 고령화와 주택가격:
소득 및 인구요인의 영향에 대한 국제비교

조  만 (KDI⋅KDI국제정책대학원)

제1절  서 론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문헌에서는 통상 두 가지 채널을 거쳐 고령화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국내총생산 등 소득요인을 통한 영향과 

노년인구부양비율(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이하 ‘노년부양비’) 

등의 인구요인을 통한 영향이 그것이다. 국가별 거시자료에 기초한 최근

의 국제비교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일본과 같이 고령화가 이미 빠른 속

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인구요인을 통한 주택가격의 하락이 상

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관찰되는 반면, 향후 30여 년간에는 우리나라가 

이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Takáts[2012]; Shimizu, Deng, Kawamura, and Nishimura 

[2015]). 최근에는 국가단위의 비교⋅분석 이외에도 미국, 일본, 독일 등

의 지역⋅도시별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변수의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Saita, Shimizu, and Watanabe 

[2014]; Hiller and Lerbs[2015] 등).

상기 문헌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소득 변수와 인구 변수들 간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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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을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고, 또한 인구 변수의 설정에 있어서도 

자의적이라는 문제가 있다(즉, 노년부양비율, 총인구, 인적자본 비율―

대졸 이상 고용인구 비율―등 다양한 고령화 관련 지표가 사용됨). 그러

나 인구 고령화는 연령대별 인구분포 등의 인구요인뿐만 아니라 노동참

여율의 변화로 인하여 소득요인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두 요인들 간의 

연계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고령화의 주택시

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소

득요인과 인구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성장회계모형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연결하고, 이를 기초로 고령화의 주택가격에 대

한 영향을 국제비교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고령화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한 해외 논문을 참조

하여(Onder and Pestieau[2014]; Bloom, Canning, and Fink[2011] 등) 개별 

국가의 실질GDP 성장률을 3개의 연계된 고령화 관련 변수로 분리하여 

실증분석의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노동인구 1인당 실질GDP, 역노동

인구비율(총인구/노동연령(15~64세)인구), 총인구(제3절의 논의 참조). 이

를 통하여 인구 고령화의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을 노동연령인구비율의 

변화 및 총인구의 변화로 분리하여 추정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률의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패널오차수정모형(Panel-Error 

Correction Model: P-ECM)을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개별 변수에 대한 단

위근 검증, 그리고 모형의 공적분 검증을 통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다

음으로 추정한 모수를 기초로 고령화 변수의 과거 및 미래 시기 주택가

격에 대한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총 11개국으로(한국, 일본, 독일, 미국,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캐

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포함), 이들 국가는 대부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1 주택가격지수 등 분석에 필요한 장기 시계열 자

료가 구득 가능한 국가들로 선택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를 기초로 고령화

에 대비한 몇 가지 정책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1 상기 국가는 모두 2015년 현재 역부양비(노동연령인구/비노동연령인구)가 하락하고 있
고, 이의 고점은 국가별로 시기에 차이가 있다(제2절의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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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기간은 1971~2014년이고, 특별히 최근 20여 년의 시기가 그 

이전에 비하여 주택가격의 추이 및 이의 고령화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

계에 상이한 레짐 변화의 양상이 있음을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확인하였

다. 구체적으로 1971~89년 기간에 비하여 1990~2014년의 최근 시기에는 

대체로 주택가격의 순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관련 변수

인 노동인구 1인당 실질GDP와 주택가격의 상관계수는 감소한 반면, 고

령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역노동인구비율과 주택가격은 

상관관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ECM의 추정 결과에서도 유사한 

레짐 변화가 나타났다. 계량분석에 포함된 고령화 관련 3개 변수는 모두 

예상된 부호를 나타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이는 모형의 설정에 따라 

부호가 일정한 강건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인구 1인

당 실질GDP는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수

의 값은 최근 시기에 감소한 반면, 역노동연령인구비율은 주택가격에 음

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시기에 그 영향의 정도가 증가하

였다. 

계량분석 결과를 기초로 수행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노동인구 1인

당 GDP의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은 과거시기(1990~2014년 및 2000~14년)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역노동인구비율의 경우 일본⋅
이탈리아⋅독일⋅네덜란드가 과거 본 변수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을 이

미 경험한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시기 본 변수가 주택가격의 상승에 기

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즉, 노동연령인구 대비 총인구비율이 하락하여 

상승세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임). 

그러나 미래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역노동인구비율의 변화로 인한 주택

가격의 하락폭이 비교대상국 중에서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변수

의 효과만을 고려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향후 10년간(2015~ 

25년) 약 11%, 향후 20년간 약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노동인구 1인당 실질GDP의 변화와 본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계량분석모형 및 예측시기에 따라서 결

과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향후 10년의 기간을 가정했을 때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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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이 연평균 1.4~1.8%에 이를 경우 이는 노동연령인구비율의 

감소로(즉, 역노동인구비율의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효과를 상

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소한 연평

균 2%대를 유지하는 경우 2015년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연

령비율의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은 향후 10년간 그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인구의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이 가능한 시나

리오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 이후에나 총인구가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어 향후 20년 동안은 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의 가능성 또

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여기에는 해외인력 활용, 고령층 및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 제고, 부동산산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되었다.

본 장은 다음의 7개 절로 구성되었다: 서론(제1절); 관련 추이 분석(제2

절); 주택가격과 인구 고령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거 및 선행연

구 요약(제3절); 계량분석모형 및 결과(제4절); 시뮬레이션 분석(제5절); 

정책적 시사점의 서론(제6절); 결론(제7절).

제2절  고령화 및 주택가격 추세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널

리 사용되는 노년부양비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과 약 20년의 시차를 두

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

는 2015년 현재 13%로 1995년 일본의 14%와 유사한 수준이나, 2035년에

는 27%로 크게 상승하여 동 기간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

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의 2대 결정요인인 출산율 저

하 및 고령인구의 기대여명 상승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이어서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추이일 것으로 전

망된다.2 

최근 문헌에서는 고령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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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국⋅중국⋅일본의 역부양비율

자료: The UN Population Statistics(12th Revised ver.), http://www.un.org/popin/data.html, 접속

일자: 2015. 7. 30.

‘역부양비율’(15~64세의 노동연령인구를 0~14세 및 65세 이상의 비노동

연령인구로 나눈 값)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3-1]에서는 역부양비

율의 세계평균 및 비교대상국 추이를 보여준다. 본 지표에서도 우리나

라는 일본과 약 20여 년의 시차를 두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

나지만, 이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이 관찰된다. 우선 분석대상국인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대부분은 2010년 이전 역부양비율이 세계평균을 

상회하였고,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로 노

동시장에 진입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0~20년 기간 중 

이들 국가의 역부양비율은 모두 세계평균 이하로 하락하고 있고,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율의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역부양비율이 1990년 초의 고점 이후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2010년부터 세계평균

을 하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싱가포르와 함께 본 지표가 2015년

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 하락 속도는 우리

 2 1970~2010년 기간 중 한국의 출산율은 4.7%→1.2%로 감소하였고(세계평균: 5.0%→2.6%), 
동 기간 60세 이후의 기대여명도 15.3세→23.1세로 증가하여(세계평균: 19.8세→21.9세),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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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역부양비와 주택가격(추세)의 상관관계

자료: OECD DATA, http://data.oecd.org, 접속일자: 2015. 7. 30; The World Bank, http://data.
worldbank.org, 접속일자: 2015. 7. 30.

나라가 비교대상국가 및 시기에서 유례없이 빠른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

다(부도 3-1 참조).

[그림 3-2]에서는 역부양비율과 주택가격지수(HP-filtering을 통하여 도

출한 추세치)의 상관관계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 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비교대상국들 중 가장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두 변수 모두 1990년대 초의 정점 이후 장

기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여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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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도 유사한 상관관계가 관찰되고 있으나(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등),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패턴이 보이지는 않는다(독일의 경우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등과 달리 역부양비율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정점 이후 주택가격과의 상관관계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 절에서는 주택가격과 인구 고령화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

고,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이후 진행할 실증분석의 기저로 

삼고자 한다. 

제3절  이론적 논거 및 선행연구 

1. 주택가격과 인구 고령화: 연계 채널

현재 시점()의 주택가격(  )은 향후 예상되는 현금흐름(즉, 임대료 )

과 매각 당시 자산가격의 현재가치로 나타낼 수 있다. 주택자산의 1기 보

유를 가정할 경우(즉,  기에 매각) 현재의 주택가격은 차기의 임대수

입 및 매각가격을 특정 할인율(  )로 나눈 현재가치의 기대치로 표현

한다: 

   





  

       


.                  (1)

보유기간을 k기로 늘리고 할인율이 보유기간 중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rt = rt+1 = .... = rt+k), 현재의 주택가격은 식 (2)와 같이 2개의 기대가

치로 표현된다. 

 





  




 









 


.                 (2)

식 (2)에서 보유기간을 무한대로 증가시키면 오른쪽 두 번째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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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으로 수렴하게 되고(즉, “non-transversality condition”으로 불리는 

lim
→∞

          조건), 이 경우 주택가격은 주식 등의 금융자

산과 마찬가지로 미래 현금흐름의 기대가치를 나타내는 ‘펀더멘털 가격’

으로 표시되며, 주택가격에서 버블 형성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고령화 관련 문헌에서는 주택의 현금흐름보다는 자산가치의 변

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식 (2)에서 임대료가 보유기간 중 일

정하다고 가정하고, 매각 당시의 자산가격이 매 기간 일정 비율로 상승

한다고 가정하면(매 기간 t~t+k 기간 중 매 시기   비율로 증가) 식 (2)

는 식 (3)과 같이 변환된다.

    ·
   

 
. (3)

식 (2)에서 PVF는 t~t+k 기간 임대료의 현재가치요소(Present Value 

Factor)이고,3 동 시기 주택의 가격변화는 에 대한 현재의 기대치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는 다시 인구요인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 대하여 Takáts(2012)는 2기의 OLG 

(Overlapping Generation) 모형을 통하여 균형주택가격의 변화가 소득증가

율과 노동인구 증가율에 의해서 결정됨을 보여준다: 즉, 노동시기(“y”)와 

은퇴시기(“o”)를 가정한 효용극대화의 결과로 두 시기 균형주택가격의 

증가율()이 총생산(Y)의 증가율( ) 및 노동인구비율의 증가율( )의 

함수임을 보여준다:       (본문 각주 4 참조).4 따라서 

소득증가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생산가능연령의 총인구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3  






 4 Takáts(2012)는 노동시기(“young”)와 은퇴시기(“old”)의 소비를 포함하는 효용함수를 설정
하였다. 이를 주택 및 비주택 소비를 가정한 예산제약식을 고려한 효용극대화의 균형조

건으로 할인율이 주택가격 상승률과 동일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률 및 노동인구 증가

율의 함수임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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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구 고령화는   및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Onder and Pestieau(2014)와 Bloom, Canning, and Fink(2011) 등이 제안한 

성장회계방식을 통하여 연계성을 알아볼 수 있다. 즉, 특정 시점의 인구 

1인당 국민소득(Yt / Nt)의 분자⋅분모를 각각 노동연령인구로 나누고 로

그를 취하면 식 (4)와 같이 변환된다.  

 

 


 


 


⇒ ln    ln


   ln 


   ln     (4)

식 (4)와 다음 시기의 총소득 함수(ln(Yt+1))와의 차이, 즉 총소득의 변화

(θt)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ln 


  ln


  ln   . (5)

상기 식에서 인구 고령화는 3개 변수를 통하여 GDP 성장률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들 각각의 변수는  ln  를 통하여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노동연령인구 1인당 소득

( ln 
)이 증가할수록, 역노동연령인구비율( ln 

)이 감

소할수록, 총인구( ln  )가 증가할수록 총생산 및 주택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실증분석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방식을 통하여 고령

화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들 간에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보장된 연계성을 반영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5  

상기 도출한 모형에서는 주택자산의 보유가 유한하다고 가정하였고 

 5 위의 성장회계방식은 고령화 과정에서 가계의 행태 변화가 없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저축률, 은퇴시기와 같은 가계의 선택변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함으로써 고령화의 진

행은 성장률에 항상 음의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Onder and 
Pestieau(2014)와 Bloom, Canning, and Fink(2011)를 참조하라. 또한 Onder and Pestieau 
(2014)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향후 40년간 인구 고령화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분

석대상 국가들의 연평균 GDP 성장률이 매년 1.2%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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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t~t+k 기간), 이는 실제 자료로 측정한 주택가격의 변화( )가 시장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가격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품을 

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6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잔차항에 대한 적절

한 분석을 통하여 각국의 주택가격 추이에 레짐의 변화(regime-switching)

가 감지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단위의 국제비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중심인 각국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펀더멘털 변수를 

구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투자 등의 

국가별 거시 시계열 자료를 통제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요약

고령화와 주택시장의 연계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Mankiw and Weil 

(1989)의 ‘자산 붕괴 가설’(asset meltdown hypothesis)을 그 출발점으로 한

다. 상기 연구는 가계단위의 미시 자료를 사용하여(1980년 미국 인구센서

스의 미시 샘플) 인구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2000년경에 이

르러 미국의 주택 수요 및 가격에 큰 수준의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그러나 고령화와 주택가격의 연계성에 대한 최근의 실증분석은 

대부분 국가별 또는 지역별 거시 자료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먼저 국가별 자료를 사용한 고령화 연구로 Takáts(2012)는 지난 40년간 

고령화 관련 변수가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의 주택가격을 연평균 0.3% 상

승시켰으나, 향후 40년간은 매년 0.8%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2기(two-period) 중첩세대모형을 사용한 이론

적 분석에서 균형주택가격의 변화는 소득증가율과 노동연령인구의 증가

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경제 변수(ΔGDP)’와 고령화 

관련 ‘인구 변수’의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을 분리하여 실증분석을 진행

하였다. 주요 결과로 우리나라가 향후 고령화 변수(노년부양비 및 총인구 

 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runnermeier and Ohemke(2013)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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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이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폭 또한 가

장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관련 연구로 Shimizu et al.(2015)은 Takáts(2012) 

와 유사한 변수를 사용하여(구체적으로 1인당 GDP 성장률, 노동연령인

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및 총인구 증가율) 인구변수의 주택가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

을 막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매년 160만명의 노동연령인구의 유입이 필

요함을 추정함으로써 이민정책을 통한 고령화 대응이 비현실적일 수 있

음을 주장하였다. 

지역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으로 Hiller and Lerbs(2015)는 독일의 81개 

도시별 자료를 이용하여 1995~2012년 기간 중 고령화 속도가 느린 지역

의 주택가격이 더욱 상승하였음을 추정하였다. 계량분석방식으로는 패널

오차수정모형(Panel-ECM)을 사용하였고, 고령화 관련 변수로 노년부양비, 

총인구, 그리고 인적자본비율(대졸 이상 고용인구/고졸 이하 고용인구)을 

포함하였다. 유사한 연구에서 Saita, Shimizu, and Watanabe(2014)는 일본 

및 미국의 지역별 주택가격이 노년부양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였고, 일본의 경우 고령화 변수의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이 1976~2010년 

기간 중 연평균 －3.7%인 데 반하여 2012~40년 기간 중에는 －2.4%로 다

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계량분석모형으로는 Hiller and Lerbs(2015) 

와 마찬가지로 패널오차수정모형(Panel-ECM)을 사용하였다.

Hiller and Lerbs(2015)의 인적자본비율과 관련하여 Lindenthal and 

Eichholtz(2014)는 영국의 가구별 자료(2001년)를 이용하여 주택수요모형

을 추정하고(Minkiw and Weil의 주택수요모형에 가계소득 및 주거비용 

포함), 이를 통하여 연령, 탄생연도, 교육수준의 효과를 구하였다. 향후 

인구분포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영국의 경우 

가구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 변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택의 

총수요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향후 고령화의 

분석에서 교육수준에 따라 고령화의 충격이 달라질 수 있고, 이를 통하

여 계층별로 세분화된 정책대응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령화의 주택가격에 대한 최근의 국내 연구로 홍기석(2013)은 서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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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광역시의 구별 주택가격을 이용하여 1990년대 고령인구가 증가한 지

역의 주택가격이 2000년대 하락하였고, 1인 가구 수가 증가한 지역은 가

격이 상승하였으며, 두 변수의 주택가격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추정

하면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계량분석모형으로 3개항(three- 

factor) CAPM을 이용하여 주택가격 리스크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시도

하였다. 송인호(2014)는 한국과 일본의 주택가격을 오차수정모형을 통하

여 추정하였고, 일본의 지난 20년간의 고령화 속도가 우리나라에 적용될 

경우 실질주택가격이 2019년 이후 추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4절  실증분석 

1. 모형 및 변수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식 (6)의 패널-오차수정모형(Panel-Error Correction 

Model, 이하 P-ECM)이 사용되었다: 

          
  



   

 
  



 
      (6)

종속변수는 주택가격의 로그변화율을 나타내고( 는 국가 , 시기 

의 주택가격변화율을),   는 k번째 독립변수(역시 로그변화율),   

는 오차수정항의 모수(괄호 안의 대문자 P, X는 주택가격과 독립변수의 

수준을 나타냄),    및 는 k번째 설명변수의 모수이고,  는 잔차항

을 나타낸다. 

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주택가격지수는 OECD(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주택가격DB에서 추출하였다. 본 DB에

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약 30개 회원국의 주택가격지수가 1970년 1분기 

이후 분기별로 축적되어 있으나, 1970년대부터 장기간 가격지수가 존재

하는 나라는 10개국 정도이다(일본, 독일, 미국,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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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랜드, 스웨덴이고 우리나라는 1986년 이후부터 국

민은행 주택가격지수 포함). 각국의 주택가격은 명목 가격지수와 함께 민

간소비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실질가격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설명변수(X)로는 앞서 논의한 고령화 관련 3개 변수를 국가별⋅분기별

로 추정하였다―노동연령인구 1인당 GDP(GDP_PW), 역노동연령인구비

율(IWKPOPR), 그리고 총인구(TPOP). 이에 추가하여 국가별 주택투자 및 

도시화율이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인구통계는 1950~2100년까지 5년 단

위로 관찰된 UN의 인구통계(2012년 12차 개정본) 및 세계은행의 연령대

별 인구통계(1970~2014년의 연간 통계)가 사용되었고, GDP와 도시화율

은 세계은행이, 그리고 주택투자는 OECD가 출처이다.  

식 (6)에서 오차수정항의 모수(  )는 포함된 변수들 간에 장기적으

로 공적분(cointegration)의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증하는 지표로 사용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귀무가설은 공적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   ), 대립가설은 φ가 음의 값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과 다르

다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오차수정항을 통한 공적분 검

증과 함께 식 (6)의 잔차항을 기준으로 한 Pedroni(2004)의 ADF 검증통계

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개별 변수의 정상성(stationarity)을 판단하

기 위한 다양한 단위근 통계도 사용하였다.  

2. 기초통계 분석   

분석 대상국의 주택가격 추세를 살펴보면(표 3-1), 장기적으로 실질주택  

가격 증가율은 인플레이션을 약 2%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1970~ 

2014년 기간 중), 최근 기간에는(1990~2014년) 1.2%로 그 상회폭이 감소

하였다. 또한 1970~89년이 최근 기간인 1990~2014년에 비하여 높은 평균

증가율과 함께 높은 변동성(표준편차)을 보이는 ‘고성장-고위험’ 시기였

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가격은 평균증가율에 비해서 변동성이 

3~5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나(표 3-1의 CV(Coefficient of Variation) 참조), 

주택이 장기적으로 우량 안전자산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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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택가격 추이의 기초통계

1970~2014년 1970~89년 1990~2014년

Mean Std.D. CV Mean Std.D. CV Mean Std.D. CV

캐나다 2.9 6.5 2.27 3.6 8.2 2.26 2.3 4.7 2.07

독일 0.0 2.8 -558.42 -0.1 2.8 -27.41 0.1 2.7 36.57

스페인 2.9 10.1 3.51 4.6 12.3 2.69 1.6 7.8 4.91

영국 3.9 10.1 2.58 5.7 12.2 2.13 2.5 7.9 3.15

아일랜드 2.7 9.2 3.45 1.6 7.6 4.83 3.5 10.2 2.90

이탈리아 1.8 11.2 6.21 3.3 15.3 4.68 0.6 6.0 9.57

일본 0.2 6.1 25.43 3.1 7.4 2.41 -0.2 3.3 -1.60

한국 - - - 4.7 6.4 1.36 -1.6 6.7 -4.30

네덜란드 2.3 8.8 3.82 1.3 11.3 8.40 3.1 6.2 2.02

스웨덴 1.6 6.6 4.16 0.5 6.3 14.03 2.5 6.8 2.72

미국 1.4 4.0 2.99 1.7 3.1 1.81 1.1 4.7 4.37

평균 1.7 7.5 4.39 2.7 8.5 3.10 1.2 6.1 4.92

자료: OECD DATA, http://data.oecd.org, 접속일자: 2015. 7. 30.

의 경우 가격지수가 전 기간 존재하는 1990~2014년에 주택가격이 연평

균 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 기간 표준편차(6.7%)는 국가 간 평

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저성장-중위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가격과 설명변수 간의 단순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또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3-2). 일본의 경우 주택가격

과 노동인구 1인당 GDP(GDP_PW)의 상관계수가 분석의 전기인 1970~ 

89년에 비하여 후기인 1990~2014년 기간 중 확연하게 낮아진 반면 

(0.673에서 0.365), 역노동인구비율(IWKPOP)은 주택가격과 전 기간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이의 정도가 후기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0.21

에서 －0.34로 변화). 이는 일본의 경우 소득 관련 변수의 영향은 최근 

시기 감소한 반면, 고령화가 노동시장 채널을 통하여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역노동인구비율(IWKPOP)은 

1970~89년 기간 중 일본, 미국, 스페인에서만 주택가격과 음의 상관관계

를 보이나, 1990~2014년 기간 중에는 모든 국가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후기에도 이의 부호가 여전히 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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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주택가격과 설명변수 간의 단순상관계수

(a) 1970~89년

GDP PW IWKPOPR TPOP URBAN R RESI_INV

캐나다 0.484 0.054 0.297 -0.248 0.47

영국 0.714 0.376 0.587 -0.253 0.315

독일 0.522 0.243 0.234 0.072 -

아일랜드 0.493 0.096 0.149 0.228 -

이탈리아 0.344 0.280 0.205 0.114 0.133

일본 0.673 -0.212 -0.407 -0.020 0.381

한국 - - - - -

네덜란드 0.482 0.383 0.147 -0.153 0.300

스페인 0.609 -0.104 -0.317 -0.293 0.462

스웨덴 0.101 0.418 0.570 -0.005 0.316

미국 0.607 -0.172 0.316 -0.276 0.448

(b) 1990~2014년

GDP PW IWKPOPR TPOP URBAN R RESI_INV

캐나다 0.127 -0.309 -0.426 -0.221 0.575

영국 0.557 -0.691 -0.096 0.226 0.517

독일 0.096 -0.463 -0.199 0.461 0.606

아일랜드 0.721 -0.624 0.270 0.024 0.729

이탈리아 0.375 -0.131 -0.011 -0.233 0.729

일본 0.365 -0.340 0.209 -0.305 0.636

한국 0.207 0.193 -0.457 -0.099 0.037

네덜란드 0.653 -0.515 0.383 0.340 0.579

스페인 0.596 -0.404 0.545 0.074 0.646

스웨덴 0.575 -0.477 -0.404 -0.491 0.690

미국 0.547 -0.472 0.020 0.096 0.686

주: 각각 GDP PW는 노동인구 1인당 실질GDP를, IWKPOPR은 역노동인구비율을, TPOP는  

총인구를, URBANR은 도시인구비율을, RESI_INV는 주거용건물투자를 의미함.

유일한 국가로 관찰되었다.

P-ECM의 추정 결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각국 주택가격의 시계열 변동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주택가격 수준에 대한 AR(1) 모형을 추정하여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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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각국 주택가격의 순환성 분석

1971~2014년 1971~89년 1980~99년 1990~2014년

독일 0.760 0.720 0.658 0.815

영국 0.724 0.727 0.787 0.708

일본 0.782 0.742 0.849 0.622

미국 0.807 0.632 0.697 0.852

캐나다 0.450 0.465 0.407 0.353

이탈리아 0.520 0.383 0.683 0.921

아일랜드 0.617 0.160 0.449 0.823

네덜란드 0.806 0.794 0.794 0.821

스페인 0.762 0.733 0.720 0.851

스웨덴 0.783 0.877 0.816 0.709

한국 - - - 0.652

차항의 추이를 분석하였다.7 관심의 주요 대상은 각국의 잔차항 모형에

서 AR(1)항의 모수가 1을 초과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본문 각주 7에서 

ρn > 1일 경우 주택가격에 대한 충격이 장기 평균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 여파가 증폭되는 (또는 ‘explosive’) 패턴을 보이는 것을 의

미한다. 최근 주택시장 분석에서도 상기 방식이 사용되었으나(Lai and 

Van Order[2010; 2014]) 실제로 이의 값이 1을 상회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시기⋅지역별로 이의 값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8 

<표 3-3>에서는 AR(1) 모형을 개별 국가별로 1970년 이후 20년 단위

의 4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잔차항 모형의 AR(1) 모수를 비

교하였다. 구분한 4개 기간(1971~2014년, 1971~89년, 1980~99년, 1990~ 

2014년)은 실증분석에 포함된 전 기간과 3개의 포함된 기간으로 나누었

고, 후자의 경우 국가별로 주택가격의 순환성 정도가 차별화되는지를 보

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7 2단계 시계열 상관관계(Autocorrelated: AR) 모형을 추정하였다: (1)       ; 
(2)       . 각국의 1차 회귀분석모형의 잔차항 추이는 <부록>을 참조하라.

 8 이와 관련하여 Lai and Van Order(2010)는 미국의 대도시별 임대료-주택가격비율의 
분석에서 잔차항 모수의 합이 0.3~0.8 정도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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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에서도 주택가격의 순환성이 시기⋅지역에 따라 그 정도가 달

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주택가격의 거품이 있었던 1980~ 

99년 기간 중 잔차항 모수의 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동 시기 

0.849였던데 반하여 1971~89년 0.742, 1990~2014년 0.622 기록). 반면, 미

국의 경우 1990년대 말 이후 주택가격의 큰 순환성을 반영하여 1990~ 

2014년 시기의 모수의 합이(0.852) 이전 시기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

다(1971~89년 0.632, 1980~99년 0.697). 우리나라의 경우 1990~2014년 기

간 중 모수의 합이 0.622를 기록하여 비교대상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순환성이 비교대상국에 비하여 낮

은 상황임을 시사한다.

3. 계량분석 결과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4개의 패널단위

근 통계를 추정하였다―Levin, Lin, and Chu(LLC)(2002)의 t-통계와 Im, 

Pesaran, and Shin(IPS)(2003)의 ADF 통계, 그리고 Fisher-ADF 및 Fisher- 

PP 통계가 사용되었다.9 사용된 통계는 모두 회귀분석에 사용된 개별 변

수가 패널 차원에서 단위근이 존재함을 귀무가설로 설정하고 있다. LLC

의 경우 모든 국가에 공통적인 모수가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는 반면, 나

머지 3개의 통계는 국가별로 모수가 다른 것을 가정하고 있다.

단위근 검증은 전 기간인 1971~2014년 및 최근 기간인 1991~2014년으

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표 3-4). 전 기간의 경우 모든 변수에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1차 차분을 통하여 단위근 존재의 귀

무가설이 기각되었으나, 역노동인구비율(IWKPOPR) 및 총인구(TPOP)의 

경우 2차 차분을 통해서 정상성이 회복되었다. 최근 연도인 1991~2014년

에도 유사한 단위근 검증 결과가 추정되었으나, 본 기간에는 총인구

(TPOP)만이 2차 차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 Fisher 검증통계에 대해서는 Maddala and Wu(1999)와 Hadri(2000)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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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단위근 검증 결과

HDF GDPPW IWKPOPR TPOP URBANR RESI_INV

Period, 1970~2013

Level:

Levin, Lin,
and Shin2) -0.48 -0.29 -1.87*** 1.45 1.48 -0.20

Im, Pesaran,
and Shin

1.21 3.41 -1.93* 5.11 5.20 -0.35

Fisher-ADF 13.04 3.35 35.37** 7.17 1.65 15.48

Fisher-PP 5.90 7.80 67.46*** 102.68*** 53.36*** 19.31

1st difference

Levin, Lin,
and Shin2) -5.40*** -2.40*** -1.98** 1.02 -2.01** -25.88***

Im, Pesaran,
and Shin

-10.68*** -6.70*** -1.61* -0.07 -2.74*** -27.16***

Fisher-ADF 166.55*** 84.03*** 26.01* 14.66 36.45*** 453.44***

Fisher-PP 218.22*** 118.46*** 3.83 15.53 59.45*** 494.53***

2nd difference

Levin, Lin,
and Shin2) -37.09*** -30.48*** 7.64*** -6.63*** -15.32*** -9.50***

Im, Pesaran,
and Shin

-38.79*** -29.64*** -3.42*** -15.96*** -20.64*** -31.81***

Fisher-ADF 581.79*** 586.30*** 41.70*** 283.94*** 381.65*** 637.39***

Fisher-PP 671.84*** 805.79*** 843.45*** 797.32*** 779.27*** 153.83***

Cross
section4) 8 8 8 8 8 8

주: 1) 모든 변수는 로그변환하였음(수준 및 차분 모두 포함).
2) 기무가설은 단위근의 존재(즉, 비정상시계열); Levin, Lin, and Shin의 검증통계는 국가 

간 공통적인 모수를 가정하였고, 나머지 3개 통계는 국가 간 상이한 모수를 가정함.
3) *, **, ***는 각각 90%, 95%, 99%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4) 1971~2014년 기간은 자료의 문제로 3개국을 제외함―한국(주택가격지수 부재), 독일 

및 아일랜드(주거용 건물투자 부재).

<표 3-5>는 앞서 논의한 P-ECM의 결과를 보여준다. 모수의 추정은 

1970~2014년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모형(표 3-5의 모형 (1), (2))과 함

께 최근 시기인 1990~2014년 기간으로 한 모형(모형 (3), (4))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각 시기별로 2개의 통제변수인 도시화율과 주택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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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의 계속

HDF GDPPW IWKPOPR TPOP URBANR RESI_INV

Period, 1991~2013

Level:

Levin, Lin,
and Shin2) -2.27** -0.98 3.72 -4.15*** -0.07 -3.09***

Im, Pesaran,
and Shin

0.93 3.17 1.12** 1.98 3.32 -1.12

Fisher-ADF 17.16 5.28 38.26 45.52*** 27.19 32.49*

Fisher-PP 8.70 8.07 27.50 86.29*** 48.62*** 20.45

1st difference

Levin, Lin,
and Shin2) -3.63*** -3.46*** -4.29*** -0.24 -3.68*** -11.88***

Im, Pesaran,
and Shin

-7.13*** -5.62*** -3.09*** -0.00 -2.48*** -20.83***

Fisher-ADF 102.77*** 72.89*** 48.06*** 22.72 39.67** 256.22***

Fisher-PP 166.87*** 78.39*** 23.59 21.89 41.55*** 256.85***

2nd difference

Levin, Lin,
and Shin2) -42.77*** -29.48*** 9.06 -10.74*** -19.84*** -18.83***

Im, Pesaran,
and Shin

-42.28*** -27.92*** -2.72*** -15.66*** -22.32*** -30.36***

Fisher-ADF 233.48*** 381.70*** 41.51*** 217.68*** 272.68*** 292.96***

Fisher-PP 202.62*** 300.64*** 289.97*** 343.62*** 373.91*** 211.53***

Cross section 11 11 11 11 11 11

주: 1) 모든 변수는 로그변환하였음(수준 및 차분 모두 포함).
2) 기무가설은 단위근의 존재(즉, 비정상시계열); Levin, Lin, and Shin의 검증통계는 국가 

간 공통적인 모수를 가정하였고, 나머지 3개 통계는 국가 간 상이한 모수를 가정함.
3) *, **, ***는 각각 90%, 95%, 99%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추가한 모형(모형 (2), (4)) 및 이를 제외한 모형(모형 (1), (3))으로 구분하

였다.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지수가 1986년 이후부터 존재하는 이유로 1970 

~2014년의 모형 추정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독일 및 아일랜드도 주택투자 

변수가 1990년 이후부터 관찰되어 전 시기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추정의 결과, 고령화 관련 3개 변수가 모두 예상된 부호를 나타내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또한 추정시기가 변화해도 부호가 일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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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패널오차수정모형의 추정 결과 

(1) (2) (3) (4)

종속변수: ∆ 

Constant
-0.016*** -0.008*** -0.007*** -0.006***
(0.002) (0.003) (0.002) (0.002)

∆ 
2.103*** 1.748*** 1.068*** 1.616***

(0.096) (0.103) (0.086) (0.088)

∆ 
-2.782 -3.133 -5.174*** -3.629***
(2.469) (2.420) (0.614) (0.582)

∆ 
8.006*** 7.368*** 4.568*** 3.111***

(1.385) (1.359) (0.924) (0.874)

∆ 
-0.814 -1.411**
(0.635) (0.569)

∆ 
0.155*** 0.214***

(0.018) (0.015)

  

0.026*** 0.027*** -0.035*** -0.022***
(0.009) (0.010) (0.008) (0.009)

Sample period 1971~2014 1971~2014 1991~2014 1991~2014

Cross Section 8 8 11 11

Observations 1,346 1,346 1,048 1,060

R-squared 0.299 0.335 0.371 0.464

Adj. R-squared 0.293 0.329 0.362 0.456

Akaike IC -2.563 -2.614 -3.053 -3.208

Schwarz criterion -2.517 -2.560 -2.983 -3.127

Peroni Cointegration

Panel v-stat. 4.298*** 2.209 2.182** 2.141**

Panel ADF-stat. -9.273*** -6.975*** -2.935*** -1.693**

Group ADF-stat. -7.894*** -5.842*** 3.803*** 2.810***

주: 1) 모든 변수는 로그변환하였음(수준 및 차분 모두 포함); ahems 모형에서 국가고정효과 

포함.
2) *, **, ***는 각각 90%, 95%, 99%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4) 모형 (1), (2)에는 3개국을 제외함.

강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노동인구 1인당 실질GDP는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수의 값은 최근 시

기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GDPPW가 1% 변함에 따라 주택가격

이 1971~2014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1.7~2.1% 상승하였으나, 1991~2014

년의 경우 0.6~1.1% 상승하여 그 영향이 감소하였다. 역노동연령인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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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경우 주택가격에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GDPPW와 반

대로 1990~2014년 시기에 그 영향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IWKPOR이 1% 증가함에 따라 1971~2014년의 경우 주택가격이 평균

적으로 2.8~3.1% 하락하였으나, 1991~2014년의 경우 3.9~5.7% 하락하여 

그 영향이 증가하였다. 총인구의 경우에도 예상대로 주택가격과 양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함된 2개 통제변수의 경우 도시인구

비율은 주택가격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그러나 1970~ 

2014년 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주택투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양 기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주택투자의 경

우 분석대상 국가의 공급 관련 펀더멘털을 보여주기보다는 주택가격과 

거시경제 상황 등에 공통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차수정항의 모수(  )는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모형 (1), 

(2)) 양의 부호를 보임으로써 공적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

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준 반면, 1990~2014년 기간 중에는 두 

모형 모두 음의 모수 값을 취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99% 신뢰구간에서, 모형 (4)는 95% 신뢰구간에서). 또한 

Pedroni의 공적분 검증통계에서도 최근 시기의 두 모형 모두에서 공적분

의 관계가 성립하는 나타났다. 모형 (4)가 모형 (3)에 비하여 설명력이 다

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R-squared, Akaike IC, Schwarz 통계 등에 의

해서), 제5절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모형 (3), (4) 모두를 사용하여 고

령화 관련 변수의 가격효과를 과거 및 미래 시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제5절  시뮬레이션 분석 

P-ECM 모형의 추정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령화 변수의 주택가격에 대

한 영향을 2개의 과거시기(1990~2014년, 2000~14년) 및 2개의 미래시기

(2015~25년, 2015~35년)로 구분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노동인구 1인당 실질GDP의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은 과거시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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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노동인구 1인당 실질GDP 변화의 가격효과(과거시기, 1991~2014년)

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분석기간의 연평균 GDP 성장률

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가장 높았음을 의미한다(그림 3-3). 과거시기에

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본 변수가 주택가격에 양의 가격효과가 있었고, 

이탈리아가 이의 효과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역노동인구비

율의 경우 일본⋅이탈리아⋅독일⋅네덜란드⋅스페인⋅영국이 과거시기 

본 변수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을 이미 경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고, 

가격의 하락폭이 최근 시기(2000~14년)에 더욱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

다(그림 3-4). 반면, 우리나라는 2개의 과거시기 모두에서 본 변수가 주택

가격의 상승에 기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즉, 노동연령인구 대비 총인구

비율이 하락하여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였음을 의미). 총인구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본 변수가 과거시기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아일랜드⋅스페인⋅캐나다⋅미국⋅영국⋅한국 

의 순서로),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이의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추정

되었다(그림 3-5).

미래시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은 역노동인구비율 및 총인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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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역노동인구비율 변화의 가격효과(과거시기, 1991~2014년)

[그림 3-5] 총인구 변화의 가격효과(과거시기, 1991~2014년)

변수에 대하여 국제비교를 실시하였고, 실질GDP 성장률의 영향에 대해서

는 우리나라에 한하여 별도의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10 역노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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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역노동인구비율 변화의 가격효과(미래시기, 2015~35년)

비율의 미래시기에 대한 가격효과는 우리나라가 비교대상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예상되는 가격변동은 2015~25년의 10년간 －11%, 그리

고 2015~35년의 20년간 －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6, 모형 

(3) 기준). 그러나 이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구한 추정치이고, <표 3-6>에서는 본 변수와 실질GDP 성장률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인구 변화의 미래시기에 대한 

영향은 일본과 독일 등 총인구가 이미 하락하는 국가에서는 예상대로 음

의 가격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이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은 없는 것으로 전망되었다(그

림 3-6).

<표 3-6>은 노동연령인구비율 및 실질GDP 성장률 효과를 동시에 고려

할 때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주택가격의 예상 변화율을 보여준다. 구

체적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을 0.2~3% 구간에서 다양

10 이는 UN의 인구통계는 미래시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반면, 향후 10~20년에 대한 
실질GDP 성장률 전망은 모든 국가에 대하여 정리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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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역노동인구비율 및 실질GDP 성장률의 가격효과

(2015~25년 대상; 모수 추정 리스크 고려)

모형 (3) 모형 (4)

g β+SE β β-SE β+SE β β-SE

0.20 -11.82 -13.74 -15.63 -8.28 -10.2 -12.09

0.40 -9.43 -11.54 -13.61 -6.84 -8.94 -11.01

0.60 -6.99 -9.28 -11.54 -5.38 -7.67 -9.93

0.80 -4.48 -6.98 -9.44 -3.9 -6.39 -8.83

1.00 -1.92 -4.63 -7.29 -2.4 -5.08 -7.72

1.20 0.7 -2.23 -5.11 -0.88 -3.77 -6.61

1.40 3.38 0.23 -2.87 0.66 -2.43 -5.47

1.60 6.12 2.73 -0.60 2.23 -1.08 -4.33

1.80 8.93 5.29 1.72 3.81 0.29 -3.18

2.00 11.81 7.91 4.09 5.42 1.67 -2.01

2.20 14.75 10.58 6.5 7.06 3.08 -0.83

2.40 17.76 13.32 8.96 8.71 4.49 0.36

2.60 20.84 16.1 11.48 10.39 5.93 1.57

2.80 23.99 18.95 14.04 12.09 7.39 2.79

3.00 27.21 21.87 16.65 13.82 8.86 4.02

주: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 β~각 모형에서 추정된 GDPPW 및 IWKPOPR의 모수; ±
~모수 추정치에서 1단위의 모수 표준오차(stanadard error)를 더하거나 뺀 수치.

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표 3-5>의 모형 (3)과 (4)에서 추정된 GDPPW 

및 IWKPOPR의 모수()를 동시에 고려한 가격효과를 추정하였으며,11 이 

과정에서 모수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각의 모수추정치에 1단위의 

표준오차를 가감한 값(± )을 적용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로 노동연령인구비율의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

을 상쇄하는 한계 GDP 성장률은 모형 (3)의 경우 1.4%, 모형 (4)의 경우 

1.8% 로 나타났다(즉, 이보다 낮은 성장률의 경우 두 변수의 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모수의 추정 리스크와 관

련하여 낙관적인 추정치에 해당하는  의 경우 한계 GDP 성장률이

11 실질GDP 성장률과 노동인구 1인당 GDP 성장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분석에
서는 이의 값이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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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총인구 변화의 가격효과(미래시기, 2015~35년)

 

  

1.2~1.4%로 다소 하락하였고, 비관적인 추정치인  의 경우에는 1.8~ 

2.4%로 상승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이 2.4%

를 상회하는 경우 노동인구비율의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 가능성

은 낮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과 관련하여 최근의 KDI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의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을 2.8%로 전망하였고,12 이는 노동요소 0.3%, 

자본요소 1%, 총요소생산성(TFP) 1.5%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13 따라

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경우 노동인구

비율의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 등 주요 결정요인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본 변수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총요소

생산성이 1990~99년 기간 중 －0.3%, 2000~09년 기간 중 0%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14 만약 이와 유사한 수준의 TFP가 향후 10~20년

12 2015~35년의 향후 20년간에는 이보다 낮은 2.2%로 예상된다.
13 권규호⋅조동철(2014)의 p.11을 참조하라.
14 권규호⋅조동철(2014)의 p.1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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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경우(TFP가 0일 경우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3%로 하락), 이는 노동인구비율의 감소와 함께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대한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6절  정책적 시사점  

인구 고령화의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은 총인구의 감소와 노동연령인구

비율의 감소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앞 절의 실

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총인구 감소가 향후 20년간은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2010

년 이후 총인구가 이미 감소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0년 

이후에나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 자료 및 UN인구통계가 전망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총인구의 감소는 주택에 대한 총수요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고의 제5장에서 Deng(2015)은 한국⋅일본⋅중국 3개국의 주택수

요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주택가격은 1990년대 초반부터 하락하였

으나 주택의 총수요는 총인구 감소와 유사한 시기인 2010년경부터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 이후 총인구가 감

소하면 주택 수요 및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거시경

제 전반의 충격을 예상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급조절 등의 대응책을 통해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보다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

은 노동연령인구비율의 감소(또는 역부양비의 증가)임을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시사한다. 이는 총인구에서 노동연령인구의 비율이 감소함

에 따라서 총생산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소득채널을 통하여 주택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대 초 

역부양비율이 고점을 기록한 이후 주택가격이 장기 하락세로 돌아섰고, 

우리나라는 중국⋅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2015년 이후 역부양비가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비한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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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아우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본 절

에서는 다음 세 개의 정책수단에 대하여 논의한다―이민정책을 통한 노

동연령인구 확보, 고령층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그리고 부동

산산업의 효율성 제고.

첫째, 외국의 우수인력을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시켜 고령화에 대처하

자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응책이다. 그러나 양적⋅질적

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과연 어느 정

도인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인 정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

해서 추가적인 분석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

용된 역노동연령인구비율(총인구/노동연령인구)은 우리나라가 2015년 현

재 1.37인 반면, 2025년에는 1.4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우리나

라 주택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본 장에서 분석하였다. 

단순한 계산으로 역노동인구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

후 10년간 매년 약 60만명 수준의 노동연령인구의 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2015년의 인구를 가정). 이와 같은 대규모 해외인력 유치

가 과연 현실적인지, 그리고 고령화⋅저성장 기조에 대처하기 위한 해외

이민 활용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은 지난 10년간 

총 14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2004년의 75만명에서 2014년 

171만명), 이는 상당 부분 외국인 배우자이거나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는 

실정이다.15 이민정책을 통한 노동인구 확대는 고령화 시대에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선진국에서 

고급인력의 유치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의 대량유입을 통하여 우리 경

제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고령층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제반 제도개선이 

보다 현실적인 고령화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의 고용정책은 주로 청년 일자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이에 

15 이규용(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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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여 고령층 노동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중국 등에 비해서) 상

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이는 건강이 허용하는 한 우리나라의 고령층

은 양질의 노동력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62~74

세 남성 가운데 전문직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65%가 취업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같은 연령대의 고졸학위 소지자는 이의 절반 수준

인 3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16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연령⋅학력 

등으로 세분화된 고령층 대상의 고용정책을 청년고용과 함께 고민할 필

요가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여성 고용률은 

53% 수준으로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OECD 평균 57.4%),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17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 시간선택근로제, 육아휴직(남녀 모두)의 활성화, 직

장 어린이집의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다양한 직종⋅직급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공공

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정책의 시도도 장기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최근 통계

청의 ｢201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30~40대 미혼남녀가 결혼을 미

루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주택을 포함한 결혼비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결혼과 관련된 문화적인 부문의 제도개선도 필요하겠으나, 신혼

부부를 포함한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큰 수준으로 낮춰줄 수 있는 정책방

안의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이후 영국정부가 공공임

대주택재고의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시행한 지분공유모기지(Equity Sharing 

Mortgage: ESM)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SM은 우리나라의 수익(손

16 The Economist(2014).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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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공유모기지가 주택가격의 증감을 공유하는 것과 달리, 청년층⋅저소득

층 거주자와 제3의 기관(영국의 경우 Housing Associations)이 주택지분을 

공유하는(25:75, 50:50, 또는 75:25) 상품이다. 거주자는 소유지분에 대해

서만 대출을 받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분공유자에게 지불하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본 상품은 소유⋅임대의 

중간적 주택점유를 가능하게 해주고,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에 대

하여(영국의 경우 무주택자, 연소득 6,000파운드 이하 등의 기준 적용) 

주거비용을 큰 폭으로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다.18 우리나라에도 ESM을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산업(건설업 및 부동산서비스업)의 생산

성을 높임으로써 총요소생산성의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향후 20년간 노동연령인

구비율의 감소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하락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의 실현은 잠재성장률에 따라 그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특별히 총

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잠재성장률의 주요 결정요인인 만큼 부동산부문으

로부터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국가대차대조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토지⋅주거용 건물⋅비주거용 건물의 가치는 전체 고정자산

의 74%에 달하여(미국의 경우 약 34%) 이의 규모가 여타 선진국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매우 큰 수준인 반면, 이의 개발⋅운영 및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부동산산업은 대체로 매우 영세하고, 노동생산성도 농

림⋅어업 등의 1차산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개발⋅중개⋅자문⋅관리 등의 하위 업권별로 다양한 칸막이 규제가 존재

하여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어 관련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한 경쟁

력 강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제의 설정 및 추진이 필요하고, 이는 고령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

18 영국의 ESM에 대한 논의는 Tiwari(2013)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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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7절  결 론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의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을 소득요인, 노동인구

비율, 총인구의 3개 요인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의 주요 결과로 향후 20년간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하락 리스크는 노동

인구비율의 감소에 기인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하였다. 구체적

으로 본 변수의 효과만을 고려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향후 10

년간(2015~25년) 약 11%, 향후 20년간 약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인구 1인당 실질GDP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주택가격

의 하락 리스크는 잠재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 10년간 GDP 성장률이 연평균 2.4%를 상회하는 경우 노동연령인구

비율의 감소로(즉, 역노동인구비율의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 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진행에는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하였고, 이는 향

후 후속연구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실증분석의 

결과는 주택가격과 고령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특정 시기(특히 1991 

~2014년)에 다수의 국가에서 관찰된 평균적인 패턴이 우리나라에 적용된

다는 가정하에 도출되었다. 이는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국가별로 상이한 

현재 시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향후 국내 자료의 지속적인 구축

을 통하여 과연 이와 같은 평균적인 고령화 충격이 우리나라에 적용 가

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실증분석에 사용된 성장회계방식

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계의 행태 변화가 없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저축률, 은퇴시기 등과 같은 가계의 선택변수가 고령화 정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고, 향후 고령화

의 진행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까지도 고려한 분

석의 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증분석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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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등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결정요인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고, 또

한 소비재인 동시에 투자재인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계량분석도 향후 연

구과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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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1] 노년부양비 및 유년부양비의 국제비교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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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2] 국가별 AR 모형의 잔차항 추이 비교

Univariate Analyses, Residual Trend by country(1980~99)

Univariate Analyses, Residual Trend by country(199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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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령화와 주택시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전 영 준 (한양대학교)

제1절  서 론

인구 고령화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도 예

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시장 및 자본시장의 변

화를 초래하고 정부는 복지제도를 포함한 재정정책에 대한 중요한 도전

에 직면하고 있다. 주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의 고령화가 출산율의 하락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유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구원 수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가구당 주택규모

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수요 측면의 변화는 

주택에 대한 수요의 변화와 이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균형 세대중복모형 혹은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OLG)을 이용하여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다. 노인인구비중의 증가가 향후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는 OLG 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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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자료 혹은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에 비교한 이점으로 다

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향후 경제상황 변동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제 주체를 상정할 수 있다.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이 과거에 내린 의사결정으로 인

해 생산된 자료로서 향후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에 입각한 의사결

정 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제환경에 대한 완전예측가정(perfect foresight)에 기초한 모형을 이용하

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정책 시뮬레이션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

되지 않은 정책이나 기존의 정책개편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정책의 세

부 사항을 가능한 상세하게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제도의 개별 사항 및 각각의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관심 사항 이외의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모형에서는 특정 사안

에 대해 초점을 두고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와 같이 고령

화와 이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변화의 효과만을 분리하여 분석할 경우 

이러한 장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상정할 모형은 Auerbach and Kotlikoff(1987)의 세대중복

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OLG)과 내구재 소비를 정형화한 

Andersen and Hermansen(2013)의 모형을 결합한 모형이다. 내구재 소비

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주택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주택은 주

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재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산

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가구 자산의 큰 부분은 보유주택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은 당기의 소비로서 당기에 소멸되는 비내구재가 아

니라 다음 기에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재라는 점도 여타 소비재와 

다르기 때문에 주택은 여타 비내구재와 차별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

러한 인식하에서 소비재를 두 종류로 나누고 생산부문도 두 개 부문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설정은 Auerbach and Kotlik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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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의 모형의 생산부문을 비내구재부문과 내구재부문으로 구성되는 2

부문 모형으로 확장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본 모형은 주택시장의 

특성상 주택시장이 기존의 주택과 주택수요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저량

시장의 균형과 이 과정에서 결정된 주택가격이 유량시장에서 신규주택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정형화한 Mankiw and Weil(1989)의 균형 개념을 

모형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세대중복모형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상황을 완벽

하게 재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먼저, 본 모형은 주택보유의 중요한 동

기들 가운데 주거동기 위주로 설정되었다. 주택을 보유하는 동기는 자녀

에 대한 유산상속, 예기치 못한 가정경제 악화에 대비하는 예비적 동기

(Poterba, Venti, and Wise[2011])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택보유 동기

를 모형에 반영하지 않은 관계로 현실의 주택보유 패턴을 충분히 재현하

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음으로 주택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의 불완전성

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일반자산과 주

택자산을 구성하는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주체를 상정하였는

데, 두 종류의 자산을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처분하고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본 모형이 완전예측 가능성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주택시

장이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것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인구의 노령화

에 따른 인구구조 변동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고령화에 따른 주택상황 변화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구재와 자산으로서의 주택의 특징

을 반영하였으며, 기존의 국내 연구와 달리 주택시장을 저량시장과 유량

시장으로 분리하여 주택시장에 적합한 균형개념을 모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과 한국경제의 특징 및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모수 설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 출산율의 하락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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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수의 감소로 인해 향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는 주택생산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

율의 하락으로 유발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주택 수요와 공급의 변화 중 

수요 측면이 주택가격 결정에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택시장의 특성에 기인한다. 주택가격은 유량시장에서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저량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택 총량의 감소보다 주택

수요의 감소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정

책실험 결과는 거래비용의 경감이 장기적으로 다소간의 후생 증진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비용의 경감은 일반소비의 감소 없이 

주거소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

하여 주거비용을 높이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동산 양도차익과세 완화, 

부동산 거래세 경감, 부동산 자산유동화를 촉진하는 각종 정책개편 등과 

같은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수요 측면의 정책과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책

의 적절한 조합 및 정책 실시의 적시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

구에 대해 기술한다. 제3절에서는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할 모형에 대해 설

명한다. 제4절에서는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모수 설정

에 대해 설명한다. 제5절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제2절  기존 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일반균형 세대중복모형을 이용한 연구, 

부동산 관련 연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부동산 관련 연구 등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세대중복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OLG)을 이

용한 분석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대중복모형을 이용한 본격

적인 이론적 논의는 Diamond(1965)를 통해 출발하였다. Diamond(196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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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경제를 상정한 Samuelson(1958)의 OLG 모형을 자본이라는 내구재가 

있는 생산경제로 확장하여 경쟁균형의 비효율성(efficiency) 여부와 국가

부채가 국민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쟁균형의 비효

율성은 OLG 모형이 상정한 경제의 각 개인이 황금률 수준의 저축률 수

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저축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이

와 함께 효율적인 경제에서의 국가부채의 후생비용과 비효율적 경제에서

의 국가부채의 후생 증진효과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Diamond(1965)의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되었다. 

OLG 모형을 이용한 초기의 이론적 논의는 주로 2기간 모형을 이용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경제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만,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개편의 효과를 정량화하기에는 방

법론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연구가 Auerbach and 

Kotlikoff(1987)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기존의 2기간 모형을 55기

간 모형으로 확장하였다. 기대수명을 약 75세로 가정하고 연령 21세부터 

75세까지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경제를 상정하였다. 이 모형을 처음으로 

이용하여 세제개편의 효과를 분석한 Auerbach et al.(1983)을 확장하여 이 

연구에서는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누진과세, 투자에 대한 조세유인, 공

적연금, 인구의 고령화와 같이 세대 간 재분배와 관련된 주제들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들의 연구가 경제에 공존하는 세대(generation)의 

수를 일반화하였다면, Galor(1992)는 OLG 모형 내 생산부문을 기존의 1

개 부문에서 2개 부문으로 확장하는 방법론으로 발전시켰다.1 세대수의 

 1 생산부문을 다부문으로 확장한 연구는 OLG 모형에서보다 대표경제주체모형(representative 
agent model)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Shoven and Walley(1972)의 연구로 본격적으

로 시작된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대표경제주

체모형에 생산부문을 다부문으로 확장한 모형을 이용하였다. Shoven and Walley(1972)를 

비롯하여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후속연구들(Shoven and Walley[1973; 1984])은 주로 조

세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들의 주요 관심대상이 부문별 차등과세(differential taxation)
의 분석이었으므로 생산부문과 소비재의 종류를 나누어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다부문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은 무역(Shoven and Walley[1984]; Bouët, 
Antoine[2008]; Piermartini and Teh[2005]), 소득분배(Adelman and Robinson[1978]; Bouët, 
Antoine[2008]) 등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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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와 다생산부문의 모형 통합을 동시에 이룬 연구로 Fullerton and 

Rogers(1993)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5세 구간으로 인구집단을 12개로 나

누고, 생산부문을 19개로 세분하여 조세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소득계층을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을 기준으로 12개로 구분하

였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조세로 인해 전체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후생

비용을 측정하였다.2 

고령화와 관련된 주택시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그 예로 Mankiw 

and Weil(1989)과 Poterba, Venti, and Wise(2011)가 있다. Mankiw and 

Weil(1989)는 베이비붐(baby boom) 세대와 베이비버스트(baby bust) 세대

의 도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구의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부각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의 연구

는 또한 주택시장 균형의 특수성, 즉 주택시장이 저량(stock)시장과 유량

(flow)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주택가격은 저량시장에서 결정되며 이

렇게 결정된 가격은 유량시장에서의 신규주택 투자를 결정한다는 균형개

념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의 균형은 기존의 주택공급량과 

주택수요의 균형으로 정의되며 유량시장에서 규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Poterba, Venti, and Wise(2011)는 은퇴 이후 보유할 자산의 구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은퇴에 대비한 자산으로 연금화 자산(annuitized asset)이 매

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노후소비를 위한 주요 재원으

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연금자산과 주택자산의 주

요 역할은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precautionary savings)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큰 충격이 없는 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가 드문 현상

을 발견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애의 마지막 단계까지 비교적 큰 규모의 

 2 생산부문을 다부문으로 그리고 가계를 다소득계층으로 확장한 Fullerton and Rogers 
(1993)는 균형계산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시간에 따른 경제의 이행경로(transition path)
까지 계산한 Auerbach and Kotlikoff(1987)의 연구와 달리 균제상태(Steady State) 분석에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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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본격적인 인구의 고령화를 

세계 최초로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연구(Takáts[2012])뿐만 아니라, 지역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Saita, Shimizu, and 

Watanabe[2013]). 이러한 연구들은 인구변수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균형주택가격 변화는 고령화 변수(노년부양

비 및 총인구 증가율)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그 규모도 클 것으로 전망하

였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매년 160만명의 노동연령인구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추정하

였다(Shimizu, Deng, Kawamura, and Nishimura[2015]).”3

생애주기 관점에서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 있

는 분석은 Andersen and Hermansen(2013)에 의해 이루어졌다. 부분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이 논문은 주택의 고유한 특성을 부각하여 모형

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택은 소비재이며 자

산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는 양면적인 성격을 지닌 재화라는 특징을 부

각하였다. 내구소비재인 주택은 개인의 효용을 창출하는 중요한 재화인 

동시에 중요한 자산축적의 수단이라는 특징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이러

한 특징을 고려하여 비내구재 소비와 주택소비 간의 기회비용 설정에 주

택보유로 인해 예상되는 자산수익률을 함께 고려하여 개인의 최적화 조

건을 도출하였다. 

일반균형모형의 틀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연구도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로 Iacoviello and Neri(2010), Guerrieri and Iacoviello(2014), 

Davis and Heathcote(2004), Iacoviello and Pavan(2010) 등이 있다. Iacoviello 

and Neri(2010)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시장의 변동성 결정요인

과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경제의 여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

석하였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 측면의 기술충격이 주택투자와 주택가격 

 3 조만(2015)에서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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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의 약 25%를, 화폐금융정책이 이들 변수들의 변동성의 약 20%를 

설명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변동성은 여타 부문에 상당 수준 영향을 미

치지만 투자보다는 소비에 그 영향력이 집중되는 점을 보였다. Guerrieri 

and Iacoviello(2014)는 베이지안 추정방법(Bayesian Method)을 이용하여 

비선형 일반균형모형(Non-linea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추정하였

다. 이 과정에서 주택을 통한 담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형태의 차입

제약은 2001~06년 기간 동안의 호황기에 대폭적으로 완화되었는데, 이러

한 변화로 인한 주택보유의 증가는 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2007~09년 불경기 동안의 차입제약의 강화로 인한 주택시장의 붕

괴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유발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주택담보를 통한 차입제약이 경

기변동에 미치는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적절히 보이고 

있다. Davis and Heathcote(2004)는 신규주택에 대한 투자가 여타 투자에 

비하여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점을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재생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생산부문을 주택부문과 여타 

부문으로 분류한 동태모형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Iacoviello and Neri(2010), Guerrieri and Iacoviello(2014), Davis and Heathcote 

(2003)와 같은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무한시계 대표경제주체모형을 기

본으로 한 것과 대조적으로 Iacoviello and Pavan(2011)은 OLG 모형을 설

정하여 주택보유와 부채수준이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

해 분석하였다. 여타 논문들이 관심의 대상을 경기변동 과정에서 나타나

는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그 효과에 두었다면 이 논문은 생애주기적 관점

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 

주택의 소비 형태를 자가주택 소비와 임대주택 소비로 구분하였다는 점

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주택가격의 내생화를 모형에 반영하

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구조와 기존 모형들과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본 모형은 Auerbach and Kotlikoff(1987)의 다생애기간 모형과 비내

구재와 내구재인 주택소비를 정형화한 Andersen and Hermansen(2013)을 



106 인구 고령화와 주택시장

결합하고 또한 주택시장 균형을 저량균형으로 정의한 Mankiw and Weil 

(1989)의 균형개념을 반영하고 아울러 인구의 고령화를 명시적으로 반영

한 다생애기간 다부문 일반균형 세대중복모형(Multi-period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OLG Model)이다. 단일 생산부문 모형인 Auerbach 

and Kotlikoff(1987)와 달리 생산부문을 주택생산부문과 여타 비내구재 생

산부분으로 분리하였으며, 부분균형모형인 Andersen and Hermansen(2013)

과 일반균형모형이면서도 주택가격의 내생화가 반영되지 못한 Iacoviello 

and Pavan(2011)과 달리 주택가격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설정하였으

며, 또한 이 과정에서 시장균형을 유량시장인 비내구재 시장의 균형과 

Mankiw and Weil(1989)이 상정한 주택시장의 저량균형으로 결정된 주택

가격이 신규주택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목적이 인구의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인 관계로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주요 거시경제 변수를 산출하였다는 점도 기존

의 연구, 즉 주택시장을 반영한 기존의 일반균형모형과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한 Mankiw and Weil(1989)에서 인

구의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한 것과 달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Guerrieri and Iacoviello(2014), Davis and Heathcote(2003), Iacoviello 

and Pavan(2011)과 같은 연구에서는 주로 경기변동과 주택시장의 관련성

에 초점을 두고 인구의 고령화와 같은 추세 전환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인구의 고령화라는 추세 전환에 대한 분석을 시

도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이 기존의 모형에서 제시된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Guerrieri and Iacoviello(2014), Davis and Heathcote 

(2004), Iacoviello and Pavan(2011)에서 설정된 주택의 담보설정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Iacoviello and Pavan(2011)에서 설정된 자가주

택 보유와 임대주택서비스 소비 간의 의사결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한

편, 본 연구의 목적이 인구의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추세 전환에 대한 

분석인 관계로 경기변동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경로를 모형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분석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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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관심사에 따라 향후 연구의 모형에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모 형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은 가계, 기업으로 구성된다. 가계는 생애기

간 동안의 가구소비, 노동공급, 주택보유,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

다. 기업은 주택생산 부문과 여타 생산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기업들

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량과 생산요소인 자

본과 노동의 고용수준을 결정한다.

1. 가계
 

가계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로 구성된다. 각 개인의 인생경로는 [그림 

4-1]과 같이 가정한다. 이들은 90세까지 생존하며 이 기간 동안 사망위험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각 개인은 25세가 되는 시점에 경제적 

의사결정을 시작한다. 그 이전에는 부모의 양육과 교육을 받으면서 성인

이 되기를 준비하며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4-1] 개인의 인생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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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개인은 25세와 30세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되며 출산 자녀 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30세가 되는 해에 자녀를 출산한다. 분석의 단순

화를 위해 모든 자녀를 30세에 출산하고 자녀가 25세에 성인이 되는 해

까지 자녀를 양육한다고 가정한다. 부모 자신이 55세가 되는 해에 자녀

는 독립하게 되며 그 이후 90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성인이 된 개인의 의사결정은 가구의 소비 및 저축, 노동공급, 주택보유

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구성된다. 가구 내 자녀의 존재는 보유주택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한 성인의 인생경로를 거치면서 가구원 수가 

변하게 된다. 25세에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가구원 수가 2인이 

되었다가 30세에 출산하면 그 수가 (=2＋출산 자녀 수)이 되며, 55세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게 되면 가구원 수가 다시 2인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택규모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4

기에 25세가 된 대표적인 성인의 잔여 생애기간 동안의 기대효용은 

다음 식 (1)과 같다. 


  





  
     

      
   


  

 (1)

여기서 는 연령을 의미하는데 성인이 되는 25세 시기에 =0이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25세에 성인이 되어 독립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연령을 25세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는 가구소비, 는 여가수준, 는 주택규모, 

은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규모의 증가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본 모형

에서는  으로 가정했는데, 이는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라 주

 4 본 모형의 구조는 세대중복모형이다. 인구 고령화의 효과를 세대중복모형이 아닌 대표
경제주체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세대중복모형에 유산상속 동기(혹은 부모와 

자녀세대 간 완전한 이타성(altruism))을 추가하면 대표경제주체모형이 된다. 그러나 유

산상속 동기 혹은 이타성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대표경제주체모형으로 전환되지 않는

다. 따라서 불완전한 이타성을 상정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 보다 유연하게 모형에 반영

하기 위해서는 세대중복모형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기간 동안 부모세대가 자

녀세대의 소비를 충당하고 주거서비스를 공유하는 제한된 이타성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대중복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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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늦은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5  

식 (1)로 정의된 생애기대 효용을 극대화함에 있어 아래 식 (2)로 표현

되는 생애예산제약조건에 제약을 받는다. 


  




  



  

          

                ≥   (2)

여기서    ,    , 는 각각 임금률, 이자율, 연령  개인의 노동생

산성을 의미한다. 각 연령 의 는 주택의 상대가격을 의미하는데 소비

재를 기준재화로 하여 그 가격을 1로 표준화시킨 상황에서 주택의 가격

을 평가한 것이다. 주택은 일반소비와 달라서 내구재라는 특성을 지닌다. 

당해 연도에 소비로 소멸하는 비내구재와 달리 주택은 당해 주택서비스

를 소비하더라도 감가상각으로 소멸하는 부분( ) 이외의 부분은 잔존하

여 다음 연도에 그로부터 주택서비스를 소비하고 보유자산으로 보유하는 

의미를 가진다. 전기에 보유하던 주택(     )은 1년이 지남에 따라 이

중    부분이 잔존하게 되는데, 이를 기초에 매각하고 당해 연도에 

필요한 주택규모(  )에 맞게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한다.6 기존의 주

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만큼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소요되는

데, 이 거래비용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해석은 주택은 

유동성(liquidity)이 낮은 자산이므로 구입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5 주택에 대한 선호가 효용함수에   의 형태로 반영된 것은 주택수요의 규모의 경
제 존재 가능성에 기인한다. 만일   이면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라 주거공간이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가구원 수가 증가하여도 거주를 위해 

필요한 공간의 증가속도는 가구원 수 증가에 비하여 느린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하여  으로 가정하였다.
 6 본 모형이 생애주기모형이므로 사망 직전 연도의 주택 처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모형에서는 생애 마지막 기간 초기에 사망 시 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매

각하고 매각대금을 소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생애기간 동안 사망위험이 없

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택매각 대금 지급 시점과 주택의 양도 시점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모형의 내적 정합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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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석은 주택매각 시 높은 

조세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준이 여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높으며 또한 주택구입 시 취득세 

등의 조세를 상당 수준 납부하여야 하는 점과 연관성이 있는 해석이다.7 

아울러 주택을 매각하고 이사할 경우 발생하는 이사비용도 이러한 거래

비용에 포함될 것이다. 생애예산제약조건식 (2)가 의미하는 바는 생애기

간 동안의 소비 및 주택의 순 매각비용의 현재가치가 노동소득의 현재가

치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의 최적화 조건은 다음 식들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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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식 (3)은 여가와 소비 간의 기간 내 대체관계를, 식 (4)는 소비와 보유주

 7 주택규모가 변화할 경우에만 주택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상정할 경우, 주택규모의 변동 없이는 주택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 모형에서는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 각 개인이 매기 주택을 매각

하고 자신의 수요량만큼 다시 구입하는 상황을 상정한다. 생애기간 동안 주택소비에 대

한 선호에 따라 주택규모를 변경시키는 상황을 상정하였으므로 매기 주택규모가 변화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는 모형에서 임대주택과 자가주택 거주에 대한 선택을 감안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매기 매각주택의 가치에 비례하여 거래비용

을 지불하되, 이사 주기를 감안하여 거래비용을 연간비용으로 환산하여 거래비용을 적

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절 모형 캘리브레이션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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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규모 간 최적화 조건을 나타낸다. 여가와 소비 간의 대체관계는 여가와 

소비의 기회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소비의 기회비용은 1이 되는데 이는 소

비의 가격이 교환비율의 기준(numeraire)이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기 때문

이다. 여가의 기회비용은 해당 연령 개인의 시간당 임금(  )이다. 

소비와 보유주택 간의 기간 내 대체관계는 가구원 수()와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가구원 1인당 주택공간에 대한 수요() 변화와 주택구입

의 기회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주택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나 수요의 증가속도가 가구원에 비하여 느린 일종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 주택구입을 위하여 주택구입 비용인 주택

가격()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주택이 내구재인 관계로 다음 연도의 감가

상각을 제외한  만큼의 잔존가치를 매각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제외

한   만큼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자본이득이 

더해지면    만큼의 자산을 보유하는 효과가 있다. 따

라서 주택구입의 기회비용은 

  
 가 된다. 

식 (5)는 소비의 연령별 추이를 결정하는 식이다. 소비의 연령별 추이

는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뿐만 아니라 기간 간 소비의 대체에 따른 기회

비용과 소비와 여가 그리고 소비와 주택수요 간의 기간 내 대체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소비의 기간 간 대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할인요소()와 이자율의 경로 
  



   와 기간 간 대체탄력성 

(위험 회피도의 역수, )이다. 할인요소가 높을수록(혹은 할인율이 낮

을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간 간 대체탄력성이 높을수록, 현

재소비 대비 미래소비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미래소비와 현재소비의 비율은 임금률 비율 

   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는다. 임금수준이 시간에 따라 상승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발

생한다. 시간에 따라 여가 대신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기간 내 대체효

과, intra-temporal substitution)가 있으며, 동시에 여가 감소가 유발된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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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간 대체효과, inter-temporal substitution). 기간 간 대체에 의해 여가가 

감소하는 것은 임금률의 상승이 여가의 기회비용을 높여서 여가를 줄이

고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게 된다. 기간 간 대체와 관련하여 소비도 감소

하게 된다. 임금률의 상승으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아지므로 인해 일반

소비와 여가소비로 구성된 통합소비재(composite consumption good)의 가

격이 높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통합소비의 감소가 유발되어 일반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주택가격 변동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주택대신 소

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기간 내 대체)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택소비의 

감소(기간 간 대체)가 유발된다. 기간 간 대체와 관련하여 소비가 감소하

는 효과가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임금률의 상승과 같이 일반소비와 

주택서비스 소비로 구성되는 통합재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일반소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소비 감소가 유발된다. 만일 기간 간 대체탄력성이 

기간 내 대체탄력성보다 크면(

 )8 소비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만일 

기간 내 대체탄력성이 기간 간 대체탄력성보다 작다면(

) 소비의 증

가율이 증가하게 된다.

2. 기업

기업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소비재 및 투자재를 생산하는 부

문 1과 내구재인 주택을 생산하는 부문 2로 구성된다. 두 부문의 생산구

조는 [그림 4-2]와 같이 표현된다.

각 부문의 생산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 )와 중간재 ( )의 투입이 필

요하다. 생산량 와 투입되는 부가가치와 중간재 투입 간의 비율은 일

정하다고 가정한다. 중간재 투입과 생산량 간의 비율     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는 부문 생산 1단위에 필요한 부문의 중간재 

 8 효용을 소비, 여가, 그리고 주택량의 Cobb-Douglas 함수로 정의하였으므로 기간 내 대체
탄력성은 1이 된다.



제4장  고령화와 주택시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113

[그림 4-2] 생산구조

투입량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와 생산량의 단위를 표준화하여   

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각 부문이 최종소비와 투자로 구

성되는 최종수요를 로 표시하면 총생산량은 다음 식 (6)과 (6-1)에 의

해 결정된다.

     

     

 (6) 




    

   
 




    




 (6-1) 

각 부문의 생산은 최종수요와 중간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다. 는 최종소비로서 부문 1의 최종소비는 일반소비 ()의 총량과 투자

재에 대한 수요,       , 즉 부문 1과 부문 2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자본에 대한 대체투자와 순투자로 구성되며,9 부문 2의 최종소

비는 주택에 대한 대체투자 ( )와 신규투자 ()로 구성된다(는
기존 주택의 저량(stock) 총량을 의미).   부문의 생산에 필요한 부문 의 

9 은 자본의 감가상각률을 의미한다. 이 자본재는 부문 1에서 생산된 투자재에 의해 형

성된다. 주택의 감가상각률은 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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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수요는 로서 부문 1(2) 생산물의 중간재수요는  

(  )이 된다(식 6). 식 (6-1)은 식 (6)의 총생산량을 최종수요

의 선형함수로 표시한 것이다.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부가가치부문은 노동, 자본, 토지의 조합으로 창

출된다. 비내구재를 생산하는 부문 1의 경우 부가가치는 노동과 자본의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로 정의한다. 부문 2의 경우, 

주택생산을 위해 토지가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를 아래 식 (8)

과 같이 노동(L), 자본(K), 토지(N)의 함수로 정의하였다. 공급이 고정되

어 있는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급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

이 투입되어 부문 2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토지는 

모든 국민에 균등 분배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7)

  
     

   
    



    (8)

여기서  ,  ,  , 는 각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의 효율성 모수, 노동 

비중 모수,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 그리고 부문 2의 노동 및 자본의 

통합 생산요소의 비중을 의미한다. 

각 부문의 노동 및 자본비용 ′ , 와 생산수준이 주어진 상황에서 노

동과 자본에 대한 수요는 비용을 극소화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식 9~ 

12). 노동 및 자본비용은 ′   ,    의 두 식에 의해 결정된다. 

min ′     

subject to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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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부가가치부문이 노동과 자본의 1차 동차 함수로 정의되는 부문 1의 경

우 단위당 생산비용이 생산수준과 관계없이 평균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본 모형이 실질변수의 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부문 1 생산물

의 가격을 1로 표준화하기로 한다(  ). 

부가가치부문이 노동과 자본의 1차 동차 함수로 정의되지 않는 부문 2

의 경우, 가격 및 생산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결정된다. 내구재 

생산부문의 노동과 자본에 대한 수요 그리고 상품가격( )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식 (11)의 비용 최소화를 통해 식 (12)와 같이 노동과 자

본의 수요가 결정된다.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함수를 비용함수에 대입하

여 식 (13)과 같이 총비용함수를 얻을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생산의 평균비용(C/Q)과 한계비용(dC/dQ)은 생산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p=dC/dQ= 

MC)은 식 (14)와 같이 얻을 수 있다.

min ′    

subject to 

    
      

   
    



    (11)

  
   ′

 
   

 
    




 







 

  
 

 ′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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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3-1)

   
          (14)

여기서 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의미한다. 

요소가격과 생산물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격결정구조는 생

산요소가격( , R), 부가가치가격(
 

 ), 그리고 생산물가격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산요소가격은 완전경쟁시장에서 노동, 

자본, 토지의 수요 공급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부가가치의 가격은 아

래 식 (15)에 의해 결정되며, 생산물가격은 식 (16)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부가가치의 가치()는 부가가치부문에 투입되는 노동비용, 자

본비용, 토지비용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초과이윤

이 0이라는 조건에서 도출된다(식 15). 상품의 가격은 부가가치가격10과 

중간재 투입 가치의 합으로 결정된다. 부문 의 생산물 1단위 생산을 위

해 부문 1에서 생산된 중간재 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생산물 1단위 생

산에 투입되어야 하는 중간재 투입비용은   가 된다. 이러한 

관계는 식 (16)으로 표현되며 생산물가격과 부가가치가격과의 관계를 식 

(16-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5)

     
 

     
 (16) 

10 생산물 1단위당 부가가치 1단위가 투입된다는 가정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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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주택시장 균형

신규주택 공급

유량시장저량시장

주택수요

  
 

 





  (16-1) 

이러한 가격은 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데, 본 

모형의 균형은 비내구재만을 상정한 기존의 모형과 상이하게 정의된다. 

비내구재시장에서는 모든 재화가 유량(flow)으로 취급되므로 유량시장

(flow market)과 저량시장(stock market)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생산요소

시장에서 요소가격이 결정되면 이윤극대화 조건과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초과이윤 0의 조건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가격이 결정되고(식 15), 생산물

가격이 결정된다(식 16-1). 그러나 본 모형에서는 시장균형을 정의할 때 

내구재시장인 주택시장은 저량시장과 유량시장을 구분하여야 한다. 본 

모형에서는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비내구재 유량시장과 내구재(주택) 

저량시장의 균형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부문 1과 2의 요소가격과 생산물 

가격에 상이한 점이 존재한다. 요소시장에서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결정

되면 부문 1에서는 부가가치의 가치 (
 )가 결정되며(식 15), 부문 간 산

업 연관관계에 의해 생산물가격 ()이 결정된다(식 16). 반면, 주택시장의 

균형은 기존의 주택공급, 즉 특정 시점에서 주어진 양인 기존 주택공급

량과 주택의 수요의 균형에 의해 정의된다. 일단 주택시장의 저량균형

에 의해 주택가격()이 결정되면 산업연관관계에 의해 부가가치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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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된다(식 15).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생산요소시장에서

결정된 노동과 자본의 가격과 이들 생산요소의 수요량으로 결정되는 노

동비용과 자본비용을 제외한 잔차로 결정된다(식 15). 

저량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결정되면 주택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신규주

택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주택투자

수준은 이다.11 신규주택 수준은 식 (14)로 표현된 주택생산기업의 이

윤극대화 조건과 식 (6-1)로 표현된 최종수요와 총생산량 간의 관계( 

  ), 에 대한 정의(      )를 이용하여 식 (17) 

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7)

3. 경쟁균형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경제는 2개 부문의 생산물시장, 자본시장, 노동시

장, 주택시장으로 구성된다. 경쟁적 상품시장들과 요소시장들에서의 경쟁

균형은 다음 조건 1)~5)를 만족시키는 균형가격과 자원배분으로 정의된다.

1) 개인들은 생애예산제약조건하에서 생애기대효용을 극대화한다.

   - 식 (2)~(5)가 성립한다.

2)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며, 균형에서는 초과이윤이 0이 된다.

   - 식 (10), (12), (14)~(17)이 성립한다.

3) 거시경제변수의 운동법칙(law of motion)은 개인들 개별기업의 의사  

     결정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 식 (18)~(24)가 성립한다.

11 이러한 균형개념은 Mankiw and Weil(1989)에 의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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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9)


  

  




 

 ′ 
   

  
    

 (20)

   
  




   ′

 
   

 
    

 (21) 

  
  



  (22) 

   
  



                                          (23)  

           (24)  

여기서   ,   ,   ,   ,  ,  ,  , 는 각각 자본의 공급량(즉, 

자산총량), 총노동공급량, 자본에 대한 총수요량, 노동에 대한 수요량, 비

내구재에 대한 총수요, 총주택수요량, 연령 인 인구수와 (주택 이외의) 

보유자산을 의미한다. 

4) 요소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 식 (25)~(26)이 성립한다.


  

   (25)


  

  (26) 

5) 비내구재 생산물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 식 (6), (24), (27)이 성립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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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의 저량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 식 (28)이 성립한다.

      (28) 

제4절  모형 캘리브레이션

모형과 관련된 모수는 인구구조 관련, 선호 관련, 생산함수의 부가가치

부문, 생산함수의 중간투입계수 관련, 주택거래비용 관련 모수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는 인구구조는 전적으로 출산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출산율은 첫 연도에 1.2에서 5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일정한 속도

로 1.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2010년경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2에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사용한 출산율 가정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12 시뮬레이션의 첫 번째 연도는 2010년으로 

하여 통계청의 인구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그림 4-4]와 같이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인구를 추계한 결과는 [그림 4-5]와 [그림 4-6]으로 요

약될 수 있다. 총인구는 2031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 줄어드는 것

으로, 노인인구비중은 2047년에 40%를 넘어서서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생산가능연령(15~64세)인구는 현재 

72.4%에서 하락하여 장기적으로 5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림 4-5]와 [그림 4-6]에는 2011년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도 함

께 제시되어 있다. 모형의 추계와 통계청 추계를 비교해 보면 모형에서  

추계한 총인구수는 2060년 이전에는 과대추계되었으며, 2060년에는 통계

청 추계치에 근접하고 있다. 총인구수가 최고에 도달하는 연도는 모형추

계에서는 2031년, 통계청 추계에서는 2029년으로 나타났다. 총인구수가 

12 이 가정은 통계청 201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출산율 가정에 입각하여 설정하였다. 
2011년 인구추계 시 2010년 합계출산율은 1.23이며 이후 점진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여 

2060년에는 1.42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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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초기 연도 인구분포

[그림 4-5] 총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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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연령집단별 인구비중

과대추계된 것은 모형에서 사망위험을 도입하지 않고 90세까지 생존한다

고 가정한 관계로 노인층 인구가 과대추계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노인인구비중이 다소 과대추계되고 경제활동인구비중이 다소 과

소추계되었다.13  

선호 관련 모수 중 효용에서의 여가의 비중()은 전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0.67로 가정한다(Cooley[1995]). 효용에서 주택서비스 소비가 차지하

는 비중( )은 0.055로 가정하는데, 이는 총소비지출 중 주거비용이 약 

16.7%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송인호(2015)에 의하면 가처분소득 대

13 인구구성과 관련해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본 모형에서 추
계한 것을 사용한 이유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는 2060년까지의 기간에 국한하여 추계가 

이루어져서 2060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인구추계를 확장하여야 하며, 또한 모형의 

설정과 인구추계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형에서는 각 연도에 출생한 

개인이 90세까지 사망의 위험 없이 생존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는 

각 연령별 사망률을 고려하여 인구추계를 하였으므로 본 모형의 설정과 일관성을 유지

할 수가 없다. 총인구수와 인구구성의 절대수준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추세는 양 추계

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인구추계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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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주거비용은 약 16%로 추계되었다. 2010년의 가계저축률이 2.8%인 점

을 감안하여14 주거비가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5%(=16/(1－

0.028))와 근접하도록 모수를 설정하였다. 위험회피계수()는 기간을 1년

으로 상정한 세대중복모형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값 4로 가정하

였다(Auerbach and Kotlikoff[1987]). 할인요소()는 표준적인 수준인 0.96

으로 가정하였다.

생산함수 중 부가가치부문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부문

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는 1로 가정하였다. 이는 제3절 제2소

절에서 언급한    가정에 입각한 것이다. 부가가치부문의 노동 

비중 모수 ()는 각각 0.598과 0.793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한국은행의 

대분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건설부문(부문 2)과 여타 부문으로 나누

고 부가가치부문 중 기타 생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 합계 대비 피용자 

보수 비율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동소득 분배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201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부문 2의 노동소득 분

배율은 0.798이다.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약 60%인 점과 2010년 현

재 건설부문의 생산비중(6.3%)을 이용하여 부문 1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산출하였다. 

제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생산에는 토지가 투입되어야 한다. 

토지비용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5%로 가정하였다. 통계청의 

｢우리나라 순자본스톡 확정추계(1970~2012년)｣에 의하면 2000~12년 기

간 동안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의 가치와 주거용 건물의 총가치의 비율이 

약 1.75이며, 서원석⋅하종림(2007)에 의하면 감가상각을 제외한 실물자

산의 수익률이 약 8.6~9.0%(2000~05년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감가상각률 5%를 더한 총자산수익률을 13.6~14.0%로 가정하면, 총주택

의 가치 대비 토지에 대한 수익비중이 23.8~24.5%로 산출되는데, 이 수

치에 근접하는 25%를 토지비용의 비중으로 가정하였다.15

14 OECD(Various Issues), 이은미(2011)에서 재인용하였다.
15 실물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재고, 기술력 등과 같이 그 자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자산을 의미한다. 실물자산 수익률은 모든 자산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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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모수 설정

출산율 첫 연도에 1.2에서 50년 동안 1.4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선호 관련

할인요소(): 0.96
효용에서의 여가의 비중(): 0.67
효용에서의 주택의 비중(): 0.055
위험회피계수(): 4

연령별 임금률
｢임금구조기본조사통계조사보고서｣(고용노동부[2007])를 이용하여 

추정

생산함수

(부가가치부문 

계수)

부가가치부문 생산성( ): 1
노동비중(부문1,  ): 0.586
노동비중(부문2,  ): 0.7931)

토지비중(부문2, ): 0.25
노동과 자본의 대체탄력성(부문1,  ): 1(Cobb-Douglas 함수)
노동과 자본의 대체탄력성(부문1,  ): 1(Cobb-Douglas 함수)
감가상각률(부문 1, ): 0.05
감가상각률(부문 2,  ): 0.02

생산함수

(중간투입계수)
   

 
주택거래 관련 거래비용(): 1.5%

주: 1) 토지를 제외한 노동비중을 의미함.

각 부문의 노동과 자본 간 대체탄력성은 1로 가정하였다. 조경엽⋅송

원근(2009)에 의하면, 각 부문별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탄력성이 0.2에서 

1.7로 부문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의 부문 분류와 본 연

구의 부문 분류를 연결하는 것이 용의하지 않고 또한 이들의 연구도 대

체탄력성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연구 결과를 이용한 것이므로 한

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체탄력성 값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를 우회하고 분석의 단순화를 위

해 부가가치의 자본 및 노동의 함수를 대체탄력성이 1인 Cobb-Douglas 

함수로 정의하였다.

생산함수 중 중간투입계수는 동일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 4-1).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표학길⋅정서연⋅조장삼(2007)의 연구를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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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0.05로 상정하였다. 주택의 감가상각은 0.02로 상정하였는데 주

택이 세법상 구조(structure)로서 구조와 기구(equipment)가 혼합되어 있는 

일반자본의 감가상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상정하였다. 또한 고령화와 

주택시장 및 주택가격에 대해 분석한 Mankiw and Weil(1989)의 연구에서 

주택의 감가상각을 0.02로 상정한 점도 참고하였다.

주택거래비용은 1.5%로 가정하였다. 주택 관련 거래비용은 주택을 교

체하고 이사하는 비용이 주택가치의 약 4%(Iacoveillo and Pavan[2011])와 

취득세 실효세율 약 1.5%로 가정하고, 이를 주택 평균보유기간을 6년으

로 가정하여 연간 0.92%로 계산하였다. 평균보유기간은 국세청의 2014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이사주기가 평균 보유기간보다 짧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전

세 계약기간이 최저 2년으로서 이를 이사주기의 최고 수준으로 보면, 주

택 관련 거래비용은 연간 0.92%에서 2.25%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주택의 사용가치에 속하는 보유과세의 실효세율 0.2%를 합하여 

거래비용이 1.12~2.45%로 환산된다.16 여기에 주택자산의 유동성이 낮음

으로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여타 자산에 대한 양

도소득세와 일반소득세에 비하여 실효세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주택 

관련 거래비용을 최소 1.5%로 가정하였다. 

제5절  시뮬레이션 결과

<표 4-2>와 [그림 4-7]은 초기 연도의 자원배분 관련 주요 변수와 보유

자산, 소비, 노동시간, 주택보유량의 연령별 추이를 보이고 있다. GDP 대

비 자본비중은 3.7로 산출되었는데, 통계청의 ｢우리나라 순자본스톡 확정 

추계(1970~2012년)｣ 자료와 국민계정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10~12년

16 취득세와 보유과세 실효세율은 손재영⋅박정현(2013)의 추계치를 이용하였다. 이들이 추
계한 실효세율은 서울시 강남구와 노원구의 표본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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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초기 연도 자원배분

모형 실적치

자본/GDP 3.7 3.5~3.71)

총저축률 24.9% 33.5(28.8%)2)

가계소득 10.02 -

임금률 0.304 -

노동공급 20.16 -

노동소득 분배율 61.2% 60%

주택가격 0.791 -

주택부문 생산/여타 부문 생산 0.088 -

주택부문 생산비중 6.5% 5.8~10.4%3)

  

주: 1) 2010~12년 추정.
2) 총저축률(민간저축률).
3) 1997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건설부문 비중. 2010년도 비중은 6.3%.

[그림 4-7] 초기 연도 자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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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의 실적치인 3.5~3.7 범위에 속한다. 총소비와 GDP 비율을 이용

하여 산출한 총저축률은 24.9%로 나타나 2014년 현재 민간저축률 27.8%

(총저축률 34.7%, 정부 총저축률 6.9%)보다 다소 낮게 산출되었다. GDP

에서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외한 가계소득과 노동공급량 및 임금수

준을 이용하여 산출한 노동소득 분배율은 약 61.1%로서 실제 우리나라 

수준(약 60%)에 근접하고 있다. 

주택부문과 여타 부문의 생산량 비율()과 주택의 상대가격을 이

용하여 산출한 주택부문의 생산비중은 6.5%로 나타났다. 주택생산과 밀접

한 관련성이 있는 건설부문의 생산비중은 최근 큰 변화가 있었다. 1997년

에 10.4% 수준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하여 2012년에는 5.8%까지 

하락하였다.17 2010년의 건설부문의 생산비중은 6.3%로서 산출된 주택부

문의 생산비중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유자산, 소비, 노동시간의 추이는 생애주기모형에서 전형적으로 나

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고려한 주

택보유 및 서비스는 연령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보유

량은 제3절의 모형 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모세대의 연령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부모세대의 연령이 25세부터 30세가 되기 이전에는 가구

원 수가 본인과 배우자 2인인 반면, 30세부터 55세까지는 출산자녀까지 

포함하여 가구원 수가 증가하여 주택규모가 늘어나고 55세 이후는 다시 

주택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8 향후 출산율이 낮은 수준으

로 유지되어 가구원 수가 줄어들 경우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

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는 주택구입 및 유지비용을 

17 연합뉴스, ｢건설업 생산비중 5.8% … 1977년 이후 최저｣, 2014. 5. 1. (http://www.yonhap 
news.co.kr/economy/2013/04/30/ 0302000000 AKR20130430197900008.HTML)

18 [그림 4-7]에서는 55세에 주택수요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의 수
요가 단순히 가구원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단순화된 가정에 기인한다. 주택보유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주택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나

타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연령별 추이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유산상속 동기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주택수요가 가구원 수에 의해서 전적

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출산시기를 본 연구와 달리 넓은 범위의 연령대로 분산하는 상

황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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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연도별 자원배분1)

주: 1) 자본/GDP, 소비/GDP, Q2/Q1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기준연도 값을 1로 하였을 때 상대

적 수준을 나타냄.

감소시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보유자산 감소추세를 다소 줄이는 효과

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8]은 시간에 따른 각종 변수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자본의 규모는 현 수준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노인인구비중

의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소비비중이 높아져 전반적으로 저축률이 낮아

질 것이나, 이러한 저축률의 감소효과는 1인당 주택보유량의 감소와 주

택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인해 일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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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감소보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의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GDP 대비 자본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현 수

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노동공급

에 비하여 자본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자율은 향후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노동이 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

산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금률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

상된다.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한 자녀 수의 감소로 인해 

1인당 주택보유량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 수의 감소로 인

해 가구원 수가 감소하여 주택규모를 줄이며 또한 노인인구비중이 증가

함에 따라 주택규모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구

원 수의 감소에 따른 주택규모의 감소 속도가 가구원 수의 감소 속도보

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택수요의 규모의 경제, 즉 주택수요가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나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

가속도를 체감하는 상황을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주택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이에 따른 주택생산도 장기적으로 봤

을 때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락). 주택수요의 감

소로 인해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2040년경까지 현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총인구와 인구구조 변동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총인구와 가족 구성이라는 점 때문

이다. 총인구가 2030년경에 이르기까지 증가하고 2050년경까지 현 수준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수

요도 향후 상당 기간 동안 현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

며, 인구요인 변동에 의한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폭이 최대 현 수준의 2%를 소폭 상회하는 수

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가격 추세의 하락 반전 이후 2040년경

에는 현시점의 가격수준으로, 그리고 2060년(2070년)에는 현 수준보다 10% 

(12%) 하락할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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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출산율 변동의 효과1)

주: 1) 기준 경제 대비 비율을 표시.

주택가격의 하락추세는 인구의 고령화와 같은 수요 측면의 요인에 의

해 많은 부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생산부문이 여타 부문에 비

하여 노동집약적인 생산구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장기적

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생산을 

위한 부가가치부문에서 노동비중이 79.3%로서 58.6%인 여타 부문에 비

하여 노동집약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임금률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자본비용이 감소하므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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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집약적인 주택생산의 비용 상승요인이 있으나 주택가격은 이러한 비용 

측면보다 수요 측면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관련된 수요 측면의 효과를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의실험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경제에서는 출산율이 초기 

연도 1.2에서 향후 50년 동안 점진적으로 1.4까지 상승하는 상황을 상정

하였다(중간출산율 가정).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고령화 진전속도의 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서 출산율이 1.2에서 점진적으로 1.8까지 상승하는 상황

(고위출산율 가정)과 출산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저위출산율)을 

상정하였다. 

고위출산율(저위출산율) 가정하에서는 주택의 수요가 기본경제에 비하

여 대폭적으로 증가(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택 총

량이 증가(감소)하고 주택의 가격도 상승(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주택가격의 상승은 상당한 기간의 경과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기서 상정한 정책시나리오가 출산율의 상승이 점진적으로 발생하

는 상황을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율의 상승효과가 가시적으

로 나타나는 시기에는 기준경제에 비하여 주택 총량의 증가폭과 주택가

격의 상승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부문 생산도 주택가격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감소)와 주택가격의 상승(감소)으로 인해 주택구입 관련 비용이 증

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소비수준과 자본축적 수준도 감소(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주택 관련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상황을 상정하였다. 기준경제에서는 주택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주택거래액의 1.5%로 가정하였다. 여기서는 초기 연도에서 10년

간 거래비용이 점진적으로 0.5%(2.5%)까지 하락(상승)하는 상황을 상정

하였다. 주택 관련 거래비용의 하락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의 

하락, 취득세 및 등록세와 같은 거래세 부담의 경감 등 조세 측면의 개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유동화를 촉진하는 각종 정책개편과 같이 부동

산의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제도 개편을 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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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거래비용 변동의 효과1)

주: 1) 기준 경제 대비 비율을 표시.

비용의 증가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주로 조세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까지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투기 억제와 세부담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논의되고 수립된 것이 사실이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이 여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보다 높은 경향

이 있었으며, 또한 부동산 보유세의 상향조정을 위한 논의와 정책개편이 

있었다.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거래비용의 하락(상승)은 장기적으로 주택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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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감소)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비용 하락(상승) 

시 주택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택공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줄어드는) 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거

래비용의 변화와 함께 즉시 반영되어 과도기적으로 높아(낮아)지기 때문

이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이 저량시장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택 총공급량이 증

가(감소)함에 따라 주택가격은 원래의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도기적인 주택가격의 상승(하락)은 주택소비와 일반소비 간 대체

를 유발하여 소비가 증가(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기적인 소비의 

증가(감소)는 자본축적의 감소(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

으로 는 거래비용의 감소(증가)는 소폭이나마 소비수준의 증가(감소)를 

유발하며, 소비의 증가(감소)와 주택보유 증가(감소)로 인해 자본축적은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변화폭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주택

부문의 생산은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증가(감소)하고 장기

적으로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6절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Auerbach and Kotlikoff(1987)의 세대중

복모형에 내구재 소비를 정형화한 Andersen and Hermansen(2013)의 모형

을 결합하고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주택시장의 

특성상 주택시장이 기존의 주택과 주택수요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저량

시장의 균형과 이 과정에서 결정된 주택가격이 신규주택 투자를 결정하

는 상황을 상정한 Mankiw and Weil(1989) 모형의 균형개념을 모형에 적

용하였다. 구축된 모형과 한국경제의 특징을 반영한 모수 설정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주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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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2차적인 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산율의 하락은 자녀 수의 감소

로 이어져 향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수요

의 전반적인 감소는 주택생산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의 하

락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주택수요와 공급의 변화 중 수요 측면

이 주택가격 결정에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

택시장의 특성에 기인한다. 주택가격은 유량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저량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택 총량의 감소보다 주택수요

의 감소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주

택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주택가격의 하락과 수요의 감소효과는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주택가격의 빠른 하락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것은 노년기에 대비한 

자산축적이 주택에 편중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주택가

격의 하락은 노후소비의 감소와 연결되어 후생수준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유자산 구성에 대한 제약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자산구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이 

제약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지만, 자산보유의 다변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예상되는 주택가격 하락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주택가격의 하락은 주거비용을 줄임으로

써 소비수준의 증가 및 대체 자산인 금융자산의 축적으로 촉진하는 요소

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보유자산 구성의 제약 완화와 더불어 주택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경감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정책실험 결과는 

거래비용의 경감은 후생 증진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

비용의 경감은 주거면적을 증가시키고 또한 소폭이나마 소비수준의 상승

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비용의 감소는 과도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주택공급의 증가속도와 

거래비용 감소로 인한 수요의 증가속도의 차이에서 유발되는 것이므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여타 정책과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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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합과 정책시기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거래비용의 경감을 위해서 

고려할 만한 정책개편은 부동산 양도차익과세 완화, 부동산 거래세 경감, 

부동산 자산유동화를 촉진하는 각종 정책개편과 같이 부동산의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모형분석을 통해 고령화 추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

야 한다. 먼저, 주택보유의 다른 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주택보유의 주요 목적으로 가구원 거주를 상정하였다. 이 외에도 자

녀에 대한 상속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유산상속 동기가 모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모형이 주택부문과 여타 형태의 자산으로 구성된 두 종류의 

자산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유산상속의 규모뿐만 아니라 상속자산의 형태

에 대한 의사결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계의 자산보유에 

대한 제약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

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가계 보유자산 중 주택자산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구성은 

주택으로부터 기대되는 자본이득과 여타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대적 수

준과 주택으로부터 얻은 효용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출산

율의 하락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주택의 비

중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본 연구의 모형으로는 주택가격 하락

이 가계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주택 관련 정책을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할 필요도 있다. 주택의 유

동화를 통해 노후 소비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을 모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역모기지제도에 의한 주택연금제도 분석을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후생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이에 대한 후속연구

를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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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와 주택수요:
동아시아 3개국의 비교 연구

Yongheng Deng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제1절  서 론

인구의 고령화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현상으로서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향후 20

년 동안 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6억명(또는 2015년 기준 세계인

구의 8.3%)에서 11억명(2035년 세계인구의 13.1%)으로 거의 두 배 가까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부양비율―생산가능연령인구수를 비생산

연령대 인구로 나눈 값―이 2015년 1.91에서 2035년 1.79까지 하락할 것

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노동력 감소 및 주택수요 침체 등

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오래전부터 정책 입안자 및 학계의 우

려 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Mankiw and Weil(1989)의 ‘자산 붕괴 가

설’이 이를 단적으로 잘 설명해 준다. 이 가설은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총주택수요가 위축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주택가격이 상당 

수준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의 여파가 경제 전반으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붕괴라는 주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

가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Mankiw and Weil(1989)의 주장은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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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및 1980년대 미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나, 이후 이를 반

박하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특히 많은 논문들은 누락된 변수의 

편의성을 근거로 Mankiw and Weil(1989)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가계소득 

및 기타 통제 변인 등을 포함하여 당초 제시된 인구통계학적 효과가 예상

보다 훨씬 미미하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 바 있다(Peek 

and Wilcox[1991]; Engelhardt and Poterba[1991]; Hendershott[1991]; Green 

and Hendershott[1996]; 한국에 대한 연구⋅조사는 본 보고서의 제2장 참

조). 이 외에 측정변수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좌변(예: 

주택수요)에 사용할 변인(예: 가격 혹은 비용 기반 요소 vs. 물량 기반 요

소)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3개국의 가계 수준에서의 미

시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구 고령화와 주택수요 간의 상관관계를 실

증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1 이들 국가는 경제발전과 인구 고령화 진행 

단계가 달라서 서로에게 흥미로운 예시로 작용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인

구통계학적 변화가 주택시장에 끼친 영향을 교훈 삼아 다른 국가에서 발

생 가능한 일을 미리 예측하고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1) 연령별 특성에 따른 

주택수요와 총주택수요 수준을 동 시간대별로(예: 각 국가별로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또는 횡단면적으로(예: 동일한 기간 동안 국가별로) 비교해 

보고 (2) 몇몇 부동산 기반 금융기구를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부

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안적인 경제적 지표를 활용하여 주택수요 예측모형의 강건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모형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 데이터 활용 가능성 및 

접근성 등의 제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일차적인 수준의 검토만 이루

어졌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은(Mankiw and Weil[1989] 및 미국의 

주택수요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수요를 주택가격 기준으로 측정한 

 1 필자는 본고의 작성에 있어서 조만, Chihiro Shimizu, 이창무 교수 및  Hongjia Zhu 박사
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각 학자들이 국가별 실증적인 작업의 수행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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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1989년에서 2009년 사이) 연령효과가 점차 줄어

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

록해 온 일본의 부동산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수량 변인(예: 인구 1인당 

주거면적)을 좌변 변인으로 적용할 때는 동일한 효과가 사라졌다. 최근 들

어 주택수요는 이전보다 더 높은 연령대에서 고점을 보였다(2004년 및 

2009년 서베이). 주택수요의 정점을 기록한 연령대는 60~64세로 나타났으

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09년에는 75~79세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

였으며, 그 이후 서베이에서는 점차 평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총주택수

요는 주택가격의 고점보다 20여 년 늦은 2010년에 고점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된 시간차는 주택수요의 경직성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주택가격은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의 위축이나 인구 고령화, 저

성장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조정

되는 데 반해 주택수요의 경우 주택소비에 필터링 다운되어 포함되어 있

는 거래비용(일부의 경우 심리적인 비용) 등으로 인해 그 영향이 다소 시

간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구 고령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로―소득 측면(예: 노동력의 감소로 전체 생산 

수준 감소)과 사용자의 주택소유비용(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의 위

축으로 사용자 비용 상승)의 측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실증

분석에 따르면 인구변동으로 인한 총주택수요의 변화는 주로 총인구 감

소의 영향을 받는다.2     

중국의 경우 일본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나타나

고 있다. 특히 주택수요가 가장 높은 연령층이 40~49세로 일본보다 비교

적 젊고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한국도 60대 이후에 주택수요의 정점

이 나타남). 2005년에는 2000년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와 함께 주택수요

의 연령효과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수량 변인과 관련하여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장기적인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1980년대 중반의 부동산시장의 가격 거품에 대한 조정세 혹은 신규주택의 과잉 공급의 

결과 등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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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연령대별 차이는 다소 완만하게 나타나는 등 연령효과는 주택가격과 

수량지표 간에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총주택수요 역시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정점에 도달하는데 중국의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

아서는 시기와 거의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게 55~65세에 주택수요의 정점에 달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은 연령대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1998년에서 

2014년 사이). 이는 가격 및 수량 변인 기준에서 모두 동일하게 발생하였

다. 다만, 일본과는 달리 두 지표 모두(예: 가격과 수량 기준) 연령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증가하면서 서베이 기간 동안 총주택수요도 상

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주택수요는 2035년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 완

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격 및 수량 기반 전망에서 

모두 동일하게 예측되었다. 따라서 일본과 유사하게 주택수요가 하락세

로 돌아서는 시점은 총인구수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보

인다(대략 2030년).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각 

샘플 혹은 모형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특정 기간의 한 국가의 결과

를 다른 국가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는 주택수요

에 대한 연령 특성(혹은 수요 정점을 이루는 연령대) 및 총수요가 3개 국

가별로 모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국가별로 시장 및 체제적 특성이 다

른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려

면 국가 간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인구 고령화 진행 단계 중 총인구의 감소 단계에 접어들면 총수

요 역시 정점을 지나는 모습이 3개 국가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자산 붕괴 가설처럼 인구 고령화의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해당 국가의 총인구가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암시한다. 일

본의 경우 이미 그 정점 단계를 지난 상태이고 중국과 한국은 정점에 달

하기까지 약 20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상태로 그 기간 동안 적절한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주택 및 기타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

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역모기지 혹은 RA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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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부동산의 현금화 및 (2) (부동산투자신탁(REITs)을 통한) 효율적이

고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수단의 장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개국의 주택부문 비교(제2절),  

문헌조사(제3절), 주택수요 패턴에 대한 비교⋅분석(제4절), 정책적 대응

(제5절) 및 결론(제6절).

제2절  관련 동향

중국, 일본, 한국 등 3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다른 경제성장 경

로를 보이고 있으며, 각 국가별 주택가격은 총생산 수준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쟁 후인 1950년대 초반부터 경제성장이 시

작되어 그 이후 세 번의 부동산가격 폭등을 기록한 바 있다(Shimizu and 

Watanabe[2014]). 첫 번째 가격 폭등은 ‘산업자산 가격 버블’로 1950년대 

첫 경제호황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였다. 두 번째 가격 폭등은 1960

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대대적인 도시화와 주요 대도시의 주택공급 부

족 현상에 의해 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1970년대 오일쇼크와 함

께 마감되었다. 세 번째 가격 폭등은 가장 잘 알려진 사례로 1980년대 전

반에 베이비붐 세대가 주택구입 연령대에 도달하면서 도쿄 및 기타 주요 

대도시의 개발 광풍과 함께 불어닥쳤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의 폭등 이후 부동산시장은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으

며, 이는 흔히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회자되곤 한다.   

최근에는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두 자릿수의 실질GDP 성장을 기록

하며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택가

격이 급등하였으며, 특히 동부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림 5-1]에 나타난 것처럼, 2009년 이래 베이징과 상하이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데, 실제로 1980년대 도쿄의 부동산가격 

상승폭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동부 해안가 도시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대개 소득수준 증가,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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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동아시아 대도시의 실질주택가격지수 추이

자료: Cho and Kim(2014), p.2, <Figure 1>.

이동 및 비탄력적인 주택공급 등과 더불어 통화완화정책(2009년 이후) 

등으로 인해 이루어졌으며, 베이징, 상하이 및 선전 등 해안가 도시의 주

택가격이 시장경제 기초여건 대비 심하게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

한국의 경우 1970년대 및 1980년대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

한 도시화로 서울 및 주요 도시에서 극심한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겪었

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주택 200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1990년대 당

시 거의 30%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금융위기 당시까지 주택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는 과

정에서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주택시장의 수요 견인

요인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3 Hongyu Liu, Peiyan Jiang, Jin Lee, and Jing Wu, “Econometric Testing of Housing Price 
Bubble in Local Housing Markets in China,” in Dongsoo Kang (ed.), China’s Regional 
Economic System and Risk Factors, Research Monograph 2013-09,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3.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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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역부양비율(15~64세 인구/0~14세 및 65세 이상 인구)

자료: The UN Population Statistics(12th revised version), http://www.un.org/popin/data.
html, 접속일자: 2015. 7. 3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총인구수

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중국(2030년)과 한국(2035년)은 20~ 

25년의 격차를 두고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4 3개국의 역부양비율(IDR)은 

[그림 5-2]에 나타난 바와 같다(전 세계 및 기타 몇몇 국가와의 비교). 그

림에서 보듯이 일본은 총인구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20여 년 전인 1990

년에 IDR이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2010년경에 정점에 도달한 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감

소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IDR이 정점에 도달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이후부터 미국과 싱가포르뿐 

아니라 여타 국가에서 IDR이 하락하였다.

이 외에도 다른 수요 견인요인이 관찰되었다. <부록 1>의 [부도 5-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가구원 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소되는데(현

재 한국은 가구당 2.8명, 일본은 2.6명 및 중국은 3.2명), 일반적으로 주택

수요 변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별로 자가점유율은 

 4 The UN Population Statistics(12th revised version), http://www.un.org/popin/data.html, 접속일자: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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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격차를 보였다. 중국이 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일본은 61%, 한국은 54%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주택시장은 소유 중심인 

반면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임대부문도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주

택대출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GDP 대비 주택 모기지 대출(MDO)이 

각각 38% 및 33%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중국은 2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지표를 살펴보면(GDP 대비), 주택투자 비율의 경

우 한국은 3.8%, 일본은 2.8%로 나타난 반면 중국은 8.5%로 더 높은 수준

을 보였다.5

제3절  주택수요모형: 서베이

일반적으로 주택수요의 결정요인으로는 주택가격(자산가격 혹은 주택

소유를 위한 자본 사용 비용), 가계소득(대부분 임시소득이 아닌 영구소

득) 및 여러 가지 인구통계적 요인(예: 가구 세대주의 나이, 출생연도, 결

혼 여부, 교육수준 등 개인적 요인 및 가구 규모) 등이 있다. 나이 변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Mankiw and Weil(1989)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산 

붕괴 가설’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Mankiw and Weil(1989)에서는 주택 

관련 지출(혹은 주택가격)을 좌변 변수로 두고 연령집단 변인(예: 각 연

령그룹별 가구 구성원 수)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가 주요 주택구입 연령대에서 벗어나자 주택 수요 및 가격 모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몇몇 연구에서 변수 

측정의 오류, 특히 우변에 소득 및 가격 변인이 빠진 것을 두고 Mankiw 

and Weil(1989)의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고, 이들 변인이 포

함될 경우 연령효과가 실제로는 매우 약화되거나 혹은 효과가 거의 존재

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Peek and Wilcox[1991]; Engelhardt and Poterba 

[1991]; Hendershott[1991]; Green and Hendershott[1996] 외 다수). 

 5 Cho and Ki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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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할 때 주택수요에 대한 해외 연구들을 비교⋅
분석함에 있어 일부 개념과 실증적인 사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

다. 먼저 좌변 변인인 주택수요는 일반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하여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어떤 상품이든지 그 

수요라는 개념은 보통 수량을 의미하는 반면, 주택수요에 대한 연구에서

는 수량과 가격 기반 지표를 모두 적용하고 있다. 그 예로는 가구당 주거

면적(Maclennan[1982]; Malpezzi and Mayo[1987]; 김경환[1999]), 지출의 

대용물로는 거래 혹은 감정 가치(Mankiw and Weil[1989] 및 그 이외에도 

다양한 후속연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혹은 헤도닉 가격 모

델 기반 수량지수6(Goodman and Kawai[1986]; Goodman[1988]; Goodman 

[1990]) 등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최근 문헌조사에서 제시된 또 다른 접

근법은 주택서비스의 역수요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써 Muellbauer(2012) 

가 추정 모수를 기반으로 소득 및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론하여 역

주택수요함수를 구체화하였다.  

두 번째로, 인구통계적 요인에 관해서 각 연구마다 서로 다른 설명변

수를 사용하면서 다소 개별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중 두 개의 변수를 살

펴보면, 먼저 가구주의 출생연도 코호트 요인이 있는데, 이는 각 국가의 

주택가격 호황-폭락 단계에 있어 가구주가 어떤 연령그룹에 속하는가에 

따라 이후의 부의 축적 수준이 코호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가

정한다(Ohtake and Shintani[1996]; Pitkin and Myers[1994]; Sinai and 

Souleles[2008]; Lindenthal and Eicholtz[2010]; Lee and Kim[2013]). 또한 

교육수준 등의 인적자본 요소는 가구주의 영구적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Hendershott and Green[1996]; Lindenthal and Eicholtz[2010]).7 인구

 6 본 지수는 세 단계에 걸쳐 예측이 이루어진다: (1) 소유주 및 세입자에 대해 별도로 헤
도닉 모형 예측; (2) 서로 다른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 주택(CQHU)의 가격 계산(예: 미
국의 대도시 지역 등); (3) 각 가구별로 관측된 실질가격을 계산된 CQHU 가격으로 나눔.

 7 특히 Lindenthal and Eicholtz(2010)는 4단계 방식을 적용하였다: (1) 헤도닉 모형 예측을 
통해 각 자산별 잠재가격을 파악(예: 자산의 성격에 따른 잠재가격 계산은 Z가 일련의 

자산가격을 의미할 때 P = g(Z)); (2) 수입의 기능 및 인구통계적 성격에 따라 예측 A 
및 X가 나이와 기타 인구통계적 특성을 의미할 때, pi=h(zi, A, Y, X))의 잠재가격 방정식 

적용; (3) E가 교육수준을 의미할 때 Y= k(A, A*E)의 소득 방정식 적용; (4) 연령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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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변수에 대한 실증분석 과정에서 D와 그 이외의 핵심 변수들 간의 

다양한 관계에 대해 주의 깊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예: 출생연도 코호

트의 경우 P*D 간에, 교육수준의 경우 I*D 간에).8

셋째, 주택수요 연구에 있어서 가구의 점유 형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가 존재하지만 이 요소는 대부분 생략되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반영되었

다(Linneman and Wachter[1989]; Linneman et al.[1997]; Gyourko et al. 

[1999]; Dieleman et al.[1995]; Gabriel and Rosenthal[2005]; Dawkins[2005]; 

Boehm and Scholttman[2009]). 점유 형태 관련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주

택 관련 지출에 있어서) Mankiw and Weil(1989)은 세입자의 월세에 단순

하게 100을 곱하여 변환하였다. 수요 방정식에서 사용자 비용 변수를 사

용하거나 역(逆)밀스 비율과 같은 통제요소 등을 적용할 경우 점유 형태

와 관련된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점유 형태는 각 

국가별 시장상황이나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예: 한국의 전세제도). 

위에서 언급된 많은 연구에서도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제도나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 다양한 제약요인이 주택소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력 공급 쇼크(예: 은퇴)와 그로 인한 주택수요 변화 등

에 관한 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분석해 볼 만

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 내 주택소유 형태

가, 특히 자가에서 임대로 변화하는가(혹은 더 이상 주택소유를 하지 않

게 되는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가? 그런 경우 주택에 대한 지출

을 줄이는가? 혹은 늘리는가? 지금까지 축적된 실증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은퇴가구는 주택소유를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

아져도 주택과 관련된 지출이 감소하는 경향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또

른 가중치를 의미하는 wa를 적용하여(14까지) 특정 시간의 총주택수요 통합. 
 8 미국에서는 주택수요에 대한 인종의 영향에 관하여 연구한 몇몇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

다(de Leeuw[1971]; Carliner[1973]; Lee and Trost[1978]; Rosen[1979]; Ihlanfeldt[1981]; 
Boehm[1982]; Goodman and Kawai[1986]; Ihlanfeldt[1982]; Dynarski[1985]; Henderson and 
Ioannides[1989]; Cooperstein[1989]). 본 주제에 대한 초기 연구 설문은 Megbolugbe and 
Cho(1996) 참조하라.



제5장  인구 고령화와 주택수요: 동아시아 3개국의 비교 연구 149

한 일반적으로 주택을 통해 축적된 자산을 비주택부문에서 소비하지 않

지만 노년에 예상치 못한 충격 여파에 대비하여 보험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의료비용 혹은 장수 위험) 

(Venti and Weis[2004]; Porterba, Venti, and Weis[2011]). 국가마다 퇴직연

금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관측된 이러한 패턴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그대로 발생하게 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택수요모형을 동아시아 3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고 이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기반으로 총주택수요를 예측하여 

이들 국가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가구주의 소득 및 

연령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교육수준이나 점유 

형태 등 다른 요인들도 적용해 보았으나 데이터 활용성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문제로 인해 국가 간의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제4절  주택수요 패턴 비교

1. 계량경제모형 예측 및 데이터 사용

본 연구의 주택수요모형은 Mankiw and Weil(1989)의 모형에서 소득변

수를 추가하거나 제외하였다.  

  


   ·    (1)

본 식에서  는 가구 i의 주택소비량을 의미한다.   는 가구 i 중 

연령그룹 에 속하는 가구 구성원의 수를 의미하며,  는 가구 특성에 

대한 벡터이고,  ,   및 는 파라미터다. 따라서 는 연령그룹 에 1인

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HD의 평균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제3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문헌조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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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예: 해당 가구가 점유한 주거면적(평방미터)) 혹은 비용(혹은 지출)

을 기반으로 한다(예: 거래 혹은 해당 자산의 측정 가치).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 모두 시도하였다. X에 대해서는 데이터 및 기타 제약으

로 인해 (일시적인) 가구소득을 유일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교

육수준 등 영구적인 소득 측정을 위한 다른 변인들을 3개 국가 모두에서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 분석은 각각 해당 국가에 거주

하고 있는 다른 개인이 담당하였기에 데이터 활용성, 접근성 및 변수 생

성에 있어서의 일관성 등 다양한 제약요건에 모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데이터 풀을 구성하여 보다 총체적인 계

량경제학적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효과 변수()를 통해 특정 시점(t)에서 각 국가별 과거 및 미래 

시기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2)

본 식에서 는 각 국가별로 특정 시간 t에 연령그룹 j에 속하는 

총인구수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주택수요를 예측함에 

있어서 한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별로, 혹은 특정 시간대에 국가 

별로 연령대의 특성(예: 모든 연령 코호트에 있어서 의 궤적)을 비교하

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UN의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각 국가별 총수요는 

최장 2060년까지 예측하였다.

식 (1)에서는 각 국가별 미시수준의 가구 설문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KLIPS)에서 13년 동안 실시한 설문 결과(1999년에서 2010년까지, 이후

에는 매 2년마다)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결과 연도는 4개 그룹(1999~ 

2002년, 2003~06년, 2007~10년, 2011~14년)으로 분류하였다. 일본은 인

구통계조사 내 미시수준의 데이터 샘플 5개(1989년, 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를 사용하였고, 중국의 경우에는 2개 연도(2000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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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각 연도별로 중국 총인구의 0.25% 조사)의 인구통계조사 데이터

를 활용하였다.9

2. 추정 결과 (1): 연령효과 

3개국의 회귀분석 결과는 <부표 5-1>~<부표 5-7>에 정리되어 있다. 표

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계수가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하다. [그림 

5-3]은 한국의 주택수요를 가격 및 수량 변인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주택

수요에 대한 연령계수를 나타낸 것이고, 중국과 일본의 결과는 [그림 5-4]

와 [그림 5-5]에 정리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주택수요(가격 기준)가 정점

을 이루는 연령대는 1998~99년의 경우 45~49세로 나타났으나, 1998년에

서 2014년으로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3(a)). 그

러나 수량 변인을 적용한 경우(그림 5-3(b)), 가격 변인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주택수요의 정점인 연령대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98~99년 조사 기준 60~64세),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은 연령대로 이동

하고 있다(2013~14년에는 70~74세 그룹). 또한 가격변수가 적용된 때에 

비해 연령대가 비교적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는 어떤 종속변인을 사용하

느냐에 따라 연령 특성 및 총주택수요 예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인구 고

령화가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모형의 결과를 해석할 때 주

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주택수요에 있어―가격 및 수량 변인 

기준 모두에서―주요 주택수요 연령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또한 모든 연령대의 주택수요가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상

승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일본의 경우 주택수요의 정점을 이루는 연령대가 60대로 나타난 가운

데 주요 주택수요 연령대가 1994년의 60~64세에서 2009년에는 75~79세

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조사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보다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격 및 수량 변인 중 좌변 변인으로  

 9 중국 데이터의 관측은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후 고유의 가구 
인식자를 통해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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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한국의 주택수요에 대한 연령효과

(a) 가격 변인 기준

(b) 수량 변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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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일본의 주택수요에 대한 연령효과

(a) 가격 변인 기준

(b) 수량 변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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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중국의 주택수요에 대한 연령효과

(a) 가격 변인 기준

(b) 수량 변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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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수를 적용하였는가에 따라 연령 특성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수량 변인일 때 시간의 흐름에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

다. 예를 들어 가격 기준의 연령 특성을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주택수요 

수준이 낮아지는데, 이는 조사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수량 기준일 경우 동일한 기간 동안 비교적 안

정된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에서 관측된 결과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주요 주택수요 연령대가 40~49세로 다른 두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젊고 주택수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효

과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5년의 수요가 2000년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계소득 증가와 함께 모든 연령대의 주택수요 수준이 상

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격 변인과 수량 변인 간에 연령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량 기반일 때 연령효과가 보다 평준화된 모

습을 보인다. 

3. 추정 결과 (2): 총주택수요

식 (2)를 기반으로 예측한 일본의 총주택수요는 [그림 5-6]과 같다. 가

장 주목할 점은 연령 변수()의 예측에 있어 조사시점이 각기 다른 데

이터를 적용할 때마다 총주택수요의 정점은 2010년으로 동일하게 나타난

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주택가격이 약 20년 앞서(1990년대 초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음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와 같은 시차는 주택수요의 경직성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다

시 말해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향후 가격 상승의 기대감 침체와 고

령화 등으로 시장경제 둔화 등의 요인하에 가격변동이 즉각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주택수요의 경우 거래비용(일부의 경우 심리

적 비용) 등이 주택소비 과정에서 필터링-다운(filtering-down) 역할을 하

여 수요조정이 다소 시차를 두고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예측이 유효하

다면 주택가격에 대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예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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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일본의 총주택수요 예측(인덱스 HD(Age 45)=100 기반)

볼 수 있다. 하나는 소득 측면(예: 노동인구의 감소로 총생산수준 감소)및 

사용자 비용 측면(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침체로 사용자 비용이 더

욱 두드러짐)이 그것이다. 반면, 총수요의 변동은 주로 총인구 하락에 의

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총수요에 있어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총주택수

요의 정점은 한국이 2035년, 중국이 2030년으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고, 

양국 모두 그 시기가 총인구의 감소 시기와 맞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참조). 이러한 경향은 가격 기준과 수량 기준의 총수요 예측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4. 추정 결과 (3): 소득효과

제3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득변수를 추가적인 설명 변인으로 포

함시킬 경우, 수요모형에서 연령효과를 줄일 수 있다. 현재 3개국에서 

수집 가능한 가구소득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5-7]처럼(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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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가구소득 변수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연령효과(일본)

의 경우), 3개국 모두 상당히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연령 코

호트에서 연령효과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과 중국의 결과

는 부록의 부도 5-1 및 부도 5-2 참조). 

제5절  정책적 대응 및 영향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인구 고령화가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샘

플 기간별, 모형별로 다르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특정 기간 동안 한 국

가에서 발생한 결과를 다른 국가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주택수요와 관련된 연령 특성(혹은 주요 주택수요의 연령대)과 고

령층의 주택수요 증가에 대한 영향이 3개국 간에 다르게 나타났으며, 현

재 진행 중인 인구통계적 변화에 대한 주택수요 결과를 적절하게 평가하

기 위해서는 국가별 시장상황과 제도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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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주요 수요자가 어느 연령대인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

택시장을 비롯한 거시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인구 고령화 관련 지표 중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

가? 등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한 국가의 증거 자료만으로는 답

변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각 국가별 고유의 요소들을 고려하

여 적절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실증분석 과정에서 종

속변수의 종류와 소득변수의 추가적인 포함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

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는 데이터 활용성 및 접근

성의 문제이므로 이를 보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총인구가 감소

하는 시기에 도달하면 총주택수요도 정점을 넘어 하락하는 현상이 3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연령대가 올라가도 주택과 관련

된 소비를 쉽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주택수요의 경직적인 측면을 설

명해 준다. 자산 붕괴 가설과 같이 인구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해당 국가의 총인구수가 감소할 때 발생 가능함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이미 총인구가 감소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중국

과 한국은 아직 20여 년이 남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

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부문은 다양하나(예: 출산장려, 이민 및 

여성의 노동참여) 본 절에서는 다음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 

(역모기지(RAM)를 통한) 부동산 현금화 및 (2) (부동산투자신탁(REITs)

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수단 구축.

1. 정책적 대응 (1): 주택자산의 현금화

대다수의 국가에서 주택은 가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 또한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모기지

(RAM)는 주택자산을 현금화하여 퇴직자의 소득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금융수단으로 간주되었고, 최근 일부 국가에서 역모기지를 활

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고령자 가구(가주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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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중 역모기지의 가입비율이 2005년의 

0.4%에서 2011년에 2.1%로 증가하며 6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하였다

(Nakajima and Telyukova[2014]). 2011년 말 기준 전체 유효 가입 건수는 

563,700건에 달한다. 한국과 호주에서도 최근 역모기지 가입 건수가 증가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면

서 2015년 6월 기준 전체 가입 건수는 25,669건에 달하였다. 호주에서는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 말 기준으로 가입 건수

는 42,410건을 기록하였다. 반면, 일본과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

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지만 역모기지가 활성화되지 못하였

다. 따라서 국민들이 역모기지 상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장

장치 및 제도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역모기지는 내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상품을 설계할 때 이에 대

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교차 리스크로서 임대인 및 보증

인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 중 하나이며, 담보(혹은 주택)의 청산가치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또는 이자보다 낮아지는 상황을 

의미한다(Min and Cho[2009]). 두 번째는 교차 리스크와 관련된 주택가격 

리스크로 대출기간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미래 기간의 가격 추이)에 대

한 위험요인을 의미하며, 적절한 상품설계를 통해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2011년 말 기준으로 예상된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3.3%였으나 Lee et al.(2012)은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상승

률을 하향조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리스크 역시 첫 번째 

리스크와 관련된 기대수명 리스크이다. 이는 고령층의 기대수명보다 생

명표가 하향 예측(혹은 과잉 예측)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Choi(2015)는 한국에서 기대수명 리스크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예측모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마지

막으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있는데, 역모기지 대출자가 해당 자산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않거나 주택시장의 상황이 변화하여 주택가격 동향이 

역모기지 수요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예: 예상 주택

가격이 낮아질수록 역모기지 수요도 낮아짐)(Davidoff[2014]). 국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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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격(예: 최소 연령), 대출범위

(최대 담보 비율) 및 리스크 프리미엄 등 리스크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해

야 한다.  

싱가포르에는 역모기지와 더불어 이를 변형한 리스 바이백(Lease 

Buyback Scheme: LBS)이라는 상품이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두 개의 금융기관(보험회사 NTUC INCOME 및 Oversea Chinese 

Banking Corporation(OCBC))에 의해 1990년대 후반에 역모기지가 처음으

로 도입되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역모기지의 조건이 상당히 표준

화된 형태로 도입되었으나(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매우 진보적으로 사용

되었음에도), 현재 두 금융기관 중 어디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문헌조사에 따르면 수요가 충분하지 못했고 정부의 보증 역

시 부족하여 대출기간 동안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와 금리 리

스크를 민간 금융기관이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임대인 및 대출인 모두

에 대해)(Chia and Tsui[2005]; Chia and Tsui[2009]).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2009년에 대안상품으로 LBS를 도입하였다. LBS

는 연금 지급형 역모기지로 저소득 HDB(Housing Development Board: 

HDB) 아파트(또는 공공주택)의 (HBD에 의한) 100년의 임대기간 중 잔여

기간에 대한 바이백 기능과 싱가포르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PF)에서 운용되는 은퇴자금 저축기능이 한데 묶여 있다. 역모기지

와는 달리 LBS는 정부가 보증하고 (암묵적이기는 하지만) HDB 아파트 

거주민 대상으로 잔여 임대기간에 대한 소유권을 현금화하여 안정적인 

월수입을 보장받게 하는 한편, 30년 동안 거주 가능하도록 한 상품이다. 

LBS가 역모기지에 비해 대출자들에게 훨씬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옵션

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현재 고객 수 800 

명). 그 원인에 대해서 Chia and Tsui(2009)는 LBS가 ‘자산은 많지만 현

금이 부족한’ 고령층이 자신들의 주택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많은 수

단 중 하나이고 한번 가입하면 취소가 불가능하고 유연성이 다소 떨어지

는 단점이 있는 데 반해 고령자는 아파트 방 하나 또는 전체를 임대하거

나(설문대상의 10%) 자산의 규모를 줄이는(스튜디오형 아파트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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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현금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상속 동

기(본인 소유의 HDB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상속하고자 함) 역시 LBS 가

입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싱가포르의 경험은 고령층 소유의 주택자산을 현금화하는 금융상품을 

경쟁력과 인센티브 두 가지를 모두 갖추도록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준다. 역모기지 대비 수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고 “LBS 아파

트의 30년 임대기간 이후까지 생존하여도 홈리스가 되는 경우는 없다.”

라고 정부가 보증하여도 LBS 신청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연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는(예: 한국 및 중국) 주택을 활용한 현금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교차 리스크 및 내재적인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역모기지 계약의 다양한 변수들(예: 자격요건, 담보

인정비율 상한선, 상환계획 및 리스크 기반 가격설정)에 적절하게 반영되

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대응 (2):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수단 구축  

1961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부동산투자신탁

(REITs)은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REITs IPO가 307건에 달하였으며, 그중 227건은 미국 이

외의 지역에서 실시되었다(아시아 132건, 호주 38건, 유럽 35건, 캐나다 

22건).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의 REITs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체 시장 

규모가 2009년의 470억달러에서 2015년에 1,970억달러로 증가하며 연평

균 2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일본(J-REITs), 싱가포르(S-REITs) 

및 홍콩(H-REITs) 등 3개국의 상장 REITs는 아시아 REITs의 시가총액의 

88%(각각 46%, 27% 및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한국,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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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태국 등이 소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도 2010

년대 후반에 비슷한 시스템을 출시하려고 한다.10

세계 5대 REITs 시장(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및 싱가포르)의 경험에 

비추어 Cho(2015)는 6개의 REITs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그 

요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필

요한데, 보통은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대규모 자산 보유자들이 ‘자산 

경량화’ 비즈니스 전략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때 REITs가 대안적인 유동

화 수단으로 등장한다(예: 미국의 S&L 사태, 싱가포르, 일본 및 기타 아

시아 국가들의 아시아 금융위기 사태 및 주요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금

융위기 사태). 

두 번째 성공요인은 프라임 등급의 부동산자산을 REITs 시장에 편입시

키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경우(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나 

성장 경로상에서 변곡점을 형성하는 경우(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경

우) 모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례로 싱가포르에서 처음으

로 실시된 2개의 REITs IPOs ―Capital Mall Trust(CMT)와 Ascendas REIT

―는 싱가포르 내 REITs IPOs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 모

두 싱가포르 내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임대 수익을 실현하는 소매 및 산

업 부동산자산들을 편입하였다.   

세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가 REITs 주식 공모에 있어

서 또 다른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규모(및 관련 규모의 경제), 신용등급, REITs 관리자의 역할, 기업 공개 

및 기타 투명성 요인 등 REITs와 관련된 주요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미

국에서는 내부 관리계약을 기반으로 한 상장 REITs가 1990년대 이래 가

장 일반적인 지배구조로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자본시장 내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투명한 REITs 관리구조를 선호함을 짐작할 수 있다. 아시

아 국가들의 경우(특히 일본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REITs를 외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통 투자자들이 신뢰할 만한 대형 개발업

10 REITs의 세계적인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Cho(201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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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혹은 금융기관이 REITs의 스폰서 역할을 하였다. 

네 번째, REITs의 당초 의도가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에 소규모 투자자

를 유치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REITs의 수익분배에 있어 기관 및 개인 

투자자 간에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가 주요한 정책적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S-REITs 지분에 대해 개인에게 세금

을 면제해 주고(기관투자자는 예외) 일반 소비자가 ATMs를 통해 REITs 

지분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를 구축하였다. 

싱가포르 주식시장(SGX)의 REITs 비중이 여타 국가에 비해서 훨씬 높다

는 점은(미국 3%, 캐나다 2.1% 및 일본 1.2%에 비해 SGX의 경우 시가총

액의 8.3% 수준)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REITs 투자가 확산되었음을 증

명한다.  

다섯 번째,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다국적 REITs(혹은 다국적  REITs 

투자 관리)와 함께 국가 간 국경을 넘어서는 REITs 투자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하였다(예: 여러 국가에서 동시 상장되거나 

혹은 여러 국가에 걸쳐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이처럼 투자방식이 다국

적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지속되면 다국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불필요

한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형성되어 표준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재무적 건전성 부분에 있어 공

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REITs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투명성의 경우 회계 규정, 자산 감정(공정하고 독립

된 가치 평가를 위해) 및 다양한 정보 공개 규정을 포함한다. 재무건전성

(혹은 안정성) 규정에 대해서는 REITs가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분야로 

자리 잡은 국가에서 미시적 건전성 규정(예: 최대 레버리지 비율, 자본 

준비금 요건 및 부채상황계수) 등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REITs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REITs는 은퇴자의 수

입 보충에 유용한 투자상품으로 주목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각 국가별로 

복지 측면에서도 강화되고 제대로 작동하는 REITs를 설계할 수 있을 것

인가에 달려 있는데, 이를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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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조율 수단을 동원하여 REITs의 사회적인 역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제6절  결 론

본 연구는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3개국의 주택수요에 있어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경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에 대해 논의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주택수요 

예측 결과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의 경우 주택수요가 정점을 이루는 나

이는 1970년대에는 약 60~64세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령대가 높

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 훨씬 낮은 연령대(40대)에서 정점이 

나타나고, 그 경향도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총주택수요의 고점은 대체로 각 국가의 총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은 2010년, 한국 및 중국의 경우 

약 2030년경).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주

택시장의 경제 기초여건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요가 즉각적으로 변

화하는 데 경직성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는 주택의 가격 및 생

산수준 하락이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일본의 경우 수요자 측면에서

의 반응은 거의 20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주택가격에 인구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서로 다른 채널

의 영향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역부양비율(전체 생산인

구수를 비생산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보면, 고령화의 영향에 있어서 노동

시장이라는 채널이 주택가격의 움직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주택수요와 관련하여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다 세부적이고 다양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대

응 방안에 있어서는 주택 및 기타 부동산자산을 현금화하는 두 가지 금

융상품―역모기지(RAM)와 부동산투자신탁(REITs) ―을 몇몇 국가의 경

험을 기반으로 문헌조사를 하였다. 역모기지의 경우 상품설계의 중요성

이 강조되었으며, 은퇴자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되 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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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관 및 공공과 민간 보증인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배가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공공 및 민간 연

금이 상대적으로 덜 축적되어 역모기지가 은퇴자들의 부족한 수입 보충

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가 상품설계 단계부터 필요하다. 

REITs의 경우에도 역시 수익형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이고 안

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투자수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논의된 것처럼 성공 여부는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기반으로 복지기능을 향상시킨 REITs를 적절하게 설계하고 적용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REITs의 성공 사례가 

기타 국가들에게,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 및 중국과 같이 REITs가 도입되

지 못하였거나 혹은 현재 아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에 있

어서 유용한 벤치마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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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귀분석 결과 및 그림

[부도 5-1] 주택 총수요 예측(가격 변인 기준)

(a) 일본(실질 α 추정 기반)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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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1]의 계속

(b) 일본(인덱스 기준, HD(Age 45)=100)

(c) 한국(1조원, CPI 2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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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1]의 계속

(d) 중국(실질 α 추정,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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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2] 주택 총수요 예측(물량 변인 기준)

(a) 중국

(b)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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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3] 연령 코호트별 평균 가구원 수

(a) 일본 

(b)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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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3]의 계속

(c)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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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1> 한국의 M-W 모형 결과(면적변수(㎡) 포함, 소득변수 미포함)

98~99 03~04 08~09 13~14

<19
(yrs)

8.2104*** 9.6896*** 10.9848*** 11.5794***
(-11.38)　 (-11.72)　 (-14.62)　 (-15.32)　

20~24
8.607*** 10.7063*** 12.6677*** 12.1573***
(-8.73)　 (-9.12)　 (-9.68)　 (-9.67)　

25~29
17.8594*** 19.6339*** 20.0505*** 19.1003***

(-20.35)　 (-19.37)　 (-19.17)　 (-15.65)　

30~34
24.9429*** 29.7621*** 29.6684*** 29.046***

(-25.66)　 (-30.38)　 (-31.82)　 (-31.37)　

35~39
24.6424*** 28.9939*** 32.081*** 34.0445***

(-23.9)　 (-24.13)　 (-31.27)　 (-33.52)　

40~44
30.564*** 30.6627*** 30.8892*** 35.2909***
(-28.57)　 (-25.12)　 (-26.39)　 (-32.57)　

45~49
35.0366*** 33.4177*** 33.4584*** 35.4135***

(-29.88)　 (-26.92)　 (-29.59)　 (-30.57)　

50~54
33.8694*** 38.3365*** 34.8464*** 36.1375***

(-27.04)　 (-27.68)　 (-30.07)　 (-31.27)　

55~59
32.3196*** 41.1312*** 42.1028*** 38.7769***

(-26.53)　 (-30.36)　 (-36.1)　 (-36.99)　

60~64
37.5923*** 37.7908*** 44.0866*** 48.4975***

(-30.57)　 (-27.77)　 (-36.04)　 (-43.31)　

65~69
35.2624*** 41.3886*** 46.0027*** 50.2682***

(-23.49)　 (-29.07)　 (-35.96)　 (-41.54)　

70~74
33.2532*** 37.5527*** 47.8902*** 53.4773***

(-18.82)　 (-20.73)　 (-35.27) (-41.58)　

75~79
27.235*** 41.1673*** 42.8714*** 52.8837***
(-11.56)　 (-17.57)　 (-24.06)　 (-37.41)　

>80
19.0937*** 27.9503*** 40.3922*** 43.8205***

(-7.53)　 (-11.39)　 (-21.03)　 (-28.62)　
R2 0.7346 0.7435 0.7413 0.7438

RMSE 47.0352 50.698 51.9142 53.7123

F-stat. 1769.87*** 1759.87*** 2259.00*** 2626.60***

Obs. 8965 8514 11053 12677

주: 1)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유의수준.
2) t-stat는 ( ) 안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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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2> 한국의 M-W 모형 결과

(2010년 CPI=100 기준, 주택가격변수(백만원) 포함, 소득변수 미포함)

98~99 03~04 08~09 13~14

<19
(yrs)

8.5561*** 11.2247*** 14.9809*** 19.7257***
(5.17) (4.28) (5.32) (9.01)

20~24
4.6383** 15.9570*** 26.5937*** 22.0121***

(2.05) (4.31) (5.42) (6.05)

25~29
27.8511*** 22.7261*** 37.9510*** 33.7151***

(13.89) (7.08) (9.67) (9.54)

30~34
32.5732*** 37.9442*** 43.5436*** 47.1800***

(14.74) (12.23) (12.46) (17.63)

35~39
28.8566*** 47.6914*** 55.7551*** 56.3976***

(12.28) (12.53) (14.49) (19.19)

40~44
44.8290*** 56.8383*** 58.3593*** 63.7476***

(18.26) (14.72) (13.30) (20.34)

45~49
61.2851*** 60.1670*** 59.7722*** 57.4150***

(22.77) (15.42) (14.10) (17.13)

50~54
47.0479*** 79.5981*** 69.8810*** 59.7662***

(16.16) (18.21) (16.05) (17.88)

55~59
48.3076*** 70.9007*** 89.8947*** 76.0648***

(17.10) (16.61) (20.48) (25.08)

60~64
52.8453*** 52.0302*** 79.9024*** 84.0950***

(18.03) (11.96) (17.37) (25.93)

65~69
44.9983*** 58.7447*** 69.0579*** 79.4017***

(12.62) (12.97) (14.38) (22.68)

70~74
41.4847*** 57.7803*** 66.5346*** 73.5901***

(9.91) (10.02) (13.06) (19.75)

75~79
29.8535*** 53.0114*** 74.6946*** 73.1739***

(5.31) (7.14) (11.15) (17.89)

>80
22.3248*** 38.3054*** 68.3659*** 61.1879***

(3.75) (4.92) (9.40) (13.76)
R2 0.5022 0.4188 0.3843 0.4882

RMSE 104.6086 159.8373 194.4443 155.2331

F-stat. 603.82*** 434.47*** 490.16*** 861.13***

Obs. 8392 8455 11007 12652

주: 1)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유의수준.
2) t-stat는 ( ) 안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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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3> 한국의 M-W 모형 결과(면적변수(㎡) 포함, 소득변수 포함)

98~99 03~04 08~09 13~14

<19
(yrs)

3.8810*** 4.6705*** 5.2459*** 5.3944***
(3.95) (6.22) (7.59) (7.97)

20~24
7.0234*** 7.1342*** 5.8475*** 5.1505***

(5.29) (6.77) (4.89) (4.63)

25~29
8.2814*** 10.0132*** 7.7212*** 3.7199***

(6.88) (10.72) (7.87) (3.36)

30~34
8.2037*** 12.2822*** 10.4914*** 5.0929***

(5.92) (12.9) (11.28) (5.60)

35~39
7.2137*** 10.3183*** 10.7161*** 6.5955***

(4.79) (8.97) (10.43) (6.57)

40~44
10.7288*** 10.6688*** 9.3713*** 6.3208***

(6.8) (9.10) (8.17) (5.90)

45~49
12.0245*** 11.7922*** 10.8236*** 6.4701***

(6.97) (9.79) (9.65) (5.75)

50~54
13.1395*** 16.2624*** 15.1799*** 9.1720***

(7.25) (12.25) (13.53) (8.24)

55~59
18.1137*** 21.9542*** 22.1408*** 14.3751***

(10.59) (17.10) (19.57) (14.27)

60~64
21.1726*** 23.8273*** 26.7181*** 22.4609***

(12.39) (18.73) (22.99) (20.86)

65~69
24.2150*** 28.9134*** 31.1855*** 27.3952***

(11.72) (21.94) (25.97) (24.28)

70~74
27.9380*** 26.7429*** 37.0344*** 34.9905***

(11.96) (16.16) (29.58) (29.85)

75~79
25.8344*** 34.6859*** 35.6713*** 40.5667***

(8.47) (16.27) (21.98) (32.17)

>80
17.7143*** 25.1571*** 39.9218*** 42.1736***

(5.33) (11.30) (22.76) (31.31)

Income3
1.6002*** 1.2525*** 1.2134*** 1.4529***
(29.86) (45.36) (49.78) (60.74)

R2 0.7981 0.8009 0.7895 0.8036

RMSE 40.6033 44.2436 46.7995 46.9190

F-stat. 1000.7*** 2167.14*** 2725.3*** 861.13***

Obs. 3813 8095 10917 12439

주: 1)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유의수준.
2) t-stat는 ( ) 안의 수치.
3) 추정 영구소득 적용(RHS 변인: 나이, 나이 제곱, 교육수준, 부, 설문연도별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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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4> 한국의 M-W 모형 결과

(2010년 CPI=100 기준, 주택가격변수(백만원) 포함, 소득변수 포함)

98~99 03~04 08~09 13~14

<19
(yrs)

-1.9045 -13.5952*** -12.9398*** -2.9795*
(-0.90) (-6.59) (-5.46) (-1.66)

20~24
-0.5836 -3.7654 -8.0888** -3.7485
(-0.20) (-1.30) (-1.97) (-1.27)

25~29
-2.0572 -22.9526*** -23.8737*** -21.0903***
(-0.79) (-8.94) (-7.10) (-7.18)

30~34
-11.8765*** -41.2848*** -51.7496*** -39.1531***

(-3.98) (-15.77) (-16.23) (-16.24)

35~39
-21.6794*** -38.6983*** -50.0077*** -42.0736***

(-6.67) (-12.22) (-14.21) (-15.8)

40~44
-9.4682*** -34.3582*** -48.2209*** -40.5513***

(-2.78) (-10.64) (-12.26) (-14.27)

45~49
-0.8750 -37.8186*** -51.7663*** -46.4341***
(-0.23) (-11.48) (-13.47) (-15.55)

50~54
-6.5254* -20.0543*** -26.3266*** -38.0357***
(-1.67) (-5.53) (-6.84) (-12.89)

55~59
9.3877** -11.0526*** -8.0353** -11.7914***

(2.54) (-3.16) (-2.07) (-4.41)

60~64
14.4462*** -12.4544*** -4.7031 -9.7519***

(3.92) (-3.59) (-1.18) (-3.42)

65~69
24.4733*** 0.4199 -2.8962 -2.9924

(5.49) (0.12) (-0.70) (-1.00)

70~74
23.9460*** 10.0603** 12.9536*** 7.9245**

(4.74) (2.24) (3.02) (2.55)

75~79
29.2831*** 29.3005*** 38.5166*** 28.9354***

(4.44) (5.08) (6.93) (8.65)

>80
19.1125*** 28.0408*** 67.3866*** 54.3219***

(2.67) (4.65) (11.2) (15.20)

Income3
4.1830*** 5.8121*** 5.9851*** 5.2304***
(36.09) (76.88) (71.61) (82.43)

R2 0.6303 0.6599 0.5807 0.6689

RMSE 88.1165 122.8359 160.6419 124.4565

F-stat. 436.96*** 1071.54*** 1008.92*** 1673.21

Obs. 3860 8297 10941 12441

주: 1)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유의수준.
2) t-stat는 ( ) 안의 수치.
3) 추정 영구소득 적용(RHS 변인: 나이, 나이 제곱, 교육수준, 부, 설문연도별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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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5> 중국의 주택수요 예측모형 결과(주거면적)

주거면적

소득변수 포함 소득변수 미포함

2005 2005 2000

Income
0.014***
(0.000)

≤19
(yrs)

16.401*** 14.652*** 9.459***
(0.000) (0.000) (0.000)

20~24
10.568*** 12.792*** 15.078***
(0.000) (0.000) (0.000)

25~29
16.699*** 20.835*** 20.745***
(0.000) (0.000) (0.000)

30~34
20.211*** 24.251*** 25.261***
(0.000) (0.000) (0.000)

35~39
25.019*** 29.062*** 28.647***
(0.000) (0.000) (0.000)

40~44
31.540*** 35.554*** 30.701***
(0.000) (0.000) (0.000)

45~49
36.494*** 39.602*** 32.726***
(0.000) (0.000) (0.000)

50~54
38.463*** 40.458*** 30.324***
(0.000) (0.000) (0.000)

55~59
36.452*** 37.643*** 27.303***
(0.000) (0.000) (0.000)

60~64
34.922*** 35.359*** 23.403***
(0.000) (0.000) (0.000)

65~69
33.545*** 33.682*** 24.542***
(0.000) (0.000) (0.000)

70~74
32.763*** 32.587*** 23.935***
(0.000) (0.000) (0.000)

75~79
32.210*** 31.833*** 24.324***
(0.000) (0.000) (0.000)

80~84
30.293*** 29.717*** 21.894***
(0.000) (0.000) (0.000)

85≤
29.273*** 28.666*** 25.112***
(0.000) (0.000) (0.000)

R2 0.668 0.662 0.716

Obs. 498,811 498,812 58,679

주: 1)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유의수준.
2) t-stat는 ( ) 안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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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6> 중국의 주택수요 예측모형 결과(주택가격)

주택가격

소득변수 포함 소득변수 미포함

2005 2005 2000

Income
67.264***
(0.000)

≤19
(yrs)

4,562.720*** -2,388.553*** -3,025.898***
(0.000) (0.000) (0.000)

20~24
4,139.063*** 7,543.244*** 4,245.243***

(0.000) (0.000) (0.000)

25~29
6,615.195*** 20,415.670*** 10,733.924***

(0.000) (0.000) (0.000)

30~34
6,073.892*** 22,554.318*** 14,075.219***

(0.000) (0.000) (0.000)

35~39
5,780.991*** 23,012.844*** 16,909.258***

(0.000) (0.000) (0.000)

40~44
6,322.519*** 24,438.447*** 17,056.059***

(0.000) (0.000) (0.000)

45~49
5,123.854*** 21,071.547 14,830.428***

(0.000) (0.000) (0.000)

50~54
4,928.164*** 16,128.857*** 10,469.997***

(0.000) (0.000) (0.000)

55~59
5,828.547*** 12,844.567*** 7,888.476***

(0.000) (0.000) (0.000)

60~64
7,594.966*** 10,567.312*** 6,553.504***

(0.000) (0.000) (0.000)

65~69
8,529.495*** 9,785.196*** 6,006.938***

(0.000) (0.000) (0.000)

70~74
8,826.754*** 8,400.925*** 5,635.206***

(0.000) (0.000) (0.000)

75~79
10,482.273*** 8,950.334*** 4,587.648***

(0.000) (0.000) (0.000)

80~84
9,405.857*** 6,941.012*** 5,466.087***

(0.000) (0.000) (0.000)

85≤
9,776.179*** 6,960.193*** 6,659.298***

(0.000) (0.000) (0.000)

R2 0.249 0.148 0.350

Obs. 413,738 413,738 49,975

주: 1)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유의수준.
2) t-stat는 ( ) 안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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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7> 일본의 주택수요 예측모형 결과 

연령

소득변수 미포함
소득변수 포함

1989 2009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0 -843.28* -0.97 2,026.7*** 2.80 2474.5*** 4.09

1 -908.8* -1.11 1,379.4*** 2.75 2170*** 3.59

2 -136.8* -0.16 1,266.8* 1.92 1362.7** 2.53

3 -1,606.1** -2.13 1,862.5*** 3.44 3613.8*** 5.99

4 -589.1* -0.78 1,276.1*** 2.61 1261.7** 2.53

5 31.7* 0.04 1,131.7** 2.40 1986.2*** 4.11

6 -351.9* -0.49 881.3* 1.81 2536.3*** 4.85

7 -19.9* -0.03 628.2* 1.32 2315.9*** 6.49

8 42.4* 0.06 751.6* 1.57 1192.6** 2.52

9 -1,266.0** -1.96 324.6* 0.65 -268.9* -0.53

10 -865.6* -1.40 400.6* 0.78 1569.2*** 4.01

11 -837.6* -1.27 -380.5* -0.77 2316.5*** 5.58

12 -252.5* -0.36 1,069.2** 1.96 3862.9*** 3.65

13 -1,084.4* -1.73 816.3* 1.57 2757.3*** 7.17

14 445.3* 0.60 570.5* 1.11 2081*** 5.7

15 -482.5* -0.73 1,366.0** 2.30 1487.9*** 2.87

16 1,086.6* 1.24 317.6* 0.61 2744.3*** 4.62

17 111.8* 0.15 -629.6* -1.38 1913.3*** 3.72

18 3,227.5*** 3.67 1,423.5** 2.26 2554.2*** 3.51

19 6,400.9*** 5.64 2,372.6*** 3.80 2820.6*** 4.32

20 7,293.9*** 7.02 3,985.4*** 4.84 3388.9*** 9.13

21 8,474.0*** 6.08 3,460.4*** 4.82 3808.2*** 5.86

22 6,528.6*** 6.94 2,820.9*** 5.12 2816.9*** 3.84

23 10,425.2*** 10.01 4,927.4*** 3.90 2819.6*** 5.34

24 9,633.6*** 12.36 6,256.3*** 7.78 1923.4*** 3.43

25 13,549.5*** 9.80 7,082.1*** 4.62 2725.6*** 4.94

26 14,629.2*** 11.20 7,140.0*** 7.52 3848.8*** 8.3

27 13,775.8*** 14.22 6,715.0*** 8.70 4161.8*** 9.81

28 14,632.0*** 12.50 8,834.1*** 12.28 4869.0*** 11.73

29 14,676.4*** 19.43 7,753.3*** 9.54 6337.2*** 7.46

30 18,554.2*** 8.37 9,364.1*** 8.49 5220.4***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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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7>의 계속

연령

소득변수 미포함
소득변수 포함

1989 2009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31 16,130.5*** 17.91 9,553.8*** 10.85 6237.9*** 10.7

32 14,785.8*** 19.77 9,730.8*** 17.35 6108.3*** 10.95

33 15,276.2*** 21.56 9,745.9*** 21.46 6082.6*** 11.84

34 15,044.9*** 21.47 10,458.0*** 21.19 6305.4*** 14.5

35 17,591.2*** 25.62 10,388.5*** 21.76 6857.6*** 10.99

36 17,723.3*** 24.96 11,316.7*** 23.85 6,624.0*** 15.44

37 18,055.2*** 26.71 11,458.2*** 22.96 6,027.3*** 6.34

38 17,786.8*** 29.92 12,148.9*** 14.45 6,662.2*** 14.98

39 19,562.3*** 28.62 11,997.3*** 17.67 7,886.8*** 17.78

40 19,391.1*** 32.41 11,591.6*** 20.48 7,419.8*** 16.17

41 20,403.8*** 28.54 12,741.0*** 25.20 7,537.0*** 15.85

42 21,141.4*** 31.72 13,087.7*** 23.21 7,440.4*** 13.48

43 20,131.4*** 25.78 12,296.8*** 16.47 7,834.3*** 20.1

44 20,130.2*** 27.27 13,958.0*** 21.62 7,254.3*** 18.02

45 21,094.4*** 29.08 13,087.1*** 20.22 7,731.6*** 16.51

46 19,704.8*** 22.59 13,477.9*** 23.31 8,290.9*** 16.11

47 19,424.8*** 22.61 11,700.8*** 23.84 7,622.0*** 13.5

48 19,600.0*** 12.46 12,819.6*** 21.26 7,845.5*** 16.38

49 19,408.6*** 20.15 11,821.0*** 21.02 7,408.4*** 21.96

50 18,840.7*** 17.27 10,700.5*** 24.07 7,882.1*** 16.95

51 17,140.4*** 17.72 11,112.9*** 19.19 8,200.1*** 11.49

52 18,322.2*** 16.58 10,031.3*** 18.35 6,190.5*** 14.7

53 17,756.2*** 23.72 10,679.1*** 20.80 7,329.7*** 20.59

54 16,836.4*** 22.14 10,316.9*** 20.36 8,794.7*** 9.45

55 17,588.0*** 17.28 11,144.9*** 13.21 8,833.5*** 9.05

56 19,346.3*** 14.32 10,328.9*** 18.38 8,773.0*** 10.61

57 17,102.6*** 23.83 11,972.1*** 6.41 7,244.7*** 18.52

58 18,021.4*** 20.45 11,674.8*** 14.93 8,578.1*** 16.61

59 17,566.3*** 16.83 10,724.9*** 23.25 7,465.8*** 19.61

60 18,212.8*** 21.39 11,026.8*** 28.89 10,279.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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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7>의 계속

연령

소득변수 미포함
소득변수 포함

1989 2009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61 19,053.9*** 8.09 12,284.6*** 14.79 10,784.0*** 6.97

62 17,944.3*** 19.39 11,532.7*** 31.18 11,645.0*** 7.72

63 19,921.8*** 10.64 11,392.8*** 22.62 8,792.6*** 21.65

64 16,098.9*** 20.01 11,811.4*** 22.16 9,164.7*** 18.83

65 16,540.2*** 17.73 11,811.6*** 26.78 8,846.1*** 20.91

66 17,431.7*** 15.24 11,636.6*** 27.65 10,232.0*** 11.31

67 16,044.4*** 5.60 11,875.5*** 30.69 8,470.4*** 19.72

68 14,631.8*** 12.02 12,457.9*** 24.11 8,552.8*** 21.4

69 14,328.7*** 14.00 12,183.1*** 23.59 8,710.2*** 17.05

70 17,114.8*** 14.30 11,527.4*** 18.99 8,669.1*** 26.32

71 20,389.5*** 4.71 12,836.9*** 16.01 7952.1*** 11.26

72 21,427.5*** 5.47 12,523.9*** 12.16 8321.7*** 20.22

73 12,150.5*** 8.75 11,714.1*** 22.60 9015.5*** 16.31

74 10,778.3*** 8.89 11,263.3*** 18.73 6409.4*** 8.9

75 10,604.7*** 7.33 11,653.4*** 18.01 7960*** 15.36

76 10,385.3*** 7.39 10,859.5*** 16.66 9609.2*** 11.15

77 13,110.9*** 6.51 13,510.2*** 9.01 6556.1*** 6.94

78 6,957.4*** 5.28 11,946.2*** 13.63 10318*** 4.47

79 6,634.8*** 4.54 11,943.1*** 7.48 6103.9*** 12.16

80 12,854.8*** 3.10 13,736.9*** 6.45 6212.7*** 9.69

81 13,460.8*** 2.79 12,798.3*** 3.92 9922.9*** 3.8

82 6,030.2*** 3.15 11,427.0*** 9.08 4040.8*** 6.94

83 5,188.7** 2.46 12,387.3*** 5.81 3338.3*** 5.6

84 7,823.0*** 3.08 8,265.3*** 5.95 2492.8*** 2.58

85 2,011.1* 1.75 5,718.5*** 11.08 3527.8*** 3.47

Income 1.012*** 27.39

R2 0.693 0.732

RMSE 27,441 14,700

F-stat 865*** 904***

Obs. 60,189 52,787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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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M 및 LBS에 대한 싱가포르의 경험

<부표 5-8>은 싱가포르의 역모기지 프로그램을 연대기별로 정리한 것

이다. 싱가포르에서 역모기지를 최초로 도입한 시기는 1994년이고, 현지 

보험회사인 NTUC INCOME에서 1997년에 민간 부동산 소유주를 위해 

출시한 상품이 최초의 역모기지 상품이다. 2006년에는 OCBC은행이 싱

가포르 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민간 부동산을 위한 역모기지 상품을 선

보였다. 2009년 주택개발위원회(Housing & Development Board: HDB)는 

리스 바이백 프로그램(LBS)을 통해 방 3개 이하의 HDB 아파트의 소유

주를 위한 역모기지를 선보였다. 3년 후에는 LBS를 재검토하여 가구당 2

만 싱가포르 달러의 현금보너스를 지급하였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2014년 싱가포르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LBS 개선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5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NTUC INCOME과 OCBC 모두 수요불충분을 이유로 역모기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 LBS가 여러 가지 옵션(역모기지, 전

대, 다운사이징, LBS) 중 대출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지만(Chia and Tsui[2009]),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2009년 3월 1일부터 LBS의 가입을 개시한 이래 HDB  

<부표 5-8> 싱가포르의 내의 RM과 관련한 역대 사안들

연도 주요 사건

1994 싱가포르 최초로 역모기지 도입

1997
현지 보험회사 NTUC INCOME이 민간 가구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최초

의 역모기지 상품 출시

2006
OCBC가 싱가포르 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역모기지 제공

NTUC INCOME은 역모기지 서비스의 대상을 HDB 아파트 소유주까지 

확대

2009
HDB에서 방 3개 이하의 HDB 아파트를 대상으로 LBS 제공 

OCBC 및 NTUC에서 수요 부족을 이유로 역모기지 서비스 중단

2012 LBS에서 해당 계획하에 가구당 20,000 싱가포르 달러의 현금 보너스 제공  

2015 개선된 리스 바이백 제도(ELBS) 4월 1일부터 발효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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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중 실가입자 수는 800가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부록에서는 싱가

포르의 역모기지 발전상황을 살펴보고, 민간부문의 역모기지 실패와 LBS

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1. 상업은행에서 발행한 RAM 상품

싱가포르에서 상업용 역모기지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7년으로 민간 

보험회사인 NTUC INCOME에서 상품을 도입하였다(세부 내용은 부표

5-9 참조). 이 상품은 싱가포르 국민 중 60세 이상의 민간 부동산 소유주 

또는 영주권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Chan[2002]). 2006년 3월부터 HDB가 

HDB 아파트 소유주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싱가포르 은행이나 금융기관

에서 제공하는 상업용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NTUC 

INCOME은 HDB 아파트 소유주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NTUC 

INCOME은 대출자에게 부동산 표준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제공

하고 있다. 보다 개선된 역모기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두 번씩 LTV 

조사를 실시하였다. LTV는 총대출금을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장가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80%에 달하게 되면 최대 대출한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역모기지의 계약조건에 따라 대출회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NTUC INCOME 역모기지 서비스는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 즉, 남은 

원금 또는 누적된 이자가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책정된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출자(또는 그 자손)가 책임을 지게 된다. 

1997년 NTUC INCOME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당시 반응은 미온적이

었다. 상품 출시 후 초반 2개월 동안 총 22건의 역모기지를 발행하였다.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1997년 

이래로 NTUC INCOME에서 민간 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제공한 역모

기지 건수는 약 350건에 그치고 있다(Chia and Tsui[2009]). 현재 NTUC 

INCOME은 수요 부족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이며, 38건의 

민간 부동산 소유주 대상의 서비스와 HDB 아파트 대상 역모기지 10건만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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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9> NTUC INCOME의 역모기지 상품 요약 

출시
1997년(민간 부동산 소유주만을 대상으로 함)
2006년(HDB 아파트 소유주까지 확대)

자격요건
60세 이상의 싱가포르 국민 혹은 영주권자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80%

역모기지 

LTV 규정 

LTV는 1년에 두 차례씩 검토  

LTV 한도(80%)에 도달 혹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대출한도에 도

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RM 조건에 따라 대출회수 절차에 돌입

운용 현황
수요 부족으로 운용 중단, 민간 부동산 소유주 대상 38건 및 HDB 아

파트 대상 10건의 RM 서비스만 지속 중

2012년
LBS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하에 속하는 가구별로 20,000 싱가포르 달

러의 현금 보너스 제공

자료: 필자 작성.

2006년 OCBC(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는 싱가포르 은행 

최초이자 금융기관으로서는 두 번째로 65세 이상의 민간 부동산 소유주

를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 서비스를 출시하였다(세부 내용은 부표 5-10 참

조). OCBC는 기간제형과 연금 연계형 상품 등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였

다. 기간제형의 경우 가입자가 최대 25년까지 또는 가입자의 연령이 90

세에 도달할 때까지 중 더 먼저 수급 가능한 경우를 선택하여 높은 금리

로 높은 월보장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금 연계 옵션은 전 생

애에 걸쳐 낮은 금리로 상대적으로 낮은 월보장액을 지급한다. 기간제 

옵션과 연금 연계 옵션의 적용 금리는 각각 5%와 4.48%로 양쪽 모두 고

정금리를 보장하지 않고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급액과 이

자액의 총합이 부동산 추정 가치의 70%를 넘을 수 없다. 

OCBC 역모기지의 가입자격 및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는 65

세 이상의 싱가포르 국민 또는 영주권자로 대출기간 말까지(대출기간을 

포함함) 잔여 임대기간이 45년 이상인 민간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공동으

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OCBC의 역모기지 상품의 경우 고객이 변심하

면 최초 가입 후 5년 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대출자는 그동안 역모기지를 

통해 지급 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고 500 싱가포르 달러의 위약금을 지

급하는 경우 해당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대출자가 사망할 때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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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10> OCBC의 역모기지 상품 요약 

출시일
2006년(싱가포르 은행으로서는 최초, 금융기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민

간 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RM 제공)

RM 형태

1) 기간제 상품: 더 높은 금리 적용으로 높은 월지급액(5%, 변동금리),
25년 동안 혹은 90세까지 중 더 먼저 해당되는 조건을 적용

2) 연금 연계 상품: 낮은 금리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월지급액  

(4.48%, 변동금리) 생애 전체 기간 동안 제공

자격요건

65세 이상의 싱가포르 국민 혹은 영주권자

민간 부동산 소유 혹은 공동 소유

RM 마감 시점에서 남은 리스 기간 45년 이상

취소
OCBC RM의 경우 첫 5년 동안 취소 가능

그동안의 총지급액 반환＋500 싱가포르 달러(조기 종료 위약금)

운용 현황 수요 부족으로 운용 중단

자료: 필자 작성.

대출금과 발생이자를 납입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OCBC는 해당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현재 OCBC 역시 수요 

부족을 이유로 역모기지 상품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이다.  

2. 상업적 RAM의 실패 원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NTUC INCOME과 OCBC는 수요 부족으로 인

해 역모기지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이다. 고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한 가운데 이들의 자산 대부분이 주택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싱가포르의 역모기지 시장의 잠재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면 NTUC INCOME과 OCBC의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 민간 공급기관의 

실패요인은 다양하며, 그중 일부는 LBS의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 이

어지기도 한다. 

NTUC INCOME과 OCBC에서 발행한 역모기지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실

패요인으로 정부의 보증 부재를 들 수 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역모기지 

상품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HECMs)의 형태이다(Munnell and Sass[2014]). 상업적 역모기지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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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이 필수적인 요소이

다. 일례로 미국의 3대 주요 모기지 상품 중 하나인11 HECM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의 보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안전한 상품으로 인식

되었고 전체 역모기지 대출자의 95%가 이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Ma and 

Deng[2013]).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NTUC INCOME과 OCBC는 싱가포르 

정부의 보증을 받을 수 없어 대출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및 금리 리스크를 고스란히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정부 보증이 없으면 상업적 역모기지 상품은 매력도가 떨어지게 된다. 

정부 보증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기관 측에서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혹은 상품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 해당 역모기

지의 지급액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Chia and Tsui[2005]). 주택자산의 가

치가 급락하는 경우 역모기지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리스 기간이 끝나

기도 전에 주택자산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역

모기지 대출자들은 노년에 집을 잃고 무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 대출자

가 잔여 리스 기간보다 오랫동안 생존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게다가 주택을 가장 중요한 부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적인 요

인 역시 싱가포르 역모기지 시장의 부진 및 MTUC INCOME과 OCBC의 

실패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3. 싱가포르의 리스 바이백 제도(LBS)

리스 바이백 제도(LBS)는 싱가포르 국가개발부(Minister for National 

Development)의 마보탄 장관이 2009년 2월 6일 의회에서 발표한 제도로

서 이후 2009년 3월 1일 주택개발위원회(Housing & Development Board: 

HDB)에서 공식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다. LBS는 방 3개 이하의 

HDB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전체 

HDB 거주 노령인구의 35%가 이에 해당한다. LBS 시스템에 따라 HDB 

11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HECM, Fannie Mae의 
Home Keeper Mortgage 및 Financial Freedom의 Cash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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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주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99년 리스 기간 중 일부를 다시 정

부에 되팔고 남은 30년의 리스 기간 동안만 거주하게 된다. 2012년 2월 

17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LBS 제도 개

선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고령층이 본인 소유의 방 3개 이하 아파트의 

후반 리스 권리를 HDB 측에 매도하는 경우 LBS 보너스 20,000 싱가포

르 달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순익을 본인의 CPF 퇴직계

좌의 급여 인상조건에 따라 은퇴 급여의 저축액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구 중 LBS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파트 소유주가 CPF 인출 연령(현재 63

세)이거나 그 이상; 2)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소유주가 싱가포르 국민이어

야 함; 3) 가계 월소득 합계가 3,000 싱가포르 달러 이하; 4) 대상 부동산

은 방 3개 이하의 HDB 아파트; 5) 기타 민간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있거

나 현재 소유 중이어서는 안 됨; 6) 모든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에 최소한 

5년 동안 거주, 7) 개별 가구당 HDB에 매도할 수 있는 리스 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이어야 함; 8) 대상 아파트에 대해 5,000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

하는 대출금 잔액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됨; 9) 모든 아파트 소유주들이 해

당 아파트의 후반 리스 기간 매도를 통해 양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리스 기간을 HDB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으로 각자의 

퇴직계좌(RA)의 저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LBS 제도하에서, HDB는 HDB 아파트의 후반 리스 기간을 매수하고 

소유주는 매도로 발생하는 수익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제도에 따라 각 가구는 정해진 한도하에서 발생 수익을 자신들의 

CPF 퇴직계좌(RA)의 저축액을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세부 요건은 

부표 5-11 참조). 퇴직계좌의 저축액 인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수익 및 일부 LBS 현금 보너스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임대인은 저축액을 

추가적으로 인상한 후에 퇴직계좌에 최소 40,000 싱가포르 달러(65세 이

하인 경우) 혹은 60,000(65세에서 79세 사이) 싱가포르 달러를 보유한 경

우 총저축액으로 중앙적립기금 종신연금(CPF LIFE)에 가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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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11> LBS 퇴직계좌의 추가 저축액 요건 

임차인 나이 RA 저축액의 추가 저축액 

≤70 표준 CPF 최소유지금*(현재 155,000 싱가포르 달러)

71~79 표준 최소유지금: 10,000 싱가포르 달러(현재 145,000 싱가포르 달러)

≥80 표준 최소유지금: 20,000 싱가포르 달러(현재 135,000 싱가포르 달러)

주: * 표준 CPF 최소유지금은 매 7월마다 갱신 책정.
자료: 싱가포르 정부 주택개발위원회.

가능하다. 그러나 대상자가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CPF LIFE 가입이 불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최소유지금제도를 통해 월지급액을 받게 된다.

LBS는 고령층의 HDB 주택소유주들이 평화롭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서 LBS에 가입된 주택은 30년

의 리스 기간 동안 매매하거나 전체를 전대차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LBS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가입자가 해당 30년의 

임대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동일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 또

는 자녀가 30년의 임대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거나 아파트를 

HDB 측에 반환할 수 있다. 임대기간이 조기에 만료되는 경우 HDB에서 

정액법에 의거하여 해당 리스의 잔여 가치만큼 수익자에게 변제하게 된

다. 가구 세대주가 해당 임대기간보다 오래 생존하는 가운데 아파트 소

유주 측이 임대 연장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적절한 주거계약이 발생한다. 

정부에서는 “가입자가 LBS 아파트의 임대기간인 30년보다 장수하여도 

무주택자로 전락하는 일은 없다.”라고 언급하였다.

LBS가 고령층의 HDB 가구주의 약 35%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현재 가입된 총 가구 수는 800가구에 미치

지 못한다.12 2013년 1월까지 471가구만 참가하였다.13 나머지 312가구는 

한 건 이상의 주거지원금을 받았거나 민간주택 소유 경력이 있는 소유주

도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 이후(2013년 2월)에 

가입하였다.14

12 The Straits Times, “Emotional Barriers to Retirement Adequacy,” 2014. 9. 1.
13 The Straits Times, “5 Things about HDB’s Lease Buyback Scheme,” 201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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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일, ‘싱가포르 주거 대토론회’에서 수립된 피드백을 반영

하여 LBS 체계를 개선하였다. 당시 토론회에는 국토개발부의 주도하에 

고령자와 그 자녀, 고령층을 위한 자산 현금화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

다.15 2014년 싱가포르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현

재의 HDB 리스 바이백 제도(LBS)를 개선하여 ELBS로 재정비할 것이라

고 발표하였다. 이후 2014년 9월 3일 국토개발부 및 HDB에서 LBS에 대

한 네 가지 세부 개선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HDB 아파트 소유주가 LBS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유연한 시스템으로 재정비되었다.

4. 싱가포르의 경험에 대한 평가  

LBS/ELBS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

가 고안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령층이 익숙한 환경 속에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더 나아가 남은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월수입을 제공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

미 소형아파트에 거주하여 주택규모의 축소 또는 전대를 통한 자산 현금

화의 이점을 누리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LBS/ELBS 출시 당시, 정부는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할 목적이 없기 때

문에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당액의 현금 보너스까지 지급하였다. 따라서 

LBS/ELBS는 상업용 역모기지와 비교할 때 대출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

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다. Chia and Tsui(2009)의 예측 결과에 따

르면, 주택가치의 유동화 옵션들(예: 역모기지, 전대, 다운사이징, LBS 

등) 중 LBS가 대출자들에게 가장 높은 지급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더군다나 LBS/ELBS는 노인들이 잔여 임대기간을 넘어 장수하는 

경우, 무주택자로의 전환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싱가포르 정부가 

14 상게 논문.
15 HDB, http://www.hdb.gov.sg, 접속일자: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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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LBS 아파트의 임대기간인 30년보다 장수하여도 무주택자로 

전락하는 일은 없다.”라고 보증하였다. 2015년 4월 1일부터 실시된 ELBS

의 경우 고령층 가구주에게 보다 유연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더 많은 고

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지난 50년 동안 싱가포르 정부의 다양한 주택소유정책을 

통해 싱가포르의 주택보유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

하였다. 싱가포르 가계가 보유한 대부분의 부는 주택 형태이다. 고령층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택자산 가치를 유동화하여 퇴직자들

에게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역모기지나 

LBS/ELBS는 고령층 가구주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그대로 살면

서 본인들의 주택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역모기지는 약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민간 공급기

관의 상품 또는 HDB LBS 등 어떠한 상품도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 

LBS가 역모기지와 비교하여 훨씬 매력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은 부표 5-12 참조), 실제 가입 현황은 매우 저조하다. NTUC 

INCOME과 OCBC는 이미 수요 부족을 이유로 역모기지 서비스를 중단

한 상태이며, LBS의 경우에도 현재 전체 가입자 수가 8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NTUC INCOME과 OCBC의 역모기지 서비스가 실패로 끝난 것

이나 LBS의 저조한 가입률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의 부재, 경제 및 심리

적 고려사항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비록 LBS가 전폭적인 정부 지원과 더불어 잠재고객 규모 역시 훨씬 

대규모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산은 풍부하나 현금은 부족한” 고

령층 고객들이 본인들의 주택자산을 현금화하는 데 있어 LBS 역시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일 뿐이다. 현재 자격조건에 맞게 방 3개 혹은 2개짜리 

HDB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총 4만 2,000가구) 중 실제 LBS 가입 실적은 

800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16 많은 사람들이 자산 유동화를 위한 다양

한 선택을 하고 있다. 55세 이상의 HDB 아파트 소유주 10명 중 1명이  

16 The Straits Times, “Emotional Barriers to Retirement Adequacy,” 201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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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12> 역모기지 vs. (E)LBS

NTUC INCOME OCBC (E)LBS

대상 

아파트

민간 부동산(1997년부터)
HDB 아파트(2006년부터)

민간 부동산

(2006년부터)

방 4(3)개 혹은 보다 

소형 HDB
아파트(2009년부터)

나이 60세 이상 65세 이상
CPF 인출 연령(현재 63
세) 혹은 그 이상

정부 보증 보증 없음 보증 없음 보증 제공

보너스 보너스 없음 보너스 없음

방 3개 이하의 소형 

아파트 소유주 대상 

20,000 싱가포르 달러 

보너스 지급(방 4개 

아파트 소유주의 경우 

10,000 싱가포르 달러)

유동성 NA
초기 5년 동안 취소 

가능 
가입 시 취소 불가능

반응 및 

현재 상황

1997년부터: 약 350명 가입*
현재: 중단, 민간 부동산 

38건 및 HDB
아파트 10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비스 제공 중 

수요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

2009년 3월 1일 출시 

이후 방 3개 혹은 2개의 

HDB 아파트 소유주 총 

42,000명 중 약 800명 

정도 참여   

주: * Chia and Tsui(2009) 참조.
자료: 필자 작성.

소유 아파트의 방 하나 또는 아파트 전체를 전대하고 있다. 지난 3년 동

안 고령층 가구주 5,600명이 스튜디오형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그중 일

부는 보유하던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옮긴 경우에 해당한다. 

LBS의 경우 한번 가입하면 취소할 수 없고 은퇴 수입의 수령방식에 대

한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17 노인들이 이보다 더 유연한 방안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BS와 더불어 민간공급업체의 역모기지 상품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심리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싱가포르

17 수익은 가장 먼저 개개인의 CPF 퇴직계좌의 저축액을 추가 납입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계좌에서 요구하는 최고 저축액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서 초과금액을 현금으로 수

령할 수 있다. 또한 LBS에서는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를 재매도할 수 없도

록 하는 등 소유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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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주택을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여긴다. 이들은 

아파트의 잔여 임대기간을 매도하거나 사망한 뒤에 아파트 자체를 HDB

에 매도한다는 사실을 심리적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실제 대부분

의 고령자들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자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

다. LBS에 참여하여도 유산 일부를 상속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아파

트 전체를 상속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고령자들은 남은 임대기간보다 더 오래 살게 되는 경우를 우려하기도 한

다. “가입자가 LBS 아파트의 임대기간인 30년보다 장수하여도 무주택자

로 전락하는 일은 없다.”라는 정부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잔여 임대기간

이 지나면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이주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LBS의 설

계 의도 중 하나가 본인들의 집에서 늙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고려

한다면 누구도 일생을 살아 왔던 집을 떠나 이주하기를 원치는 않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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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인 호 (KDI)

조    만 (KDI⋅KDI국제정책대학원)

 

제1절  결 론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현상과 관련해서, 

특히 노동연령인구비율의 감소(또는 역부양비의 증가)는 향후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가장 큰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하락 압력은 주

로 노동인구비율의 감소에 기인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을 살펴보면, 총인구에서 노동

연령인구의 비율이 감소하면 이에 따라 총생산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소득채널을 통하여 소득 감소에 의한 주택수요 위축으로 연결되면서 주

택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4%를 상회하는 경우 노동연령인구비율의 감소에 의한 주택시장의 부

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의 영향에 의한 주택시장 추이는 일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인구비율이 감소하는 시기인 1990년도에 일본의 주택시장은 추세적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일본의 주택 총수요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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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감소시기와 결부된다. 한⋅중⋅일의 경제성장 과정과 경제구조 

그리고 고령화 진행속도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

치는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3

개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총인구가 감소할 때 총주택수요도 감

소한다는 점이다. 

한편, 주택수요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출산율의 하락과 자녀 수의 감

소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들 인구구조의 구조적 변화는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자산 축적이 고령층에 집중되었

을 경우 주택가격의 하락은 노후 소비의 감소와 후생수준의 하락을 크게 

유발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60대에 진입하는 시점에 주

거소비 수준의 단절적 감소가 발생함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은 주택공급의 원활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

서 보다 시급하게 정책적으로 대처해야 될 사안으로 1) 청년층 결혼 장

려를 위한 주거비 절감방안; 2) 이민정책을 통한 노동연령인구 확보, 3)

고령층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4) 고령층 주택자산의 활용방안; 

5) 부동산산업의 효율성 제고로 구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위한 주거비용 절감방안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1)에 따르면, 결혼비용은 평균 총 2억 800만원

이고, 이 중 신혼집 마련비용이 1억 4,000만원으로 68%를 차지한다. 따

라서 결혼과 관련된 문화적인 부문의 제도개선도 필요하겠으나, 신혼부

부를 포함한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큰 수준으로 낮춰줄 수 있는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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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대시장 점유

구조 변화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주거비 부담

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을 장

려하고 주거비용을 낮추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정책의 시도가 장기

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이후 영국정부가 공공임대주택재고의 사유화를 추

진하면서 시행한 지분공유모기지(Equity Sharing Mortgage: ESM)의 도입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SM은 우리나라의 수익(손익)공유모기지가 주택

가격의 증감을 공유하는 것과 달리, 청년층⋅저소득층 거주자와 제3의 

기관(영국의 경우 Housing Associations)이 주택지분을 공유하는(25:75, 

50:50, 또는 75:25) 상품이다. 거주자는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

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분공유자에게 

지불하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본 상품은 소유⋅임대의 중간적 주택점

유를 가능하게 해주고,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에 대하여(영국의 경

우 무주택자, 연소득 6,000파운드 이하 등의 기준 적용) 주거비용을 큰 

폭으로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다.1 우리나라에서도 ESM을 청년층의 주

거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임대시장의 구조 변화와 주거비용의 상승 등에 적

극 대응하기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새로이 도입하

였다. 

KDI는 이러한 새로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

다. 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KDI 서베이2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7.6%가 8년 장기임대 및 임대료 인상 제한 등으로 뉴스테이에 대한 높

은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기존 임차가구 중심으로 절반 이상(전세 

52.4%, 보증부월세 60.8%, 순수월세 53.8%)이 입주 의향을 밝혀 뉴스테

이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호하는 

 1 영국의 ESM에 대한 논의는 Tiwari(2013)를 참조하라.
 2 KDI는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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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생각

<표 6-1> 뉴스테이 임대료 현황 예시

구  분
동탄

(80㎡)
인천 도화

(83㎡)
서울 신당

(51㎡)
경기 수원

(84㎡)

보증금 1억원 5천만원 4천만원 9천8백만원

월 임차료 46만원 43만원 75만원 58만원

입지로는 대중교통과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순으로 점유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2015년에 뉴스테이 6천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완료되었고 

뉴스테이의 임대조건 또한 일반적인 전세보증금에서 크게 낮춰지면서 월 

부담 임대료도 중산층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에 입주 의향이 있는 일반 국

민(N=362)의 69.9%가 ‘준전세(반전세)’ 점유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

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일반 국민의 49.2%(‘매우 기여할 것이다’ 12.8%＋ 

‘약간 기여할 것이다’ 36.4%)는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주거안정 강화

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월세의 주거서비스 현실은 주로 주택유형이 다가구

주택, 빌라, 원룸으로 제공되어 특화되어 있고 전세의 주거서비스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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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뉴스테이 입주 희망 점유 형태와 주거안정에 대한 서베이

입주 시 희망 점유 형태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거안정 강화에 대한 기여도

아파트로 제공되면서 특화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 임대시장에 대하여 기

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갖춘 아파트를 제공하는 보증

부월세라는 점에서 그리고 중산층의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비가 지출된다

는 점에서 임대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이라고 사료된다. 

다만, 신규주택을 중심으로 뉴스테이가 제공되고 있는 정책은 기존 주

택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임대시장의 전체 900.7만호 중에서 81.0%(2014년 기준)가 비등록⋅비제

도권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보다 우리나라에 맞는 뉴스테

이형 시장과 같은 임대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민간임대주택 소유자가 장기임대 및 임대료 상한 규제 적용에 참여

할 경우 등록임대를 전제로 상속 또는 증여세 감면을 제공하는 방안도 

일시적으로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임대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대소득세의 세원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2. 외국인 유입 촉진정책 

외국의 우수인력을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시켜 고령화에 대처하자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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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응책이다. 그러나 양적⋅질적인 측면

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가

적인 분석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우리나

라의 역노동연령인구비율(총인구/노동연령인구)은 2015년 현재 1.37에서 

2025년에는 1.4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본고에서 분석하였다. 단순한 계산으로, 

역노동인구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약 60만명 수준의 노동연령인구 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2015년의 인구를 가정). 이와 같은 대규모 해외인력 유치가 과연 현실적

인지, 그리고 고령화⋅저성장 기조에 대처하기 위한 해외이민 활용에 대

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은 지난 10년간 총 140%의 높

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2004년 75만명에서 2014년 171만명), 상당 부

분이 외국인 배우자이거나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는 실정이다.3 이민정책

을 통한 노동인구 확대는 고령화 시대에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선진국에서 고급인력 유치를 추구하

는 상황에서 이의 대량유입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3. 고령층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고령층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제반 제도개선이 보다 

현실적인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은 주로 청년 일자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

나, 이에 병행하여 고령층 노동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의 개발이 필

 3 이규용(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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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으로(중국 등에 비해서), 이는 건강이 허용하는 한 우

리나라의 고령층은 양질의 노동력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

국의 경우 62~74세 남성 가운데 전문직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65%가 취업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같은 연령대의 고졸학위 소지자는 

이의 절반 수준인 3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4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연령⋅학력 등으로 세분화된 고령층 대상의 고용정책을 청년고용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여성 고용률은 

53% 수준으로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OECD 평균 57.4%),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5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고, 

개선책으로써 시간선택근로제, 육아휴직(남녀 모두)의 활성화, 직장 어린

이집의 확대 등과 같은 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

한 직종⋅직급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에서 실행해야 할 것이다.   

4. 고령층에 집중된 주택자산의 유동화 방안

우리나라 60대와 70대의 고령층 자산 분포에 따르면, 주택자산가격(평

균값)은 각각 1억 5,955만원과 1억 414만원이고, 금융자산(중위값)은 각

각 3,432만원과 650만원이다.6 한편, 송인호(2015)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

르면, 금융자산이 증가할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 가구주의 

총소비 지출 대비 주거비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에게서 금융자산의 증가가 주거비를 

 4 The Economist(2014).
 5 임희정⋅김태홍⋅강민정(2014).
 6 70대의 경우 금융자산의 지니계수가 0.74로 상위 20%가 전체 금융자산의 79.12%를 차

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0.21%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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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금융자산 변화가 소비 대비 주거비 비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고정효과) ln(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비중)

연령(비교대상: 60대 이상 가구주)

연령 더미

30대 이하 -0.08**

40대 -0.09***

50대 -0.05**

아파트⋅비아파트(비교대상: 비아파트)

아파트 더미 아파트 0.06****

자가⋅차가(비교대상: 차가)

자⋅차가 더미 자가 -0.34**

통제변수

ln(주거용 자산) 0.02*

ln(금융자산) -0.01***

ln(주거용외 자산) 0

ln(경상소득) -0.08***

가구원 수 -0.04***

상수항 -1.07***

관측 수 26,968

R Squared 0.72

 

주: *는 90% 신뢰수준, **는 95% 신뢰수준, ***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가계복지조사｣, 2012~2014; 송인호(2015), p.414, <표 9-10>에서 재인용.

제외한 소비여력을 확대하는 데에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60대 이상의 가구주에게 노후생활 전체에 걸쳐서 생활

비 지출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택연

금 3종 세트7는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주택연금이 장

기간 은행대출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7 ① (60대~) 주담대→주택연금 전환 시 연금을 일시인출하여 대출 상환 및 연금 수령
   ※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해 주는 상품.
② (30~50대) 보금자리론 차주가 향후 주택연금 가입 약속 시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서 60세 이후 주택연금으로의 전환을 약정하면 대출금리 

를 0.05~0.1%p 낮춰줌.
③ (저소득층) 일정 소득⋅자산 이하 고령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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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주택연금상품이 인기

가 없는 것은 주택연금상품을 다루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중장기적인 주

택가격의 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이 고령화의 대응전략으로서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의 리스크 관리와 활성화 방안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5. 부동산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산업(건설업 및 부동산서비스업)의 생

산성을 높임으로써 총요소생산성의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향후 20년간 노동연령

인구비율의 감소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하락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

나, 이의 실현은 잠재성장률에 따라 그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총

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잠재성장률의 주요 결정요인인 만큼 부동산부문으

로부터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국가대차대조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토지⋅주거용 건물⋅비주거용 건물의 가치는 전체 고정자산

의 74%에 달하여(미국의 경우 약 34%) 이의 규모가 여타 선진국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매우 큰 수준인 반면, 이의 개발⋅운영 및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부동산산업은 대체로 매우 영세하고, 노동생산성도 농

림⋅어업 등의 1차산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개발⋅중개⋅자문⋅관리 등의 하위 업권별로 다양한 칸막이 규제가 존재

하여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어 관련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한 경

쟁력 강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

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산업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과제의 설정 및 추진이 필요하고, 이는 고령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

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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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Korea’s population is expected to be aging at an unprecedented rate, 
according to various demographic data. Furthermore, Korea is in the lowest 
rungs in birth rate and residual life expectancy—determinants to population 
aging—implying the trend will persist. During the past ten years, many have 
studied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Korea’s economic system from 
various angles. This study adopts a few new perspectives on the impact and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estimates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aggregate housing demand by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Age-Period-Cohort (APC) model embedded with the cohorts of birth years. 
Also, in order to examine the impact from a general equilibrium viewpoint, the 
study uses the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OGM) and analyzes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the overall macroeconomic situation via the housing 
market. Using micro-data on households in Korea, Japan and China, the study 
also compares the population aging trend and related consumption patterns. 

The findings imply that in the short-term, Korea’s housing market is not 
highly likely to be impacted by population aging, a low birth rate and retiring 
baby boomers. However, starting in 2030, when the nation’s population starts to 
shrink, the impact will most likely come true. Thus, this study stresses the 
urgency of developing comprehensive policy measures that could properly 
respond to population aging in the long-term. Policy recommendations discussed 
in this study include enhancing housing welfare and income security particularly 
for poor elderly people, liquidation of homes and other real estate and housing 
supply that could sustain long-term stability in the housing market.

Population Aging and the Housing Market 

Edited by Man Cho and Inho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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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편

반양장ㅣ크라운판ㅣ201쪽ㅣ정가 8,100원

본 연구에서는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프로젝트 학습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학습을 통

한 교육현장의 개선을 목표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논의하고 프로젝트 학습 학

교를 확산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의 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학습 

교사연수와 컨설팅을 직접 기획⋅수행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데이터 체제

를 구축하여 심층적인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인의 역량: 실증분석과 미래전략
이주호⋅최슬기 편

반양장ㅣ크라운판ㅣ382쪽ㅣ정가 11,400원

우리나라 인적자본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총 24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16~65세 인구의 수리력, 언어능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을 조사한 PIAAC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인력, 군인력, 해외인력 등에 대한 주요 분야별 인력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연구를 수행

한바, 기존 연구보다 폭넓은 연령대의 역량 분석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상), (하)
최경수 편

반양장ㅣ크라운판ㅣ상권 609쪽, 하권 383쪽ㅣ상권 정가 16,000원, 하권 정가 10,700원

한국경제와 중국경제는 경제의 성장과 관계 심화, 그리고 지리적 근접성으로 긴밀한 상호 의존 

및 보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중국경제 불안과 과잉투자, 성장둔화

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신창타이’, ‘중국제조 2025’ 등 구조변화 

노력이 한국경제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경제의 성장기반이 수출에서 내수로 

이행하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 등을 모색한다.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우람⋅박윤수

반양장ㅣ크라운판ㅣ99쪽ㅣ정가 2,000원

본 연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활동 및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종사자 수 20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자료

의 수준별⋅연도별 종단데이터를 이용하여, 2004~08년 기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기존의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주 40시간 근무제’가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활동 및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조변화를 고려한 세수추계 개선방안 모색
이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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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조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예측모형의 예측성과가 개선됨을 표본 외 예측성과 비교를 

통해 보임으로써 구조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방식의 세수추계 모형의 구성 및 활용이 중

요함을 보였다. 나아가 국내외 환경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 세수추계 모형의 기술적 검

토와 함께 예산과정상 세수추계의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세수추계 오류를 방지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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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양장ㅣ크라운판ㅣ75쪽ㅣ정가 2,000원

본 연구는 50년 이상의 초장기 전망에 있어 생산함수 접근법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이

론에 입각한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우리 경제의 장기 경제성장 경로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과거 거시경제의 주요 실물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향후 20년 정도의 결

과는 생산함수 접근법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초장기 경제성장 전망에 있어 생산함수 접

근법을 보완하기 위한 벤치마크 모형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개방과 경제발전
정성훈 편

반양장ㅣ크라운판ㅣ273쪽ㅣ정가 14,900원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대외개방정책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지만, 이에 대

한 엄밀한 분석은 미흡하다. 이에 본고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개방화정책이 어

떤 경로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는지를 현대 경제이론과 실증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평

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방(openness)’이란 상품의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서비스, 자본, 

금융 등 모든 시장의 국제화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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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우

반양장ㅣ크라운판ㅣ91쪽ㅣ정가 2,000원

본 보고서는 다른 주요국과의 법인세율 및 배당소득세율 등 기업조세정책과 기업성과를 비교하

고,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이론모형을 통해 법인세율 및 배당소득세율의 변화가 기

업의 투자 및 배당 정책과 가계 및 정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태적⋅동태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기업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투자 및 배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리나라 영유아발달의 결정요인과 정책적 함의
김인경

반양장ㅣ크라운판ㅣ95쪽ㅣ정가 2,000원

본 보고서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부모의 양육행동(온정성, 통

제성)과 양육스트레스, 가정환경, 모(母)의 우울감, 아버지 양육참여와 아동의 인지적⋅사회정

서적 발달 간 관련성을 추정하였다. 아울러 미취학 아동을 둔 우리나라의 상당수 여성이 자녀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취업을 포기했음을 감안해, 여성의 이른 경제활동 재개와 아동의 

인지적⋅사회정서적 발달의 관련성도 함께 분석하였다.

채권자 손실부담형 은행정리체제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황순주

반양장ㅣ크라운판ㅣ187쪽ㅣ정가 6,600원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실은행 정리에 주로 이용되던 기존의 베일아웃 체제를 반성하고 베일인

(bail-in) 체제를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투자자들의 기대, 채권자에 대한 정부

의 정치적 비용, 베일인 조치에 따른 시장혼란비용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베일인의 실행 가

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예금자우선변제제도, 정리의향서제도, 코코본드의 발

동 형태 등 다양한 정책수단과 실행 가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공적연금 재정추계모형 개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을 중심으로
이태석⋅최용옥⋅김도형

반양장ㅣ크라운판ㅣ218쪽ㅣ정가 7,400원

본 보고서에서는 공적연금 통합재정추계모형 구축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무원

연금제도의 재정추계모형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연구협력을 통

해 독자적인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재

정효과를 검토하고, 연금재정추계모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과 시나리오 분

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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