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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a dynamic nature of housing tenure decisions with a special
emphasis placed on state dependence of owner-occupation. Using the KLIPS panel data from
2004 to 2015 and selecting a sample of households whose heads are under age 55 in 2004,
a 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 is estimated to control for the effect of unobserved
individual heterogeneity on housing tenure decisions.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rue state dependence is present in the households’ housing
tenure decisions. Those who were homeowners in the previous year are more likely to be
homeowners in the current year. The marginal effect of state dependence of
owner-occupation is estimated to be 0.517 and the magnitude of state dependence is higher
for the older age groups. Within each age group, the magnitude of state dependence is found
to be higher for the younger age group under age 35. The primary reason for this result
is that younger renters’ propensity to become homeowners is less than those of the older
renters.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state dependence of owner-occupation,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choosing owner-occupation disappear except age, indicating
that state dependence variable captures most of the effects of taste shifters such as
demographic variables. However, permanent income, net wealth, and relative housing cost
remain to be significant factors to affect housing tenur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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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주택점유형태는 주택소비량과 더불어 가구 주택소비의 핵심적 요인 중 하나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가구는 가구특성과 경제적 조건에 따라 가장 높은 효용을 제공하는 주택점유형태
를 선택하며, 보유자산, 소득, 주택점유형태별 주거비용 등이 주택점유형태를 결정하는 핵
심 변수로 알려져 있다(Goodman and Kawai, 1982; Gillingham and Hageman,
1983; Goodman, 1988; 박천규 외, 2009). 그동안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들은 대부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시점에서의 주택점유형태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해 왔다. 그러나 횡단면 자료는 특정 시점에서의 인구학적ㆍ경제적 특성
에 대한 가구간의 차이를 통해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가구의
주택점유형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떠한 요인에 의해 유지되고 또는 변화되는가를 분석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와 사
회ㆍ경제적 영향 요인들을 시간에 따라 추적하는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가구별 특성의 차이뿐 아니라 개별 가구의 특성의 변화와 자료를 통해 관찰
되지 않는 개별 가구의 이질적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을 보
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동태적인 관점
에서 주택점유형태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주거이동과 주택점유형태의 변화에 초점
을 두어 왔다. 이 연구들은 주로 고연령 가구의 거주주택자산 처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가에서 임차로의 주택점유형태 변화 결정요인을 분석하거나(정의철, 2013; 정의철ㆍ이경
애, 2013; 이경애ㆍ정의철, 2014, 2016), 또는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임차에서 자가로의
주택점유형태 변화 결정요인을 분석해 왔다(이소영ㆍ정의철, 2017a).
이러한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가구가 과거(    시점)에 선택한 주택점유형태와 현재
시점(  시점)에서 선택한 주택점유형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동태적인 관점
에서 볼 때 가구는 매시점마다 이미 선택된 주택점유형태와 가구가 직면하는 사회ㆍ경제적
조건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거이동과 주택점유형태, 주택소비량에 대한 의사결
정을 한다. 가구는 주거이동을 하지 않고 과거에 선택한 주택점유형태를 유지하면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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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비할 수 있으며, 주거이동을 통해 과거와 동일한 주택점유형태로 새로운 주택소비량
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주택점유형태로 전환하여 새로운 주택소비량을 선택할 수
있다. 가구는 각 대안별로 극대화된 효용수준에 따라 가장 높은 효용수준을 제공하는 대안
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과거에 선택한 주택점유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된
다는 점에서 이미 선택된 주택점유형태는 새로운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자가 거주 가구가 지속적으로 자가 거주를 유지하거나 주거이동 시 다시 자가 거주
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할 수 있다. 첫째, 가구가
자가 거주를 선택함으로써 묵시적 편익을 얻을 수 있거나 주택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자산
을 축적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가 거주를 선택하게 된다.1)
둘째,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면 주거이동 시 임차 거주에 비해 매우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
되므로 향후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대한 제약조건이 변화된다. 자가 거주 가구는 거래비용
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편익이 존재하지 않은 한 주거이동을 꺼려하여 일단 주택을 소유하
여 거주하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Heckman
(1981)의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 개념과 연관된다. 그는 어떤 개인이 특정한 사
건 또는 상태를 경험함에 따라 개인의 선호나 가격 또는 미래 선택에 대한 제약조건이 변하
게 되는데, 이 경우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
하고 있다(true state dependence).
그러나 그는 상태의존성이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인 자가 거주를 예를 들면 과거에 자가 거주를 선택한 것이 현재 자가 거주를 선택하는
데 본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자료를 통해 관찰될 수 없는 가구 특성들(unobserved
individual heterogeneity)이 존재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시간에 따라 상관되어 있다면,
추정과정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았을 때 마치 과거의 자가 거주 선택이
현재의 자가 거주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spurious state
dependence).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인(true) 상태의존성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관
찰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증분석기법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는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대한 동태적 결정과정에서 과거에 선택한 주택점
1) 자가 거주의 묵시적 편익은 주거안정, 프라이버시와 자존감의 증대와 같은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자가 거주 가구 자녀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성과, 거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감소 등과 같
은 간접적인 편익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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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태가 명시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동태적 관점에서 주택점유형태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주거이동과
주거이동 후의 주택점유형태 결정 등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더하여 주택점유형태의 동태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주택점유형태를 설명변수
로 설정하여 주택점유형태간의 시간적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
다.2)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가 거주와 관련된 상태의존성의 성격과 영향력을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가 거주의 특성상 자가 거주의 상태의존성
은 실질적(true)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영향력은 실증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
보아야 한다. 둘째, 상태의존성의 효과가 크다는 것은 한편으로 과거에 임차를 선택한 가구
가 현재에 자가 거주를 선택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므로 주택점유형태 측면에서 주거의 상
향이동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태의존성의 효과는 자가 거주에 대한 선호와 제약조
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 집단
(예를 들면 청년층)에 대한 자가 거주 상태의존성의 영향력을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자가 거주 상태의존성의 성격은 주택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등과 같은 수단
들을 이용하여 자가 거주를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다 많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한편으로 자가 거주가 제
공하는 사회적 편익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자가 거주의 상태의존성이 가성
적(spurious)이 아니라 실질적(true)일 때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점유형태의 동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을 자가 거주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
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와 관련 변수들을 측정하고, 종속변
수의 과거 값이 현재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동태모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초기조
건문제(initial conditions problem)와 개별 가구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
2) 주택점유형태의 상태의존성은 Ioannides and Kan(1996)과 Kan(2000)에 의해 분석된 바 있으나
실증 분석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 자세한 내용은 선행연구 검
토 부분을 참조할 것.
3) 자가 거주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etz and Haurin(200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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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동태적 측면에서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
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을 설명하고 추
정을 위한 자료 및 관련 변수 측정방법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추정 결과를 해석하고 제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며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동태적 측면에서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
져 왔다. 첫째는 주택점유형태의 전환에 관한 연구들로 주택점유형태의 변화가 어떠한 요
인에 의해 발생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주택점유형태의 변화시점
(timing)을 종속변수로 선택하여 위험률(hazard rate)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
였다. 예를 들면 Di Salvo and Ermisch(1997)는 영국 청년층의 생애 최초 주택점유형태
(자가 또는 사회주택) 결정기간을 분석하였으며, Andrew et al.(2006)은 미국과 영국 청년
층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기간 결정요인을 비례적 위험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Boehm and Schlottmann(2004)은 연속적 위험률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청년 임차
가구의 자가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최초 주택구입 이후 주택점유형태 변화 요인을
추정하였으며, Boehm and Schlottmann(2014)은 분석대상을 청년가구뿐 아니라 중장년
층 가구로 확대하여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미국 및 독일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변화 결정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Painter and Lee(2009)는 미국의 고연령 가구를 대상으로
비례적 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자가에서 임차로의 주택점유형태 변화 결정요인을 추정하였
으며, Tatsiramos(2006)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등 유럽의 13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고연령 가구의 주거이동과 주택점유형태 전환 결정요인을 비례적 위험모형으로
추정하였다.
국내에서도 위험률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점유형태 전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존
재하는데 정의철(2013)은 한국노동패널 7차 년도에서 11차 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55세 이상인 고연령 자가 거주 가구의 자가에서 임차로의 주택점유형태 전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경애ㆍ정의철(2016)은 한국노동패널 6차 년도에서 15차 년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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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이용하여 고연령 자가 거주 가구의 주거이동과 주택점유형태 선택 결정 요인을 경쟁
위험모형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이소영ㆍ정의철(2017)은 한국노동패널 7차 년도에서
17차 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 임차가구의 자가 전환 위험률을 추정하였다. 이상의 연구
들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거이동을 포함하여 주택점유형태의 동태적 결정요인
을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과거 주택점유형태가 현재의 주택점유
형태에 미치는 효과를 명시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택점유형태의 상태의존성은 Ioannides and Kan(1996)과 Kan(2000)의 연구
에서 일부 분석되었는데 이 두 연구에서는 가구의 동태적 의사결정과정을 주거이동과 주거
이동 후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으로 모형화하였다. Ioannides and Kan(1996)은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패널자료 중 1973년에서 1983년까지의 자료
를 이용하여 2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이동 여부와 주거이동 후 주택점유형태(자가 또는
임차)에 대한 세 가지 선택대안을 대상으로 하는 확률효과 다중프로빗 모형(random
effects multinomial probit model)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기에 자가 거주를 선택
하였던 가구는 주거이동을 하지 않고 계속 자가로 거주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만일 주거이
동을 하였다면 다시 자가 거주를 선택할 확률이 임차를 선택할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가 거주의 상태의존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Kan(2000)은 Ioannides and
Kan(1996)의 연구를 확장하여 현재와 과거의 주택점유형태와 주거이동 및 주거이동 계획
이 동시에 결정되는 확률효과를 고려한 연립방정식 시스템(random effects simultaneous
equation system) 모형을 추정하였다. 미국의 1970년에서 1992년까지의 PSID자료에서
추출한 4,781가구에 대한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 과거에 자가 거주를 선택한
가구는 현재에도 자가 거주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자가 거주를
선택한 가구가 현재에 자가 거주를 선택할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0.46으로 추정되었다.
Ioannides and Kan(1996)과 Kan(2000)의 연구는 가구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확
률효과를 통하여 제거하고 또한 동태적 주택점유형태 선택의 핵심요인 중 하나인 주거이동
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자가 거주의 상태의존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러나 추정모형(다중프로빗모형 또는 4개의 변수에 대한 연립방정식 시스템)의 특성상 과거
의 종속변수(자가 거주)가 현재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동태모형의 추정에서 필연적으
로 발생하는 초기조건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의 주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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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태(자가 거주)가  기의 주택점유형태(자가 거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
한다면, 역시    기의 주택점유형태는    기의 주택점유형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택점유형태 선택의 동태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출발
시점(  )부터의 주택점유형태가 추정모형에 고려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초기조건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실증분석 모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III. 실증분석모형 및 자료
1. 실증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의 주택점유형태가  기의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주는 동태
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을 실증분석모형으로
활용한다.   를  시점에서 가구  의 주택점유형태에 대한 잠재변수라고 할 때 동태적 확률
효과 프로빗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       ,     ,    

(1)

여기서     은    시점의 주택점유형태를 의미하며,   는  기의 설명변수 벡터,   는
가구  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   는 오차항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갖
는다고 가정한다.
 기에   대신 관찰되는 주택점유형태는 다음과 같다. 즉,  기에 가구  가 자가 거주를

선택하였으면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if    
 if   ≦ 

(2)

한편   가 시간적으로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를 포함한 오차항         는 가구의
개별적 특성(   )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와   의 상관계수(  )는 다음
과 같다.

188 住宅硏究 제 25 권 제 4 호

 




    
, ( ≠  )

    

(3)

식 (3)에서     로 가정하면,  를 표준정규확률누적함수라 할 때  기에 가구  의 주택
점유형태(   )에 대한 확률은

                    ′       

(4)

식 (1)과 (2)를 보면   (따라서   )는   에 영향을 받는다. 만일 모든 가구의 출발시점
이 같다고 한다면   는 순수한 외생변수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패널자료는
가구의 일련의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어느 특정 시점부터 관찰되므로 자료의 출발시점에서
의   은 순수한 외생변수가 아니며 따라서 가구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   )에 의해서 영향
을 받는다. 만일 이러한 영향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추정치  는 일관적이지 않으며 과대추
정되므로 상태의존성(  )의 크기도 과장될 가능성이 높다(Heckman, 1981; Skrondal and
Rabe-Hesketh, 2014).
이러한 문제를 초기조건문제라고 하는데 Heckman(1981), Orme(2001), Wooldridge
(2005) 등에 의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4) Heckman(1981)은 초기 상태의
잠재변수(   )와 초기 상태의 잠재변수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부수적 선
형 축약식을 설정하여 식 (1)과 동시에 추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Orme(2001)은   를
  와 상관성이 없는 또 다른 특성변수의 함수로 설정하여 식 (1)에 포함시켜 추정하는 2단

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Wooldridge(2005)는 보다 단순한 형태로 초기조건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그는 초기조건문제는 관찰되지 않는 특성   와   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므로
  를   와   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의 함수로 가정하였다.
               

4) 자세한 내용은 Arulampalam and Stewart(2009)를 참조할 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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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로 1기부터  기까지의 변수들을 포함하며,   는 이에 대응
하는 추정계수 벡터이고,   는  및   에 독립적인 순수 오차항으로 평균이 0,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를 구성하는 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 클수록 추정에 이용되어야 하는 변수의 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제 추정에서는 분석기간 동안의   의 평균값이 추정에 이용되는데 Skrondal and
Rabe-Hesketh(2013)의 모의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형태의 축약모형이 오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  는 1기에서  기까지의 순수 외생변수들의 평균으로 구성된 벡터이며,   는 0기의

순수 외생변수 벡터이다. 식 (6)을 식 (1)에 대입하여 얻을 수 있는 우도함수는

   






  



   ′      
′                   

(7)

여기서     는 식 (6)의   에 대한 정규확률밀도함수이다. 식 (6)의 정의상  는 
′  ,
  , 그리고   와 상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식 (7)은 일반적인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을 이용

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5), 가구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상태의존성
(     )을 감안한 주택점유형태의 동태적 결정 요인을 추정할 수 있다.6) 또한 Wooldridge
(2005)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과   에 대한 평균적 한계효과(average partial
effect)를 계산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ooldridge(2005) 모형을 이용하
여 주택점유형태의 동태적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5) 본 연구에서는 STATA 14의 xtprobit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음.
6) 주택점유형태의 상태의존성에 대한 검정은 귀무가설      에 대한 기각, 채택 여부를 통해서 이
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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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및 변수
1) 자료 및 변수측정
분석에 이용되는 기초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로 7차 년도(2004년)
부터 18차 년도(2015년) 조사의 가구 자료이다. 분석기간은 국토교통부 2016년 일반 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가 거주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0.6년임을 고려하였다. 분석 대상
은 2004년에 가구주의 연령이 만 55세 이하인 가구이며,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2004년부
터 2015년까지의 주택점유형태를 추적하여 이 기간 동안 주택점유형태가 모두 관찰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균형패널 표본을 구성하였다. 가구주 연령이 만 55세를 초과하는 가구는
생애주기적인 측면에서 은퇴시점에 가깝거나 또는 은퇴가 이루어진 가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5세 이하인 가구와는 주택점유형태 결정 행태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표본에
서 제외하였다.7) 추정에 이용되는 모든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가구는 총 1,572가구이며,
분석의 초기년도(2004년)를 제외하면 2005년에서 2015년까지 11년 동안의 총 17,292
관찰치(household-year observations)가 생성된다.8)
종속변수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는 자가 선택시 1, 임차 선택시 0의 값을 부여하였
다. 설명변수(  )는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비용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변수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남성=1), 혼인상태(결혼 =1), 고등학생(재
수생 포함) 이하 자녀수를 포함하였다. 경제적 특성 변수로는 가구의 실질 항상소득(로그
값)과 가구 실질 순자산9)을 고려하였으며 주거비용 변수로 상대주거비용(소유비용/임차비
용)을 이용하였다.

7)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고연령 가구의 주택소비결정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가구주 연령이 50세 또는
55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 연구들은 고연령대의 가구들은 은퇴 등의 영향으로 소
득을 통해 필요한 소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주택을 포함한 보유 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소비의 확장기 또는 안정기인 다른 연령대와는 상이한 주택소비 행태를 보일 수 있음을 가정하
고 있음.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Jones(1997)를 참조하고,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정의철
(2013), 정의철ㆍ이경애(2013) 등을 참조할 것.
8) 2004년은 초기년도(  )로 2004년의 주택점유형태가 실증분석모형에서  에 해당됨.
9) 순자산은 총자산(현재 거주주택 시가 및 보증금 + 거주주택 외 부동산 시가 및 보증금 + 금융자산)
에서 총부채를 뺀 값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를 연도별,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9년
기준 실질 값으로 변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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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변수는 주택의 내구재로서의 특성과 주택보유기간 동안 안정적 대출상환의 필요성
을 감안하여 실질 항상소득을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실질 항상소득은 가구 총소득을 연도
별,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분석기간(2004~2015)의 중간 년도인 2009년 기
준의 실질 가구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종속변수로,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및 연령 제곱,
교육수준 및 교육수준 제곱, 실질 순자산, 지역 및 연도 더미 변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토빗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의 예측치를 이용하였다.10) 한편 상대주거비용(소유비용/임차비
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와 관계없이 소유비용과 임차비용이 측정되어
야 한다. 즉, 가구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비용뿐 아니라 해당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임차비용이 계산되어야 하고, 가구가 주택을 임차
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비용뿐 아니라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을 경우 지불해
야 하는 소유비용이 계산되어야 한다. 해당 주택의 대체적 주택점유형태(소유의 경우 임차,
임차의 경우 소유)에 대한 주거비용은 헤도닉기법을 이용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료와 주택
매매가격을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실질 항상소득 추정 절차와 상대주거비용 측정 절차는
부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 기초통계량
<표 1>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특정 년도(  )와 그 이전 년도(    )의 주택점유형태
에 따른 가구 분포를 보여준다. 2005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특정년도(  )에 자가 거주를
선택한 가구(11,355 가구) [(a)] 중 약 94.4%인 10,717 가구[(b)]가 전년도(    )에서도
자가 거주를 선택하였다. 이 비율은 특정 시점에 일단 자가 거주를 선택하면 그 다음 시점
에는 주거이동을 하였던, 아니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던 자가 거주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비율을 2004년도 기준 가구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35세 이하인 가구의 경우 88.8%, 36-45세 이하인 가구에서는 94.7%, 46-55세
이하인 가구의 경우 약 96.6%이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은 가구일수록 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가구 총소득이 0인 가구가 존재하므로 절단된(censored) 분포를 가정한 토빗모형을 추정에 이용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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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접년도간(    기와  기)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분포
가구주 연령
35세 이하

전체

가구주 연령
36-45세 이하

가구주 연령
46-55세 이하

자가(t) (a)

11,355

2,176

4,373

4,806

자가(t) | 자가(t-1) (b)

10,717

1,932

4,141

4,644

638

244

232

162

자가(t) | 임차(t-1)

5,937

1,971

2,249

1,717

임차(t) | 자가(t-1)

임차(t)

422

133

154

135

임차(t) | 임차(t-1)

5,515

1,838

2,095

1,582

[(b)/(a)](%)

94.38

88.79

94.69

96.63

주: 가구주 연령은 2004년 기준

<표 2>는  기의 주택점유형태별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가구의 65.7%(11,355 가구)는 자가 거주를 선택하였고, 나머지 34.3%(5,937 가구)는
임차 거주를 선택하였다. <표 1>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기에 자가 거주를 선택한 가구 중
94.4%(10,717 가구)는    기에 자가 거주를 선택한 가구였으며, 반면  기에 임차 거주를
선택한 가구(5,937 가구) 중 7.1%(422 가구)만이    기에 자가 거주를 선택한 가구였다.

<표 2>  기의 주택점유형태별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자가 거주(t기)

임차 거주(t기)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94

0.23

0.07

0.26

0.64

0.48

49.29

8.13

45.71

8.68

48.06

8.49

가구주 성별(남성 = 1)

0.92

0.28

0.84

0.37

0.89

0.31

가구주 혼인상태(결혼 = 1)

0.90

0.30

0.77

0.42

0.85

0.35

자녀수(명)

1.60

0.83

1.50

0.92

1.57

0.86

주택점유형태(t-1)(자가 = 1)
가구주 연령(세)

실질 항상소득(천만원)
실질 순자산(천만원)
상대주거비용
가구 수

4.46

1.41

3.77

1.00

4.22

1.33

24.90

34.30

8.98

15.74

19.43

30.24

0.74

1.02

1.72

3.05

1.08

2.02

11,355

5,937

17,292

전체적으로 임차 거주를 선택한 가구에 비해 자가 거주를 선택한 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높으며,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가구주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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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녀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점유형태를 결정하는 핵심 경제 변수들을
살펴보면 자가 거주를 선택한 가구의 실질 항상소득(2009년 기준)의 평균은 4,460만원으
로 임차를 선택한 가구의 실질 항상소득의 평균(3,770만원)보다 690만원 더 많으며, 실질
순자산도 자가 거주를 선택한 가구가 임차 거주를 선택한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약 1억 6천
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대주거비용(소유비용/임차비용)도 자가
거주를 선택한 가구는 평균 0.74인 반면 임차 거주를 선택한 가구는 평균 1.72로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다.

IV. 추정결과
1. 전체 표본
<표 3>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에 대한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A)는 과거의 주택점유형태(자가 거주 = 1)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이며, (B)는 과거의 주택점유형태를 고려한 동태
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이다. (C)는 과거의 주택점유형태의 효과를 2004년도
의 가구주 연령대별로 구분한 추정 결과이다.
모형 (A)는 모형 (B) 및 모형 (C)와 동일한 표본을 유지하기 위해 분석의 출발시점인
2004년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11)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에 대한 추정계수 값이 0.872로 매우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에 대한 추정계수는 식 (3)에서     를 가정하였을 때 얻게 되는 오차항의
분산 중  가 기여하는 부분으로 추정오차의 분산 중 87.2%가  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프로빗 모형을 통한 추정보다  의 영향을 고려한 확률효과 프
로빗 모형이 더욱 적절한 추정방법임을 보여준다.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결혼상태일수록, 자가 거주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예상과 같이 가구의 실질 항상소득이 높을수록, 실질 순자산이 많을수록, 그리
11) 모형 (B)와 (C)는 2004년의 자가 거주 더미가 설명변수로 이용되므로 실제 표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가구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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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대주거비용(소유비용/임차비용)이 낮을수록 자가 거주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가구의 전년도 주택점유형태(자가 거주(t-1))를 설명변수로 이용한 동태적 주택점유
형태 결정모형 추정 결과(B)를 보면 전년도의 자가 거주 더미에 대한 추정계수가 양(+)으로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어, 전년도에 자가 거주를 선택한 가구가 현재 년도
에도 자가 거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실증
분석 모형 구축과 관련된 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구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
(  )을 통제한 상태에서 얻어진 결과이므로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대한 상태의존성은 가
성적(spurious)이 아니라 실질적(true)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가구가 일단 자
거 거주를 선택하게 되면 주거이동에 따른 거래비용의 영향으로 주거이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자가 거주로 얻을 수 있는 묵시적 편익이나 주택자산 가치 상승 등의 효과로 인해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대한 선호가 변화되어 주거이동 후 다시 자가 거주를 선택한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12)
모형 (B)의 결과를 보면 모형 (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가구주 혼인상태 변수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주 혼인상태 변수가 자가 거주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라면 이 변수가 자가 거주 확률에 미치는 영향들은 자가 거주의 상태의존성에 의해 반영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의 경제적 변수인 실질 항상소득과 실질 순자산은 자가
거주의 상태의존성을 설명변수로 명시적으로 포함한 경우에도 자가 거주 선택 확률에 양
(+)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상대주거비용은 음(-)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13)
12) 익명의 심사위원은 과거의 자가 거주 선택의 결과가 현재의 자가 거주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주거
이동을 하지 않은 경우 ‘상태지속성’, 주거이동을 한 경우 ‘상태의존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안하였음. 주거이동 여부에 따라 과거의 자가 거주 선택의 결과가 현재의 자가 거주 선택
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기존 문헌에서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과 상태지속성(state persistence)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고 본 연구에
서 주거이동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용어를 상태의존성으로 통일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13) 익명의 심사위원의 제안에 따라 Stewart(2007)와 Plum and Ayllon(2015)을 참고하여 모형 (B)
에 대하여 자가 거주의 상태의존성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에 확률항을 추가한 [      ] 모형
을 추정하였음. 추정계수의 크기와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모형 (B)와 유사하였으며,  과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공분산에 대한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았음. 추정결과는 부록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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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택점유형태 결정 요인 확률효과 프로빗 추정결과 1 (자가 거주 = 1)
(A)

(B)

추정계수
상수항

t값

추정계수

-5.099

-15.32 -1.667

자가 거주(  )

-

2.309

자가 거주(  )×45세 이하

-

자가 거주(  )×55세 이하
가구주 연령(세)
가구주 성별(남성 = 1)

-

0.069

***

-0.071
0.332
0.066

log(실질 항상소득)(천만원)

2.089

***



-

0.016

2.52

***

30.38

-

0.216

***

2.62

-

0.251

**

2.52

2.75

0.016

***

2.75

0.152

1.05

1.059

***

0.016

0.012

***

-0.372

***

-22.73 -0.221

***

0.872

***

110.46

***

0.281

-3.45

2.170

-0.71 -0.156

***

6.96

t값

44.44

***

1.53 -0.057
8.51

추정계수

-4.02 -1.445
***

-0.40 -0.147

가구주 혼인상태(결혼 = 1)

상대주거비용

t값

-

14.41

**

자녀수(명)
실질 순자산(천만원)

(C)

-0.76

0.150

1.04

-1.18 -0.051

-1.05

1.050

***

0.012

***

5.06

-14.45 -0.221

***

-14.40

***

8.85

3.58
5.00
9.20

0.271

3.58

Log-L

-4,909.54

-3,294.19

-3,290.11

표본 수

17,292

17,292

17,292

가구 수

1,572

1,572

1,572

주: 모형 (A)는 2005~2015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모형 (B)와 (C)에서는 식 (6) 또는 (7)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 표에서 제시된 설명변수 이외에 2004년의 주택점유형태 더미(자가 거주 = 1)
(  )와 가구특성, 실질 항상소득, 실질 순자산, 상대주거비용에 대한 2004년 값(   )과 2005년부터

  ′ )을 추가 설명변수로 이용하였음.
2015년까지의 평균( 

*

p < 0.1,

**

p < 0.05,

***

p < 0.01.

한편 모형 (C)에서는 전년도 자가 거주 더미 변수에 가구주 연령 더미를 곱하여 자가 거주
의 상태의존성이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라 서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자가 거주의 상태의존성 추정계수는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C)에서 전년도 자가 거주 더미에 곱해진 가구주 연령 더미에
대해 가구주 연령 35세 이하를 기준더미로 이용하였으므로 자가 거주(t-1)에 대한 추정계수
(2.17)는 가구주 연령이 35세 이하인 가구에 대한 자가 거주의 상태의존성 추정계수이며,
가구주 연령이 36-45세 이하인 가구의 상태의존성 추정계수는 2.386(=2.17+0.216), 가구
주 연령이 46-55세 이하인 가구의 상태의존성 추정계수는 2.421(=2.17+0.251)로 계산된다.
<표 3>에서 제시한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한계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확률효
과 프로빗 모형에서 설명변수  에 대한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Arulampalam,
1998). ⋅ 가 표준정규확률밀도함수이고  가 설명변수  에 대한 추정계수라 할 때

196 住宅硏究 제 25 권 제 4 호

        
   ′ 
   
    

 

(8)

식 (8)을 모든 시점(  )과 가구(  )별로 합하고 다시  와  으로 나누면 한계효과의 평균
(APE: average partial effect)을 구할 수 있다(Wooldridge, 2005).
            
     
       
 



 
 
 



(9)



  

    

 ′


   
    

한편    년도에 자가 거주를 선택한 가구가  년도에 자가 거주를 선택할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 가 표준정규누적확률함수일 때

                     
     ′       
′        
  

(10)

   ′      
′        
   

아래 <표 4>는 이상의 절차를 거쳐 계산된 주요 변수들의 한계효과이다. 주택점유형태
결정의 핵심변수들인 실질 항상소득, 실질 순자산, 상대주거비용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과거의 주택점유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A)]의 추정결과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과거의 주택점유형태를 고려한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B), (C)]
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였을 때의 한계효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가 거주(t-1) 변수가 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일정 부분 흡수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모형
(B)와 (C)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실질 항상소득의 로그값이 1단위
증가하면 가구가 자가 거주를 선택할 확률은 약 12%p 증가하며, 가구 실질 순자산이 1천
만 더 높으면 자가 거주를 선택할 확률이 약 0.1%p 높아진다. 반면 상대주거비용이 1단위
더 증가하면 자가 거주를 선택할 확률은 약 2%p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주택점유형태의 동태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7

<표 4> 주요 변수의 한계효과(APE)
(A)

(B)

(C)

자가거주(t-1)

설명변수

-

0.5170

-

자가거주(t-1) (35세 이하)

-

-

0.4995

자가거주(t-1) (36-45세 이하)

-

-

0.5279

자가거주(t-1) (46-55세 이하)

-

-

0.5321

0.2503

0.1176

0.1164

log(실질 항상소득)
실질 순자산

0.0018

0.0014

0.0014

상대주거비용

-0.0446

-0.0246

-0.0245

한편    년도에 자가 거주를 선택한 가구가 임차 거주를 선택한 가구에 비해 년도 에
자가 거주를 선택할 확률은 전체적으로 0.517로 나타나는데 이를 가구주 연령대별로 구분
하여 계산하면 가구주 연령이 35세 이하 가구의 경우 0.4995, 가구주 연령이 36-45세 이
하인 가구는 0.5279, 가구주 연령이 46-55세 이하인 가구는 0.5321로 <표 1>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거주의 상태의존성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구주 연령계층별 표본
<표 5>은 추정에 이용된 표본 가구를 2004년의 가구주 연령계층별로 구분한 동태적 확
률효과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이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자가 거주(t-1) 변수에 대한 추
정계수가 모든 연령계층별 표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 가구주
의 연령계층 내에서도 자가 거주의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특
성 변수들은 36-45세 이하 표본과 46-55세 이하인 표본에서 가구주 연령 변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 이외에 대부분 낮은 유의수준을 가지고 있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태의존성 변수에 의해 그 효과들이 흡수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경제적 변수의 영향은 연령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실질 항상소득 변수는 가
구주 연령이 35세 이하 표본과 46-55세 이하인 표본에서는 양(+)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나 가구주 연령이 36-45세 이하인 계층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실질 순자산 변
수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양(+)으로 유의하였으나, 가구주 연령이 35세 이하 표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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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택점유형태 결정 요인 확률효과 프로빗 추정결과 2 (자가 거주 = 1)
35세 이하 (D)
추정계수
상수항

-1.856

t값
-2.39

***

36-45세 이하 (E)

46-55세 이하 (F)

추정계수

추정계수

-1.038

-1.19
***

자가 거주(t-1)

2.279

27.09

2.390

가구주 연령(세)

-0.008

-0.51

0.025 **

0.112

0.34

가구주 성별(남성 = 1)

t값

-1.733

-3.263

-2.44
***

28.80

2.247

2.08

0.023 **

-0.47

t값
21.56
2.07

-0.696

-1.60

가구주 혼인상태(결혼 = 1)

0.246

0.98

0.340

1.32

0.054

0.19

자녀수(명)

0.094

1.00

-0.108

-0.94

-0.137 *

-1.69

log(실질 항상소득)(천만원)

1.632 **

2.71

0.094

0.15

1.393 **

2.04

실질 순자산(천만원)
상대주거비용


0.009

*

***

3.46

0.013

***

2.55

1.76

0.017

-0.314 ***

-9.87

-0.193 ***

-7.53

-0217 ***

-8.32

0.181 ***

3.81

0.261 ***

5.30

0.346 ***

5.69

Log-L

-1,078.928

-1,220.703

-929.376

표본 수

4,147

6,622

6,523

가구 수

377

602

593

주: 위 표에서 제시된 설명변수 이외에 2004년의 주택점유형태 더미(자가 거주 = 1)(  )와 가구특성, 실질

  ′ )을 추
항상소득, 실질 순자산, 상대주거비용에 대한 2004년 값(   )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 
가 설명변수로 이용하였음. * p < 0.1, ** p < 0.05, *** p < 0.01.

서는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유의수준 10%). 이러한 결과는 자가 거주의 상태
의존성이 존재할 때 경제적 변수들이 자가 거주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주거비용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자가 거
주 선택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래 <표 6>은 <표 5>의 추정결과에 기초해 계산된 연령계층별 주요 변수들의 한계효과
를 보여준다.14) 자가 거주에 대한 상태의존성의 한계효과는 가구주 연령이 35세 이하인
표본에서 가장 높게(0.5992) 계산되었다. 자가 거주에 대한 상태의존성의 한계효과는 과거
에 자가 거주를 선택하였을 때(d)와 임차 거주를 선택하였을 때(e) 현재의 자가 거주 선택
확률의 차이(c)로 계산된다. <표 6>을 보면 젊은 연령계층의 경우 과거에 자가 거주를 선택
하고 현재에도 자가 거주를 선택할 확률은 0.8262로 다른 연령계층보다 낮았으나 과거에
임차 거주를 선택하고 현재에 자가 거주를 선택할 확률이 0.2270으로 다른 연령계층보다

14) <표 4>는 연령계층 간의 상태의존성의 효과를 의미하는 반면 <표 6>의 결과는 동일한 연령계층
내에서의 상태의존성의 효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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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낮아 상태의존성의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젊은 연령계층내에
서 임차에서 자가로의 주거 상향이동에 대한 선호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다는 것을 의미한다.15) 이 결과는 소득, 자산, 주거비용 등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계산된 것이므로 가구의 경제적 조건이 자가 거주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반면 실질 항상소득이 자가 거주 선택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다른 연령계층 표본에
비해 35세 이하 연령계층 표본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주거비용이 자가 거주 선택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도 35세 이하 연령계층 표본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
거주의 상태의존성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젊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계층에 비해 자
가 거주 선택이 실질 항상소득이나 상대주거비용과 같은 핵심 변수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연령계층별 주요 변수의 한계효과(APE)
설명변수
자가거주(t-1) (c) = (d) - (e)

35세 이하

36-45세 이하

46-55세 이하

0.5992

0.5400

0.4054

(d)          

0.8262

0.8715

0.8718

(e)          

0.2270

0.3315

0.4664

0.2457

-

0.1113

log(실질 항상소득)
실질 순자산

0.0013

0.0018

0.0010

상대주거비용

-0.0472

-0.0207

-0.0173

주: 가구주 연령은 2004년 기준. ‘-’로 표시된 것은 추정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임.

<표 6>의 결과는 2004년 기준의 가구주 연령에 따라 연령계층을 구분한 것이므로 최근
의 연령계층별 차이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 7>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
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의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계층을 구분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령계층별 주요 변수의 한계효과를 계산하였다. 과거의 자가 거주 선택
이 현재의 자가 거주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계층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에 임차 거주를 선택이 현재의 자가 거주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계층별로

15) 젊은 연령계층(청년층)의 자가 거주에 대한 선호가 왜 낮은지에 대해서는 이소영ㆍ정의철(2017b)
에서 높은 주택가격을 하나의 이유로 분석하고 있으나 보다 폭넓은 분석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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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가 있다. 46-55세 연령계층에서는 그 크기가 0.5675로 매우 높은 반면 35세 이하
젊은 계층에서는 0.1804로 가장 낮았다.

<표 7> 연령계층별 주요 변수의 한계효과(APE) (2010-2015년 표본)
설명변수

35세 이하

36-45세 이하

46-55세 이하

0.6377

0.4182

0.2298

         

0.8181

0.8081

0.7973

         

0.1804

0.3899

0.5675

자가거주(t-1)

log(실질 항상소득)

0.2358

-

-

실질 순자산

0.0018

0.0014

0.0031

상대주거비용

-0.0168

-0.0292

-0.01258

2,736(456 가구)

4,110(685 가구)

3,942(657 가구)

표본 수

주: 가구주 연령은 2010년 기준. ‘-’로 표시된 것은 추정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임.

V. 결론
동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구는 매시점마다 가구가 직면하는 사회ㆍ경제적 조건에 따라
현재의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소비량이 제공하는 효용수준과 미래의 선택 대안이 제공하는
효용수준을 비교하여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소비량을 선택한다. 또
한 가구가 자가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 자가 거주가 제공하는 묵시적 편익, 자산의 축적,
주거이동시 발생하는 높은 거래 비용 등으로 미래의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대한 선호와 제
약조건이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가 거주 가구는 주거이동 없이 기존 주택에 계속 거
주하거나 주거이동시에도 다시 자가 거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과거의 의사결정이 현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동태적 모형을 주택점유형태
를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가 거주의 상태의존성이 분석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이원적 종속변수에
대한 동태 모형 분석에서 나타나는 초기조건문제와 개별 가구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가구의 자가 거주 선택에는 실질적인(true) 상태의존성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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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영향력은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주의 연
령계층으로 구분된 표본을 이용한 추정 결과에서도 모든 연령계층에서 자가 거주 선택에
상태의존성의 영향이 존재하였으며, 연령계층 내에서의 상태의존성의 영향력은 젊은 연령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태의존성의 영향력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젊은 연령계층에서 상대의존성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젊은 연령계층의 임차
가구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임차에서 자가로의 주거 상향이동에 대한 선호가 낮았기 때
문이었다. 젊은 연령계층에서 임차에서 자가로의 주거 상향이동에 대한 선호가 왜 낮은지
에 대해서는 폭넓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젊은 연령계층의 자가 거주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연령계층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임차에서 자가로의 주택점유형태 전환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
다는 점을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가 거주의 상태 의존성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 변수들의 자가 거주 선택에 대한 한계효과를 보면 소득이 자가 거주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젊은 연령계
층의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 이들
의 자가 거주 비율을 높이는 유용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 거주의 묵시적 편익, 주택자산 가치의 상승, 주거이동에 대한 거래비
용 등의 요인으로 자가 거주에 상태의존성이 존재하고 그 영향력이 연령계층별로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젊은 계층 내에서의 영향력이 다른 연령계층 내에서의 영향력보다 높게 나타
나고 있음을 분석하였으나 주택점유형태의 동태적 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주
거이동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가구의 주거이동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자가 거주의 상태의존성을 자가 거주 유지(주거이동이 없는 경우)와 자가
거주 신규 선택(주거이동이 존재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가 거주의 상태의존성은 다양한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
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계층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지만, 가
구 규모나 거주 지역 등으로 구분한 분석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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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항상소득 추정
개별 가구의 항상소득을 추정하기 위하여 가구 실질 총소득(천만원)16)을 종속변수로, 가
구주의 성별(남성=1), 가구주의 연령 및 연령 제곱, 가구주 교육수준 및 교육수준 제곱17),
가구 실질 순자산, 시점 더미(기준더미: 2004년)와 지역 더미(기준더미: 서울)를 설명변수
로 하는 토빗모형을 추정하였다. <부표 1>은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부표 1> 가구소득 추정결과
설명변수

추정계수

t-값

상수항

-4.252

-29.08

가구주 성별 (남성=1)

0.786***

27.83

가구주 연령

0.244***

48.29

가구주 연령 제곱

-0.003***

-53.87

가구주 교육수준

-0.103***

-3.71

가구주 교육수준 제곱

0.084***

21.14

실질 순자산(천만원)

0.032***

85.91



2.701***

360.09

Log Likelihood

-158,805.55

LR-stat.(  )

317611.1(54.78)

표본 수

66,387

주 : 제시된 설명변수 이외에 시점(연도) 더미 및 지역(광역자치단체 기준) 더미를 추가하여 추정하였음.

 는 토빗모형의 오차항의 표준편차에 대한 추정계수.

***

p < 0.01,

**

p < 0.05,

*

p < 0.1

가구 실질 총소득은 가구주가 남성일 때 더 높으며,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질 총
소득은 증가하나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순자산이 많을수록 가구 실질 총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항상소득은 추정결
과의 예측치로 계산하였다.
16) 총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수급액,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합이며 지역별,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9년 실질 값으로 환산하였음.
17) 1 = 미취학, 2 = 무학, 3 = 초등학교, 4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5 = 고등학교, 6 = 2년제 대학,
전문대학, 7 = 4년제 대학, 8 = 대학원 석사, 9 = 대학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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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주거비용
상대주거비용은 소유비용(  )을 임차비용(  )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소유비용은 사
용자비용의 개념을 적용하여 아래 식으로 계산된다.18)

                            

(부식 1)

  는  년도에 자가 거주 가구가 응답한 거주주택 시가이다.  은 가구의 한계소득세율,
 는 주택매매가격 대비 융자금 잔액 비율을 의미하며 각각 20%, 40%로 가정하였다.  는
 년도 주택담보대출금리로 한국은행 신규대출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적용하였고, 

는  년도 금융자산 수익률로 한국은행의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AA-)을 대리변수로 이용
하였다.  는 이자소득세율로 15.4%를 적용하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실효세율(  ), 감
가상각 및 유지관리비율(  ), 주택투자에 대한 위험프리미엄(  )은 각각 0.2%, 2.5%, 3%로
가정하였다. 주택매매가격 예상 상승률(   )은 KB국민은행의 광역자치단체별 주택매매가
격지수를 이용하여 과거 1년간 상승률로 가정하였다.
자가 거주 가구의 경우   가 관찰되므로 위 가정에 따라 자가 거주의 소유비용을 계산
할 수 있으나 임차 가구는   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를 추정해야 한다.   의 추정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관찰된 자가 거주 가구의 거주주택 시가
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사용면적의 로그값, 주택유형 더미(아파트 = 1), 거주지역 더미
(기준더미: 서울), 시점 더미(기준더미: 2004년)를 설명변수로 회귀분석하여 이루어졌다.
추정된 결과를 임차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특성에 적용하면 임차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매매가격의 추정치(
  )를 구할 수 있으며 부식 1에 
  를 대입하면 임차 가구가 거주 주택
을 소유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소유비용을 구할 수 있다.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추정결
과는 <부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8) 부식 1은 Hendershott and Slemrod(1983)에 의해 도출된 사용자비용을 우리나라의 세제구조에
맞게 변환하여 1가구 1주택을 가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황을 적용하여 도출한 것임.
이수욱 외(2015), 이경애·정의철(2014, 2016), 이소영·정의철(2017a) 등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방
법을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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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가구의 임차비용은 임차유형별로 산출된 연간 전환임대료이다. 전세 가구의 임차비
용은 전세보증금에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보증부월세 가구의 임차비용
은 보증금에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여 보증금에 대한 전환임대료를 구하고 여기에 연세(월세
×12)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월세 가구의 임차비용은 월세에 12를 곱하여 계산하였다.19)
<부표 2> 주택매매가격 및 전환 임대료 추정결과
설명변수
상수항

log(주택매매가격)
추정계수

log(전환임대료)

t-값

추정계수

t-값

6.128

246.07

3.809

1.064 ***

168.08

0.816 ***

주택유형 (아파트=1)

0.388

***

68.99

0.187

***

21.92

지역 더미 (부산=1)

-0.875 ***

-74.88

-0.594 ***

-38.07

지역 더미 (대구=1)

-0.881 ***

-64.44

-0.507 ***

-26.97

지역 더미 (대전=1)

-0.823

***

-46.54

-0.356

***

-15.08

지역 더미 (인천=1)

-0.596 ***

-47.22

-0.311 ***

-17.13

지역 더미 (광주=1)

-1.061

***

-62.11

-0.699

***

-26.85

지역 더미 (울산=1)

-0.743 ***

-41.21

-0.191 ***

-6.97

지역 더미 (경기=1)

-0.369

***

-40.33

-0.180

***

-17.04

지역 더미 (강원=1)

-1.251 ***

-74.83

-0.610 ***

-22.31

지역 더미 (충북=1)

-1.217

***

-75.71

-0.528

***

-20.16

지역 더미 (충남=1)

-1.146 ***

-76.04

-0.495 ***

-21.86

지역 더미 (전북=1)

-1.451

***

-101.09

-0.798

***

-31.05

지역 더미 (전남=1)

-1.518 ***

-101.59

-0.702 ***

-28.20

지역 더미 (경북=1)

-1.350

***

-103.17

***

-26.24

지역 더미 (경남=1)

-0.877 ***

-73.67

-0.414 ***

-22.89

log (사용면적)





0.6472

표본 수

41,413

주 : 제시된 설명변수 이외에 시점(연도) 더미를 추가하여 추정하였음.

-0.541

137.98
97.45

0.4218
24,989
***

p < 0.01,

**

p < 0.05,

*

p < 0.1

자가 거주 가구의 경우 임차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추정해야 하는데 임차비용의
추정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관찰된 임차 가구의 전환임대료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사용면적의 로그값, 주택유형 더미(아파트 = 1), 거주지역 더미(기준
19) 전월세 전환율은 정의철(2016)의 연구에서 적용한 방식을 따라 2011년 이전의 전월세 전환율은
KB국민은행 전월세 전환율의 조정값을 사용하였고, 2011년~2015년의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감
정원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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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 서울), 시점 더미(기준더미: 2004년)를 설명변수로 회귀분석하여 이루어졌다. 전환임
대료의 추정 결과를 자가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특성에 적용하면 자가 거주 가구가 거주하

는 주택의 전환임대료의 추정치(  )를 구할 수 있다. 전환임대료 추정 결과는 <부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자가 거주 가구의 상대주거비용은   로, 임차 가구의 상대주거비용은

  로 계산할 수 있다.

3. 확률계수모형 추정 결과
<부표 3>의 (B)는 <표 3>의 (B)이며, (B-1)은 자가 거주(    )변수에 확률효과를 추가하
여 분석한 결과이다. 추정결과는 (B)와 유사하였으며, 확률항의 분산들의 추정계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공분산(따라서 상관계수)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표 3> 주택점유형태 결정 요인 확률효과 프로빗 추정결과 (자가 거주 = 1)
(B)
추정계수
상수항

-1.667

(B-1)
t값
-4.02

추정계수
-1.589

-3.89

자가 거주(  )

2.309 ***

44.44

2.521 ***

가구주 연령(세)

0.016 ***

2.75

0.014 **

가구주 성별(남성 = 1)

-0.147

-0.71

t값
26.39
2.26

-0.157

-0.74

가구주 혼인상태(결혼 = 1)

0.152

1.05

0.164

1.11

자녀수(명)

-0.057

-1.18

-0.062

-1.25

1.059 ***

3.58

1.014 ***

실질 순자산(천만원)

0.012

***

5.00

0.013 ***

5.06

상대주거비용

-0.221 ***

-14.45

-0.223 ***

-14.26



0.281 ***

9.20



0.364 ***

5.34



***

2.54

log(실질 항상소득)(천만원)

0.317

 

3.37

-0.117

1.63

Log-L

-3,294.19

-3,289.60

표본 수

17,292

17,292

가구 수

1,572

1,572

주: 위 표에서 제시된 설명변수 이외에 2004년의 주택점유형태 더미(자가 거주 = 1)(  )와 가구특성, 실질

  ′ )을
항상소득, 실질 순자산, 상대주거비용에 대한 2004년 값(   )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 
추가 설명변수로 이용하였음.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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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주택점유형태의 동태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개별 가구의 시점간 주택점유형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현상에 초점을
두어 상태의존성이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가 거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동태모형에서 나타나
는 초기조건문제와 개별가구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가구의 자가 거주 선택에는 실질적인(true) 상태의존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계층 내
에서의 상태의존성의 영향력은 젊은 연령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젊은 연령계층에서 상대의존성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젊은 연령계층의 임차 가구
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임차에서 자가로의 주거 상향이동에 대한 선호가 낮았기 때문이
었다.
자가 거주의 상태 의존성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 변수들의 자가 거주 선택에
대한 한계효과를 보면 소득이 자가 거주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젊
은 연령계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 연령계층의 자가 거주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 유용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