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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한국은 급속한 노령화 진행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변화 분석에 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Mankiw-Weil 모형을 이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향후의 변화 가능성을 추론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주거실태조사 자료이며 이를 이용하여 
가구 구성원들의 연령과 주거면적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하고 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주택수요를 전망하였다.

Mankiw-Weil 기본모형 추정(면적: 평) 결과를 보면, 자가가구의 경우 40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8세에 최대치(25평)를 보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차가가구의 경우는 30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주택수요가 상승하여 40대 후반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주택수요 연령은 46세로 약 19평으로 분석되었다. 전체가구의 경우 자가가구와 
비슷한 주택수요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대치(약 22평)는 자가가구와 동일한 58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추정된 Mankiw-Weil 기본모형 회귀식과 장래추계인구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주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장기주택수요는 40대는 202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나, 50-60대는 2030년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70대의 경우는 2040년까지 증가세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주택수요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추계인구증가율과 주택수요증가율은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2035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주택수요증가 변동폭이 훨씬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 최종적으로 2030년 기준 추계인구 증가율은 0.36%, 주택수요 증가율은 2.51%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더하여 향후, 인구요인뿐만 아니라 주거특성, 주거니즈의 변화 추이, 
1-2인 가구의 변화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Mankiw-Weil 모형에 반영하여 장기주택수요
예측 모델로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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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서서서서론론론론

한국 정부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정부정책은 주택시장의 변동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택수요의 변화와 미래 주택수요의 예측은 정책입안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15년에는 잠시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장기하락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
고 있다.

주택가격의 하락국면 전환은 하우스푸어문제 등 정치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의 정책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
택가격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이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이며 따라서 
장기주택수요는 인구가 줄고 노령화 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추정될 
필요성이 커진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인구 또는 가구규모, 소득
수준, 주거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중 향후 10-20년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변수는 주택수요의 주체인 인구 또는 가구의 변화가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선행연구들이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인구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에 근거하여 장기주택수요를 추정하고 있다. 선행
연구 중에도 이와는 다르게 가구별 주택소요를 원단위법에 의해 산정하고 장래 
가구추계를 활용하여 장기주택소요를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택소요란 기본적으로 가구의 지불능력과 주거비용의 변화를 고려하
지 않은 상황에서 가구별 주택필요량을 계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수요와 구별
되어야 할 것이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 및 연령별 인구 분포에 기초하여 주택수요를 예측
할 수 있는 Mankiw-Weil(1989) 모형 및 수정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내의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Mankiw-Weil(1989) 모형에 소득과 주거비용 등을 포함한 수정모형으로 국내 
주택수요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장기적으로 주택수요가 큰 폭의 하
락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으나, 장기주택수요의 예측을 위해서는 
가구소득 및 주거비용을 추가로 예측 또는 가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ankiw-Weil(1989) 방법에 의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

1) 변창흠·이희정(2002)은 주택소요(housing need)와 주택수요(housing demand)를 구분하고 있다. 주택수요는 
소득과 같은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인구증가, 가구분화, 주택멸실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내재되고 있는 
잠재적 수요를 의미하며, 주택수요는 경제적 유인에 의해 의도된 주택구매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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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장기전망을 통해 주택수요의 변화
추세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장기주택 수요예측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표적으로 Mankiw-Weil(1989)의 연
구 이후 인구 및 인구구조의 장기변화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에서도 
김경환(1997), 건설교통부(2003)의 연구들이 Mankiw-Weil의 연구방법론을 따라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Mankiw-Weil의 방법론은 모형설정 자체에 내재된 구
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비판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주택수요 요인
으로서 횡단면적인 인구 및 연령별 인구구조를 이용한 Mankiw-Weil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한다. 또한 Mankiw-Weil 모형의 비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택수요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주거비용과 항상소득을 고려하는 주택수요 
추정모형을 설정하고, 수정된 모형의 추정결과와 Mankiw-Weil의 기본모형의 추
정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한편 2060년까지 우리나라의 장기주택수요를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주택수요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제Ⅲ장에서는 데이터 및 분석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장기주택수요를 추정하고 실증분석결
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방
향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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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선선선선행행행행연연연연구구구구

1111....    MMMMaaaannnnkkkkiiiiwwww----WWWWeeeeiiiillll    기기기기본본본본모모모모형형형형

Mankiw-Weil(1989)은 장기주택수요에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요인들을 모두 예측하여 추정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통계적 추정치가 외삽법
에 의한 것이라면 그 결과에 신뢰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주택
수요는 소득, 주거비용, 가구원수, 가구원들의 연령 등 가구특성들의 함수이나, 이
중에서 비교적 예측이 가능한 것이 연령별 인구구조라고 보았다.

이에 Mankiw-Weil은 연령별 인구구조만을 사용하여 주택수요를 추정하였다. 
분석의 목표가 주택수요의 총량이므로, 개인의 수요에 대한 계수 대신 특정 연령
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의 주택수요 예측치에 의미를 두며, 전 인구의 연령별 분포
를 이용하였다. 즉 개별 가구의 주택수요(D)는 그 가구 구성원들의 주택수요의 합
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원의 주택수요는 연령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나
타낸 것이 식(1)이다.

     





⋯


                 식(1)

는 가구원이 세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나타냄으로 는 연령이 

세인 가구원의 주택수요량을 의미한다.
Mankiw-Weil은 1970년도 미국 인구주택센서스의 0.1%의 자료를 이용하여 

룰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20세 이전에는 주택수요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며, 20

세와 30세 사이에 주택수요가 급격하다가, 40세 이후에는 약 1%씩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추정된 값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각 연령별 인구에 값을 곱하여 

각 연령별 주택수요의 총량을 계산한 후, 그 결과들의 총합으로 t 년도의 총 주택
수요를 추정하였다. t 년도에 연령이 i 인 인구의 수를 N(i,t)라고 할 때 t 년도의 
총 주택수요(Di)는 식(2)와 같다.

       


                                                 식(2)



2016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 4 -

분석결과 195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이 되는 1970년대부터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1980년대 정점에 이르지만, 1990년대는 197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성
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요 분석결과에서
도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없이 근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222....    MMMMaaaannnnkkkkiiiiwwww----WWWWeeeeiiiillll    수수수수정정정정모모모모형형형형

Mankiw-Weil 모형(1989)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값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인구구성의 변화를 이용하여 주택수요 예상치 산정하였기 때
문에 모형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Mankiw-Weil 모형 발표 이
후 다양한 관련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논쟁중 하나는 주택수요변
화를 결정짓는 연령변수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모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Engelhardt and Poterba(1991)는 2차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인구구조가 유사
한 캐나다의 자료를 이용하여 Mankiw-Weil 모형 분석을 하였는데, 인구구조에 
의한 주택수요와 주택가격의 변화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주택수요변화가 
주택의 상대가격에 음(-)의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Hamilton(1991)은 주택수요변수는 주택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기 
보다는 임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고하였으며, Holland(1991)는 
Mankiw-Weil의 추정식에서 추세변수를 제외하면 주택수요 변수가 주택의 상대가
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Poterba(1991)는 사용자 비용 관점에서 대형주택과 소형주택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두 번째 주택구입자의 수요가 세제 및 시장이자율에 의해 달라진다
고 보고하였다. 이는 인구학적 요인의 계수값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Mankiw-Weil 모형은 단기시점 예측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
예측에서는 예측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Mankiw-Weil모형을 통한 주택수요의 예측결과에 따르면 20년 후까지 주택가격의 
하락이 나타나야 하나 실제로는 예측기간 동안 미국 주택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하여 Krainer(2005)는 M-W의 예측에 의하면 1987-2007
년까지 주택수요가 연간 3% 하락했어야 하나 실제는 주택수요가 3%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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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1995)은 Mankiw-Weil이 2007년까지 주태가격이 47%가 하락할 것이라
고 예측한 것은 수요변수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M-W 모형
에 의해 추정된 수요추정치와 실질소득, 상대가격, 성인 인구층, 거시경제변수 등
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세대 구성원의 횡단면적 회귀분석 변수들은 성인 인구의 
척도이지 주택 Stock이나 주택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M-W
의 방식을 추가적인 변수로 실질소득, 상대가격 및 이자율 등을 추가적인 변수로 
도입하여 추정한 수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인구변수의 효과가 감소하였다고 밝히
고 있다. 

Ohtake and Shintani(1996)는 일본 주택시장 분석을 통해 M-W 수요, 주택공
급 그리고 가격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M-W 수요의 연령계수값 최
고점이 미국에 비해 더 높은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Swan의 
추정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일연령층의 계수값이 시간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 역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3333....    MMMMaaaannnnkkkkiiiiwwww----WWWWeeeeiiiillll    모모모모형형형형의의의의    국국국국내내내내    선선선선행행행행연연연연구구구구

한편, Mankiw-Weil 모형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연령
대 구성 및 연령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
가 진행되었다. 먼저 김경환(1997), 정의철(2004), 그리고 이창무·박지영(2009)의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령별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에 보다 적합한 5세단위 연령
대별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


     식(3)

식(3)에서 는 가구원이 20-24 의 계급에 속하는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나타내며, 는 연령이 20-24세인 가구원의 주택수요량을 의미한다. 

M-W 모형에서는 주택수요의 기본단위를 주거서비스 면적으로 하고 이들 면적과 
연령변수와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여 특정시점의 연령별 주택수요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도(2004)의 연구에서는 Swan의 비판에 근거하여 M-W의 기본모형에 주
거비용과 소득이라는 설명변수를 추가해 수도권 장기주택수요를 예측하였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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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성진(2005)은 M-W모형을 1세 단위 연령이 아닌 연령구간별 회귀계수를 추
정하였으며, 주거비용과 항상소득을 포함시켜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거비용
과 항상소득 변수없이 연령구간별 회귀계수를 추정한 결과 45-49세까지 추정계수 
값이 증가하다가 이후로 감소하였다. 주거비용과 항상소득을 포함한 모형의 경우, 
소득의 영향력이 통제됨에 따라 연령구간별 추정계수가 60-64세가 가장 높게 추
정되었다. 주거비용과 항상소득을 포함한 모형으로 장기주택수요를 전망한 결과 
M-W모형과 달리 주택수요는 큰 변화없이 작은 범위내에서 완만한 감소를 보인
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구하는 이러한 흐름은 정창무(2008), 이창무·
박지영(2009), 이창무·최성호(2010), 전성애·형남원(2012), 김준형 외(2013), 조성진·
조주현(2013)의 연구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주택수요를 분석하기 위하여 
원래 M-W모형이나 수정된 M-W모형을 이용한 임종현 외(2007), 박천규(2008), 황
현정 외(2009), HK Yuh 외(2009), 진미윤·최지웅(2013) 등이 있었으며, 1인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주택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M-W모형을 도입한  신미림·남진(2011), 
이경민외(2012), 의 연구가 있다. 기타 M-W모형이 아닌 모형으로 주택수요를 연구
한 사례로는 변창흠·이희정(2002), 조주현·김주원(2010)의 연구가 있다.

M-W모형에 추가변수를 고려한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면, 정창무(2008)는 
M-W의 모형이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기출생된 인구에 근거하여 주택수요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상의 비교우위에 있지만, 특정 연령대의 주택수요가 고정
되어 있는 것은 주택보급률이 높은 사회에서는 맞지만 주택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수요면적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맞지 
않는 전제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M-W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지역의 장기주택수요를 추정하였다. 

이창무·박지영(2009)는 M-W모형에 1인가구, 부부가구 등의 가구특성과 가구
주의 연령대, 그리고 시·도단위의 거주지역을 더미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창무·최성호(2010)는 가구소득과 주거비용을 반영하였다. 전성애·형남원(2012)은 
가구주의 나이, 1인가구 여부, 배우자 유무 등을 고려하였다. 김준형 외(2013)는 
주택수요의 규모별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나 M-W모형 및 그 수정모형을 통해서
는 이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기존의 M-W 모형의 추정결과가 주택수
요의 총합으로 나타나, 개별가구의 면적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
적하면서, 인구 단위의 자료가 아니라 가구 단위의 자료를 입력하여 각 가구가 점
유하는 주택규모가 산출되도록 모형을 수정하였다. 조성진·조주현(2013)은 M-W모
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계수 값이 시간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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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사후적 검증을 위해 2000년 및 2010년 인구총조사를 반영한 모형을 비교
하고, 주택수요 요인의 변화에 근거한 장기주택모형을 재구축하고자 하였다.

M-W모형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주택수요를 추정하고자 연구에서 임종현 외
(2007)는 M-W방법론에 기초하여 5년 단위 추계인구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구조
에 따른 주택수요의 특성을 분석하고, 주택가격 및 면적을 고려하여 가구별 주택
수요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연구결과 각 기준 연도별 주택의 총 수요는 정도의 차
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주택가격이 양극화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수요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박천규(2008)는 선행연구들의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고, 헤도닉 가격을 이용해
서 지역별 주거서비스 수요특성을 분석하며 M-W을 이용해서는 지역별 주택수요
함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황현정 외(2009)은 M-W방법론에 연평균소득과 주거
비용을 활용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내 시·군별 추정을 하였다.

Hoog Koo Yuh 외(2009)는 인구특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주택수요와 
도시주택수요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인 M-W모형에 가구소득, 주택가격, 주
택유형, 그리고 지역특성변수를 추가한 모형에 의해 예측하였으며, 다음단계에서는 
인구비율, 주거지 면적비율, 그리고 개발가능 면적비율의 조합을 이용하여 광역주
택수요모형에서 예측된 주택수요를 시군단위로 배분하는 분석을 하였다.

진미윤·최지웅(2013)은 M-W 기본 모형에 소득, 주택자산, 가구주 연령대를 
감안한 세대별 특성별 가구를 포함한 모형을 구성하며, 종속변수인 주택수요는 주
택규모로 산정하였으며, 전국 및 16개 시도별, 그리고 세종시, 3개 권역(수도권, 광
역시, 도지역)으로 나누어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특수한 유형의 주택수요를 분석과 관련해서 신미림·남진(2011)은 1인가구 증
가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에 대한 주택수요 추정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항상소득과 주거비용을 반영한 수정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1인가구
의 장기 주택수요를 추정하였다.

이경민 외(2012)는 보금자리 주택이 규모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
면서 각 연도별 수정 M-W모형을 추정한 후 시계열 변화에 따른 계수값 변화를 
추정하고 2020년까지의 장기주택수요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연구는 M-W모형이 
일정 시점의 횡단면적 계수값을 계속 연장하여 분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W모형이 아닌 ARIMA 모형을 이용한 연구도 존재하고 있다. 변창흠·이희
정(2002)은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2030년까지 서울시의 장기주택수요를 추정하
였다. 1인당 주거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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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박천규 외 (2009)는 개별가구의 주택수요를 
그 가구의 연령별 가구원수의 함수로 설정하는 M-W모형과 달리, 가구의 생애주
기별로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주현·김주원
(2010)은 1인 가구는 다인가구와 다른 주택수요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
하여 1인 가구와 전체가구를 자가 및 차가로 구분하여 주택수요를 측정하였다. 주
택수요를 결정하기 위한 주택점유형태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Heckman의 2
단계 추정기법인 Hekit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수요 결정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4444....    선선선선행행행행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한한한한계계계계    및및및및    본본본본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방방방방향향향향

일반적으로 Mankiw-Weil 모형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계수 값이 
시간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인구구성의 변화를 이용하여 주택
수요 예상치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추정된 회귀계수를 통해 
회귀계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여기에 더하여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변화에 
따른 장기주택수요를 추정하고자 한다.3)

2) 이경민·김호기·서범준·정창무(2012)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1인당 주택면적의 시계열적 변화를 반영하
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 주택수요는 
구매능력이 감안된 실질적 의미에서의 주택수요라기 보다는 주택 잠재수요에 가까운 개념으로 해석할 필
요성이 있다. 동일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장재일(2008), 이창무(2009)의 연구에서는 Mankiw-Weil 
기본모형에 소득 및 주거비용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수정모형을 사용하여 주택수요를 개념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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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분분분분석석석석모모모모형형형형    및및및및    데데데데이이이이터터터터

1111....    분분분분석석석석모모모모형형형형

본 연구에서는 Mankiw-Weil의 기본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주택수요를 추정한 
후, 여러 선행연구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Mankiw-Weil 수정모형 분석결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Mankiw-Weil의 기본모형은 인구 규모 및 연령구조만을 이용하여 주택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므로 Swan(1995)이 주장한 바와 같이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주거비용과 소득)이 생략되었다.

본 연구는 소득과 비용 등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도입하여 주택수요 추정모형을 
구축하기로 한다. 또한 향후 인구 규모 및 연령구조 전망에 대해서도 선행연구와 
다르게 연령을 5세 구간으로 나누지 않고 Mankiw-Weil이 제시한 방법대로 1세 단
위로 추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Mankiw-Weil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30세 
이하와 80세 이상은 빈도수 부족 등의 문제로 하나의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
한다. 따라서 특정가구 i의 주택수요는 각 연령구간의 가구원수와 각 연령구간 j의 
가구원 주택수요로 나타낼 수 있다.

     





⋯


                              식(4)

식(5)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Mankiw-Weil 수정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모
형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한 변수는 항상소득과 주거비용 변수이며 최종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식(5)

여기서 는 연령구간 j에 속해있는 가구 i의 가구원수이고, 는 가구 i의 

주거비용, 는 가구 i의 항상소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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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의 정의

전용면적(m2)  거주주택 전용면적(m2)

주택가격(만원)  설문조사 시점의 주택가격

총가구원수  전체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주주의 만 연령

연령더미변수  1세 단위 연령구간 더미변수

항상소득(만원)  추정된 항상소득

주거비용(만원)  전용면적(m2)당 주거비용

2222....    데데데데이이이이터터터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014년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통상 2년 단위로 조사가 진행되며, 일반가구의 
가구특성,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등 국민의 주거생활을 조사하여, 5년 주기의 인구
주택총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별·계층별 주거환경이나 주거실태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는 <표 1>과 같이 전용면적과 연령더미 변수
로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동일하게 5세 계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1세 
단위의 연령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연령더미를 5세 계급
별로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장래인구추계의 기준이 5세 
계급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김경환, 1999; 정의철ㆍ조성진, 2005; 이
창무ㆍ박지영, 2009)

<표 1> 변수의 정의

일반적으로 장래주택의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장래 추계인구 자료를 사
용한다. 이는 주택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인구의 추계는 외생적으로 주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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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체 자가 임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택면적 75.7 77.03 86.4 94.9 59.7 29.9

주택가격(만원) 20,692.3 18,960.1 20,692.3 18,960.1  - -

총가구원수 2.7 1.3 2.9 1.2 2.5 1.3 

가구주연령 55.8 15.9 59.2 14.3 50.6 16.7

항상소득(만원) 3,291.1 1,594.6 3,370.3 1,625.7 3,172.5 1,539.3

주거비용
(m2당 만원)

4.04 2.05 4.16 1.35 3.85 2.78

표본수(N)   20,205 (100%)    12,115 (60%)    8,090 (40%)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통계청에서 제시한 예
측된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여 장기 주택수요를 추정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분석세대는 20,205세대로 그 가운데 60%인 12,115세대가 자가 소유이며 그 외 40%인 
8,090세대가 임차가구로 나타났다.

평균주택가격은 2억원, 가구원은 2.7명, 가구주 평균연령은 55.8세로 분석되었
다. 자가와 임차를 합한 전체 가구의 평균 전용면적은 약 75.7㎡이며, Fu (1997)의 
이론모형에서처럼 자가가 임차에 비하여 전용면적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가
의 경우 주거면적은 86.4㎡이며, 임차의 경우는 59.7㎡으로 조사되어 자가의 주거
면적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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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장장장장기기기기    주주주주택택택택수수수수요요요요    추추추추정정정정결결결결과과과과

<그림 1>은 자가 및 임차가구의 연령별 주택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자가는 
40대 중반부터 약 60세까지 가장 큰 주택수요(약 23평)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수요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차가(임차)가구의 경우는 40대에 가장 큰 주택수요(약 17평)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가구의 경우 연령별
로 중간정도의 주택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연령별 주택수요 

주: 좌축은 주택 평형, 우축은 연령

<표 3>은 Mankiw-Weil 기본모형 추정(면적: 평)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
형1은 전체가구, 모형2는 자가가구, 모형3은 차가(임차)가구의 추정결과를 보여주
고 있는데 추정계수들은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가, 차가, 전체가구의 집단별로 연령대별 주택수요를 보면, 먼저, 자가가구의 
경우 40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8세에 최대치(25평)를 보이고 이후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차가가구의 경우는 30대 후반부
터 지속적으로 주택수요가 상승하여 40대 후반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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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모형1(전체가구) 모형2(자가가구) 모형3(차가가구)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30 16.09 76.07 19.80 65.87 15.15 46.91

31 17.75 91.18 20.69 87.05 16.73 54.18

32 17.26 96.19 21.14 98.32 15.72 55.34

33 17.74 97.14 20.70 101.70 16.39 55.14

34 18.52 105.61 21.43 123.87 16.61 55.41

35 19.04 112.60 21.69 133.40 17.21 58.57

36 18.99 116.81 21.44 138.79 17.26 60.60

37 19.86 125.11 22.33 152.84 17.91 63.26

38 19.97 126.03 22.49 160.75 17.64 60.85

39 20.47 121.57 23.48 151.51 18.01 60.24

40 20.66 133.35 23.30 171.65 18.13 63.69

41 20.51 118.43 22.35 155.05 18.48 55.34

42 20.85 121.21 23.25 168.36 17.61 51.79

43 20.85 117.36 23.62 159.20 17.59 52.16

44 20.78 119.71 23.27 162.03 17.82 53.37

45 20.88 125.85 23.73 169.56 17.65 56.51

46 21.80 116.84 24.45 156.29 11118888....88881111 53.02

47 20.70 122.49 23.44 168.07 17.31 53.46

48 21.08 125.61 24.14 173.43 17.28 54.26

49 21.50 118.30 24.05 172.29 17.15 45.89

50 21.04 126.33 23.86 181.11 16.77 50.78

51 20.92 108.15 24.03 157.00 16.07 42.32

52 20.82 110.76 23.69 161.85 16.08 42.66

53 21.42 111.90 24.60 166.84 15.70 40.94

대 주택수요 연령은 46세로 약 19평으로 분석되었다. 전체가구의 경우 자가가구와 
비슷한 주택수요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대치(약 22평)는 자가가구와 동일한 58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Mankiw-Weil 기본모형 추정(면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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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1.78 111.95 23.91 171.46 16.58 37.59

55 21.38 105.16 24.35 157.91 15.68 37.69

56 21.06 106.22 23.64 161.14 15.56 36.87

57 21.58 94.52 23.63 147.40 15.81 29.65

58 22222222....44444444 100.80 22225555....00000000 154.39 16.48 33.88

59 21.25 99.75 23.93 154.86 14.70 31.93

60 21.38 105.88 23.43 163.54 16.03 34.49

61 22.29 102.92 24.14 161.49 16.57 31.41

62 20.96 102.50 22.90 163.72 14.28 28.72

63 21.30 98.49 23.23 153.81 15.74 30.70

64 20.48 102.87 22.55 160.23 14.85 32.44

65 20.13 103.47 22.45 160.07 14.40 33.55

66 20.66 104.11 21.95 164.73 16.04 30.54

67 20.42 108.61 22.41 170.09 14.71 33.47

68 19.93 98.88 22.16 154.51 13.96 30.79

69 20.87 101.77 22.45 160.70 15.60 30.17

70 20.07 111.80 21.62 174.41 15.45 34.98

71 20.22 101.21 21.92 158.13 15.19 31.48

72 19.67 105.79 21.36 164.87 14.80 33.25

73 20.00 99.59 22.02 153.65 14.86 32.59

74 19.79 95.92 21.65 147.80 15.01 31.52

75 18.90 93.57 21.02 144.33 13.74 30.67

76 19.80 87.15 21.53 137.03 14.48 26.38

77 18.92 80.70 21.19 121.69 14.24 28.55

78 18.15 78.12 20.53 114.80 14.04 29.67

79 19.06 79.18 20.79 117.63 15.53 29.19

80 17.30 147.69 20.10 214.30 13.11 57.90
수정된
설명력 0.95  0.99  0.90 

<표 4>는 주택가격을 종속변수로 하는 Mankiw-Weil 기본모형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ankiw-Weil은 장기주택수요를 추정하면서 종속변수인 주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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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모형1(전체가구) 모형2(자가가구) 모형3(차가가구)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30 9.26 74.30 9.37 58.56 9.23 45.74

31 9.50 89.68 9.61 80.55 9.46 52.72

32 9.42 92.79 9.58 89.43 9.35 52.79

33 9.45 93.96 9.56 92.83 9.39 52.75

34 9.42 101.91 9.50 111.91 9.36 53.33

35 9.53 109.53 9.54 121.28 9.53 56.93

36 9.53 112.92 9.55 126.37 9.51 58.18

37 9.54 120.71 9.62 138.97 9.47 60.63

38 9.49 120.55 9.55 144.19 9.42 58.23

39 9.57 117.22 9.68 137.01 9.47 58.02

40 9.56 127.46 9.59 154.25 9.51 60.75

41 9.51 113.82 9.54 140.12 9.47 53.15

42 9.57 115.28 9.64 151.08 9.45 49.15

43 9.55 112.53 9.67 143.21 9.39 50.26

44 9.50 114.19 9.56 145.37 9.43 50.96

45 9.61 120.79 9.66 151.60 9.54 55.00

46 9.67 111.56 9.70 140.03 9.63 50.79

47 9.42 114.75 9.47 147.83 9.34 50.30

48 9.48 118.99 9.56 153.82 9.36 51.88

49 9.53 111.53 9.57 151.77 9.42 44.27

50 9.45 118.66 9.51 159.74 9.34 48.15
51 9.41 101.75 9.50 138.15 9.23 40.60

를 주택가격으로 설정하고 사용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는 주택수
요를 주택면적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비교하고 모형의 강건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Mankiw-Weil이 제시한대로 
주택가격을 주택수요로 간주하고 실증분석하였다.4)

<표 4> Mankiw-Weil 기본모형 추정(주택가격: 만원)

4) 자가가구의 주택가격은 설문시점의 주택가격을 사용하였으며 차가(임차)가구의 경우 선행연구와 같이 월
임대료의 100을 곱한 값을 주택가격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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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9.43 104.09 9.54 143.31 9.18 40.29

53 9.42 103.48 9.49 145.69 9.23 37.90

54 9.43 103.48 9.46 148.80 9.36 35.65

55 9.39 97.05 9.48 136.66 9.17 35.54

56 9.43 99.45 9.51 141.79 9.20 35.17

57 9.38 87.00 9.42 127.93 9.26 27.74

58 9.41 93.40 9.50 134.61 9.14 31.96

59 9.40 92.64 9.50 135.57 9.07 30.11

60 9.36 98.14 9.39 141.54 9.26 33.50

61 9.40 94.40 9.42 139.60 9.28 29.45

62 9.28 94.71 9.31 142.19 9.12 27.65

63 9.28 90.10 9.30 132.54 9.20 28.70

64 9.23 94.11 9.25 138.55 9.13 29.88

65 9.12 93.66 9.15 135.74 9.00 31.47

66 9.13 93.96 9.12 139.90 9.13 28.48

67 9.11 98.43 9.14 144.69 8.99 31.44

68 9.06 88.93 9.07 130.03 9.04 28.97

69 9.09 91.53 9.11 136.39 9.01 27.64

70 9.06 100.51 9.07 146.70 9.03 32.94

71 8.97 89.91 9.02 132.27 8.79 28.63

72 8.98 93.71 8.97 137.50 9.03 30.14

73 9.03 88.58 9.03 128.39 9.00 29.75

74 8.81 82.75 8.84 120.14 8.71 27.64

75 8.89 82.67 8.94 119.25 8.75 28.20

76 8.87 75.40 8.90 111.95 8.72 23.12

77 8.77 69.35 8.75 97.37 8.81 25.59

78 8.77 68.12 8.82 92.99 8.66 26.86

79 8.72 67.92 8.66 94.01 8.88 25.96

80 8.70 127.06 8.77 173.73 8.55 49.94
수정된
설명력 0.95  0.98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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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전체 차가 자가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상수항 -4364.8 -33.89 -3238.5 -19.88 -4796.4 -20.44

가구주연령 130.4 27.18 99.4 15.97 139.6 18.45

가구주연령2 -1.2 -28.24 -1.0 -16.79 -1.3 -20.09

총가구원수 407.1 43.07 262.0 18.6 470.2 37.37

교육수준 225.3 62.86 210.0 38.16 231.2 49.55

기혼 266.5 5.56 478.0 8.81 324.6 3.27

이혼 -425.8 -6.16 -294.2 -3.98 -130.3 -0.91

사별 234.9 4.33 296.4 4.3 415.9 3.95
수정된
설명력 0.378  0.370  0.389 

본 연구에서 가정한 Mankiw-Weil 수정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항상소득과 
사용자 비용을 추정해야 한다. 이는 주택과 같은 내구재의 소비를 결정하는 소득
변수는 가구의 현재소득이 아니라 항상소득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정의철, 2002; 
김정수·이주형, 2004; 정의철, 2005; 최유미·남진, 2008; 심종원·정의철, 2010)에 기
초하고 있다. <표 5>는 식(5)에서 제시된 항상소득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5) 
항상소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는 월총소득에 12를 곱하여 연소득으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가구주의 
연령, 총가구원수, 교육수준 및 결혼상태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항상소득은 이들 
변수의 함수로 가정하였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항상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나 가구주연령2의 계수가 음(-)으로 추정되어 일정이상의 연령에 도달하면 체
감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항상소득은 가구원이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은 유지하고 있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항상소득 추정

5) Friedman(1957)은 실제로 측정되는 소득을 실제소득(observed income)이라 할 때, 실제소득은 항상소득
(permanent income)과 임시소득(transitory income)의 합이며, 소비는 현재소득이 아닌 미래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즉, 항상소득에 의존한다는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을 주장하였다.   기존
의 선행연구에서도 주택과 같은 내구재의 소비에 적합한 소득변수가 항상 소득임은 널리 알려져 왔다.
(김주원·조주현; 2010)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항상소득(단위: 만원)추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가구연소득가구주연령가구주연령총가구원수결혼형태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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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전체 자가 차가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상수항 1.51 39.05 2.71 55.16 1.22 18.82

항상소득 0.28 57.60 0.18 33.28 0.31 36.63

주거비용 -0.01 -13.86 -0.01 -9.76 -0.01 -15.98

30 0.17 6.90 0.02 0.44 0.16 5.21

31 0.25 11.12 0.02 0.46 0.23 8.10

32 0.22 10.23 0.03 0.89 0.17 6.31

33 0.23 10.73 0.01 0.23 0.19 6.83

가구의 주거비용은 자가가구의 경우 식(6)을 사용하여 주거비용을 계산하여 
사용하였고, 차가(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를 주거비용으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단위면적(m2)당 자가가구의 주거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식(6)

여기서 V는 현주택의 단위면적당(㎡) 주택가격, 은 이자소득세율, 은 주택
담보대출금리, 는 수신금리, 는 실효보유세율, 는 유지 및 감가상각률, 는 
실효양도세율, 는 실질주택가격상승률을 의미한다.6)7)

항상소득과 주거비용을 고려한 주택면적 기준 Mankiw-Weil 수정모형 분석결
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예상한 것과 같이 항상소득이 증가할수록 주택수
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대로 주거비용이 증가하면 주택수요가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Mankiw-Weil 수정모형 추정(면적: 평)

6) 이자 소득세율과 실효 양도세율 등은 자료를 통해 관찰할 수 없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이자 소득세율 
16%, 실효보유세율은 0.2%, 유지 및 감가 상각률을 2.5%로 가정하였으며, 평균이자율은 (대출금리×   
LTV)+{수신금리×(1-LTV)}로 가정하고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는 한국은행 주택담보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를 적용하였다. LTV 비율은 50%를 적용하였으며 주택가격 상승률은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를 
참조해서 지역별로 계산하였다.

7) 정의철 외(2005)는 자가가구의 사용자비용을 
  로  가정하고 계산하

였는데, V는 현주택의 평당 매매가격, 는 한계소득세율, 는 주택가격대비 융자금 비율, i는 명목이자율, 
는 재산세 실효세율, 는 주택투자에 대한 위험프리미엄, 는 주택가격대비 유지관리비용의 비율, 는 
주택가격 상승 예상률이다. 조성진·조주현(2013)도 정의철 외(2005)와 동일한 산식을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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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0.27 13.18 0.04 1.27 0.20 7.23

35 0.28 14.47 0.05 1.48 0.22 8.08

36 0.28 14.61 0.03 1.02 0.22 8.46

37 0.31 17.04 0.07 2.18 0.25 9.75

38 0.32 17.38 0.08 2.54 0.23 8.87

39 0.34 18.04 0.11 3.64 0.25 9.51

40 0.35 19.69 0.11 3.71 0.26 10.06

41 0.34 17.77 0.07 2.25 0.27 9.60

42 0.35 18.89 0.10 3.43 0.25 8.26

43 0.35 18.47 0.12 4.00 0.23 7.76

44 0.35 18.32 0.10 3.37 0.24 8.34

45 0.35 19.33 0.12 4.18 0.23 8.25

46 0.40 20.61 0.16 5.13 0.29 9.79

47 0.37 19.94 0.13 4.35 0.24 8.48

48 0.39 21.14 0.16 5.24 0.24 8.60

49 0.41 21.33 0.16 5.27 0.23 7.11

50 0.41 22.25 0.16 5.39 0.24 8.06

51 0.41 20.06 0.17 5.47 0.21 6.18

52 0.40 20.34 0.16 5.19 0.21 6.15

53 0.45 22.57 0.20 6.83 0.21 5.93

54 0.47 23.89 0.18 6.23 0.27 7.02

55 0.46 22.37 0.21 6.74 0.23 6.09

56 0.44 21.48 0.17 5.71 0.20 5.23

57 0.47 21.15 0.18 5.75 0.24 5.21

58 0.52 24.24 0.24 7.74 0.29 7.02

59 0.48 22.36 0.20 6.59 0.20 4.61

60 0.50 24.43 0.20 6.57 0.27 6.60

61 0.55 25.93 0.23 7.57 0.32 7.11

62 0.51 24.25 0.19 6.33 0.21 4.41

63 0.53 24.43 0.21 6.79 0.29 6.46

64 0.52 25.05 0.20 6.52 0.29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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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0.53 25.53 0.20 6.62 0.32 7.72

66 0.54 26.39 0.19 6.25 0.33 7.21

67 0.56 28.12 0.21 7.18 0.36 8.62

68 0.54 25.39 0.21 6.84 0.28 6.41

69 0.61 28.90 0.23 7.70 0.44 9.51

70 0.59 30.18 0.21 7.13 0.43 10.69

71 0.63 29.76 0.23 7.65 0.52 11.72

72 0.60 29.64 0.22 7.20 0.44 10.47

73 0.63 29.65 0.26 8.36 0.44 10.24

74 0.66 30.12 0.26 8.46 0.52 11.74

75 0.62 27.73 0.24 7.72 0.38 8.47

76 0.71 29.83 0.29 9.02 0.54 10.40

77 0.71 28.31 0.30 8.94 0.57 11.76

78 0.73 28.31 0.30 8.68 0.63 13.40

79 0.79 30.53 0.34 9.76 0.70 14.32

80 0.87 45.72 0.40 13.13 0.76 22.26
수정된
설명력 0.19  0.09  0.20 

본 연구는 추정된 Mankiw-Weil 기본모형 회귀식과 장래추계인구자료를 이용
하여 장기주택수요를 추정하였다. 통계청 장래추계인구자료에 따르면, 자가가구 집
단의 연령대별 주택수요 분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0대 중반이후 인구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2030년까지는 주
택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7>을 보면 장래추계인구는 대체적으로 40대의 경우 202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나, 50-60세는 2030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70대의 경우는 
2040년까지 증가세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계인구증가율과 주택수요증가율은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2035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택수요증가 변동폭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030년 기준 추계인구 증가율은 0.36%, Mankiw-Weil 기본모형 기준 주택수요 증
가율은 2.51%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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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연도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30세 680 675 710 618 448 447 453 449 444 413

31세 719 653 719 631 481 453 454 449 444 419

32세 767 644 724 648 479 487 453 450 444 424

33세 811 645 716 670 513 457 452 451 444 427

34세 830 651 694 689 594 435 479 449 444 433

35세 814 673 667 702 611 442 442 447 444 439

36세 777 711 646 711 624 476 448 448 444 439

37세 747 759 637 715 641 474 481 448 445 439

38세 746 803 638 708 663 508 453 448 446 439

39세 763 822 645 687 682 588 431 475 445 439

40세 790 807 667 661 696 606 438 438 444 440

41세 828 770 705 641 705 619 472 444 445 441

42세 861 741 753 632 710 637 471 478 446 442

43세 877 741 797 634 704 659 505 450 445 444

44세 884 758 817 641 684 679 586 429 473 443

45세 883 786 803 663 658 693 604 437 437 443

46세 869 824 767 702 638 703 617 471 444 444

47세 839 857 738 751 630 709 636 470 478 446

48세 815 874 738 796 632 703 658 505 451 446

49세 820 881 756 816 641 683 679 586 429 474

50세 830 880 784 802 663 658 694 605 438 438

51세 837 866 822 766 702 639 704 619 473 445

52세 853 836 855 738 751 631 710 638 472 480

53세 869 812 872 738 796 633 704 661 507 453

54세 867 816 879 755 816 642 685 682 589 432

55세 844 826 878 783 802 664 660 696 608 441

56세 808 832 863 821 766 703 641 707 622 475

57세 772 847 832 853 738 752 633 713 641 475

<표 7> 장래 추계인구 및 주택수요

(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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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736 862 808 869 737 797 635 707 664 510

59세 697 858 811 875 754 816 642 687 684 592

60세 651 835 819 873 781 801 664 661 699 610

61세 589 798 824 857 817 765 703 641 709 624

62세 533 760 837 825 848 735 751 633 714 642

63세 498 722 850 799 862 733 794 634 707 665

64세 469 682 844 801 867 749 812 641 686 685

65세 455 636 819 807 863 774 796 662 660 698

66세 451 573 780 809 845 809 759 699 639 707

67세 437 517 741 820 811 837 727 745 629 711

68세 408 481 701 830 784 849 724 786 629 703

69세 370 450 659 820 782 850 737 802 635 681

70세 340 435 611 791 784 843 759 784 653 653

71세 338 427 547 749 782 821 789 744 687 630

72세 352 411 490 707 787 784 813 710 730 618

73세 354 381 452 664 791 752 819 703 767 616

74세 337 341 420 619 776 745 815 711 778 618

75세 316 311 401 568 742 741 802 727 755 632

76세 297 305 389 503 696 732 775 750 711 660

77세 275 313 369 445 648 729 732 765 673 696

78세 252 309 336 404 600 723 694 762 659 724

79세 232 289 296 369 550 698 677 748 658 726

80세 213 265 264 345 496 656 662 725 663 695

계 50617 51435 51972 52160 51888 51091 49810 48121 46125 43959

추계인구증가율 1111....66662222 1111....00004444 0000....33336666 ----0000....55552222 ----1111....55554444 ----2222....55551111 ----3333....33339999 ----4444....11115555 ----4444....66669999

주택수요증가율
(기본모형) 4444....55553333 4444....00007777 2222....55551111 ----0000....77775555 ----3333....88888888 ----5555....33338888 ----5555....55552222 ----6666....22220000 ----5555....5555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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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결결결결론론론론

한국은 급속한 노령화 진행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변화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Mankiw-Weil 및 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택수
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의 변화 가능성을 추론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주거실태조사 자료이며 이를 이용하여 가구 구성원들의 연령과 주거면적
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하고 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주택수요를 전망
하였다.

주택면적 기준 Mankiw-Weil 기본모형 추정결과를 보면, 자가가구의 경우 40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8세에 최대치(25평)를 보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차가가구의 경우는 30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주택수요가 상승하여 40대 후반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주택수요 
연령은 46세로 약 19평으로 분석되었다. 전체가구의 경우 자가가구와 비슷한 주택
수요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대치(약 22평)는 자가가구와 동일한 58세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는 추정된 Mankiw-Weil 기본모형 회귀식과 장래추계인구자료를 이용
하여 장기주택수요를 추정하였다. 통계청 장래추계인구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주택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요의 경우도 40대는 2025년 이후 감
소세를 보이나, 50-60세는 2030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70대의 
경우는 2040년까지 증가세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주택수요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추계인구증가율과 주택수요증가율은 체감적으로 증가
하다가 2035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주택수요증가 변동폭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2030년 기준 추계인구 증가율은 0.36%, 주택수요 
증가율은 2.51%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수요 예측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역별모형을 개발 
하여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주택수요 곡선을 시뮬레이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장기 주택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인구요인뿐만 아니라 주거특성, 주거니즈의 
변화 추이, 1-2인 가구의 변화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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