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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influencing factors on the time gap between construction permission 
and star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f Korea.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both 
macroeconomic and housing-market-specific conditions including market interest rate, the 
annual appreciation rate of housing price, and the annual changing rate of the number of 
unsold apartments are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the delay time between housing 
permission and start. In addition, detailed project characteristics such as project size, project 
region, housing type, and land development type affect the delay time of construction start 
after construction permit. We are expecting that increase in housing demand will be limited 
in the near future due to the demographic changes like extremely low birth rate and rapid 
aging. These conditions require more cautious policy settings related to housing supply. The 
related policy decisions need to be determined based on the reliable information related 
to the future housing supply. Our efforts can be considered as a new and partial step to 
build a comprehensive estimation model of future housing completion schedule in the who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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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일반재화 시장과 다르게 주택시장은 수요의 감소에 따라 공급량이 즉각적으로 감소하지 

않거나, 공급량이 증가할 때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관측되는 경우가 있다. 

Shiller(1990)는 이와 같은 현상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공급 증가는 가격 안정의 

신호가 아니라 향후 주택이 계속 부족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현상 

때문으로 이를 ‘부족의 착각(Shortage Illusion)’이라고 지칭하였다. 실제로 과거 수도권 주

택시장의 경우, 2000년~2002년 기간 동안 주택건설실적(인허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만 주택가격은 조정되지 않고 2002년에는 20%이상 상승하였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주택가격은 하락 국면에 있음에도 주택건설실적은 약 25만호 수준을 유지하였고, 2015

년에는 주택가격상승률이 5%이하 수준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실적은 약 41만호를 기록하

였다. 적어도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Shiller(1990)가 주장한 부족의 착각 현상이 발견되고 있

다. ‘부족의 착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근거로 주택공급시장이 비합리적인 시장이라고 규정하기는 

이르다. 예컨대, 부족의 착각현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인허가 실적이 증가하더라도 이후 인

허가 물량이 재고로 환원된 이후에는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반응에 의해 공급조정이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설인허가 이후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주택건설과정에서 실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

다. 즉, 주택공급량의 변화가 주택시장에서의 조절기능을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서는 주택공급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주택공급 과정은 크게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그리고 준공이라는 3단계로 구성되며, 

착공 이후 준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불확실성은 크지 않다. 주택건설의 특성 상 착공 이

후 단계는 중간에 공사를 중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허가에서 착공에 이르는 

과정은 상당 부분은 취소 또는 이연되면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난다. 즉, 주

택공급자는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주택건설 인허가에서 착공기간을 조절하면서 시장

상황에 반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거나 하락하는 상황이 

예상되면, 주택공급자는 과도한 주택공급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시

도를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착공실적과 인허가실적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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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던 2011년에서 2012년에는 연도별 인허가 대비 착공

비율이 각각 73.5%, 77.6%로 나타났다.

인허가에서 착공기간 동안의 불확실성은 주택공급 정책의 관점에서 중장기 주택공급 계

획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된다.  또한 ‘부족의 착각’ 현상이 시장에 나타나면 주택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향후 자본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주택공급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인허가~착공 소요

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

는 주택공급 시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분석방법론인 Cox의 비례위

험모형(Cox모형,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과 가속화 고장시간(AFT모형, Accelerated 

Failure Time Model)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과거 수도권의 주택공급 자료를 이용하여 실

제 주택건설 인허가~착공 기간에 대한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4장에서는 3장과 2장의 내

용을 바탕으로 주택건설 인허가~착공 기간을 종속변수로 두고 생존분석을 실시하여 영향

요인을 계량적으로 밝히고 있다. 

II.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1. 선행 연구

주택공급은 크게 나대지나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되거나 이미 공급된 지역에서의 재개발

을 통해서 공급된다. 신규택지 또는 나대지를 통해 공급되는 방식은 다시 공공택지개발, 

기존 나대지의 건축, 민간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진행된다. 재개발을 통한 방식은 민간의 

개별적인 재건축이나 도시재정비를 통해 진행되며, 공공의 계획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택지

개발의 경우는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조성공사 착공의 과정을 거친 후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과정을 거쳐 준공된다. 기존 나대지 건축과 민간택지개발에 의한 

공급은 일바적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건축인허가 이후 과정은 동일하다(지규현 

2014).

이처럼 주택공급은 복잡한 제도 하에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져 매우 비탄력적으로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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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택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주택시장의 불균형과 관

련하여 DiPasquale and Wheaton(1994)은 재고-공급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주택시장은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됨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

면 주택가격은 매년 0.29%씩 조정되고 주택공급은 장기균형에 수렴하는 기간 동안 매년 

0.02%씩 조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Hua(2001)는 분양 및 재고 주택시장 분석을 통해 대만

의 주택가격과 공급 관계와 조정시차를 실증적으로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대만의 선분양 

시스템의 존재가 주택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주택시장

의 불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Topel and Rosen(1988), Riddle(2004)등을 들 수가 

있다.

주택공급의 비탄력성은 지역 및 건물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김형석ㆍ이영성

(2008)은 국내 주택공급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상태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비탄

력적이며, 주택전체보다 아파트가 더 비탄력적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1). 수

도권이 더 비탄력적인 이유로 비수도권 보다 규제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하였으며, 아파트

가 더 비탄력적인 것은 사업추진과정과 건설기간이 길고 공급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

하고 있다. 주택공급의 비탄력성에서 시작된 시차는 지역별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지규현ㆍ최성호(2010)는 분양주택과 재고주택시장 분석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

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주택하위시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는 경기도는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과정이 서울시에 비해 더 잘 작

동하는 반면, 서울시는 전기의 분양주택 가격의 상승이 다음기의 분양주택가격 상승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시장 메카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규주택공급량을 분석한 결과는 주택재고 증가에 대

응하여 나타나는 신규주택 공급량이 경기도의 반응정도가 서울시 보다 더 크게 나타나 두 

지역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시경제 여건 이외에 공급의 제약적 요소가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주택공급 시기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장영현(2008)은 생

존분석을 활용하여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였

1) 김형석ㆍ이영성(2008)에서 측정한 가격탄력성은 수도권인 서울 0.181, 경기 0.130, 인천 0.151로 나타났으

며, 비수도권은 0.270~0.469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탄력성은 서울 -0.114, 인천 -0.031로 나타났는데, 추정과

정에서 사용한 수요함수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다소 낮았던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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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사업시행기간을 종속변수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단계기

간 내에 정책적으로 적용된 규제 더미변수, 주택시장과 재개발 구역 내 속성과 관련된 변

수, 구역 내 거주민 관련변수, 개발밀도 관련 변수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다른 사업장

에 비해 동북지역의 사업기간이 늘어났으며, 무허가 건물의 비율이 적을수록, 대지면적의 

크기가 클수록, 분양면적 60㎡이하 주택 건립수가 많을수록, 주가지수와 비주거용건물건

설실적이 높을수록 사업기간이 늘어났었다. 신현주ㆍ정창무(2004)는 재개발 전체 사업기

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단계별로 측정하였는데, 구역지정시점의 경제성장률, 관리처

분계획시점의 서울시 지가변동율, 분양처분 시점의 장외 회사채 금리, 대출금리, 세대수, 

가옥주 비율, 건폐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전진홍 외(2010)는 1998~2009년 동안 축적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정보시스템(HIS; 

Housing Information System)의 수도권 인허가 자료를 기초로 사업유형 중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정비)을 제외한 유형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시기를 결정하

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인허가~착공 소요기간과 착공~준공 소요기간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신청유형,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최고층수지상, 최고층수 지하, 총세대수, 지역더미, 시점더미를 사용하였다. 인허가~착공 

기간에 영향에 대한 주요 결과로 연립이외의 주택은 세대수가 증가할수록 사업기간이 줄

어들고, 연립의 경우는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1.3개월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공급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주택유형, 주택경기, 지역별 특성 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으나, 주택경기가 주택유형별, 사업유형별로 공급시기에 얼마나 영향

을 주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증 분석은 없었다. 

2. 분석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급기간을 파악하는 것이며 관측된 자료는 사업진행중인 자료를 포

함하고 있다. 개별사업장은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인허가 시점

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인허가~착공까지 서로 다른 거시환경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사업방법 및 사업규모와 같은 개별사업장의 특성 차이가 소요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의 분석은 생존분석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생존분석 모형인 Cox

의 비례위험모형(Cox모형,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과 가속화 고장시간 모형(AFT모



122  住宅硏究 제 25 권 제 3 호

형, Accelerated Failure Time Model)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존분석의 일반적인 개념에 따라 인허가~착공 과정에서 착공을 사건(혹은 failure)으로 

정의하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존기간이라 볼 수 있으며 관찰 종료시점에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중도절단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착공을 사건으로 정의하고 착공

확률을 위험함수 라 하면, Cox(1972)의 논의에 따라 생존함수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x의 비례위험모형은 고유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개별 위험함수가 기저 위험함

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는 비모수적 모형이다.

  exp′                       (식 1)

식 (1)에서 는 시간 , 개별 인허가 물건의 공변량 일 때 개별위험함수이며, 

는 시간 에서의 기저 위험함수로 공변량의 값들이 모두 0일 때 위험함수의 값이다. 

Cox모형은 공변량의 변화가 위험률에 비례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Cox모형에 종속변수로 착공까지 소요기간을 사용하면, 추정계수 값의 양(+) 부호는 착공

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는 것이며 반대로 음(-) 부호는 착공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착공 발생 확률이 크다는 것은 착공까지 소요기간이 짧아진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Cox모형은 공변수가 기저위험함수를 기준으로 위험률에 일정한 효

과를 미친다고 가정하는 반면, AFT모형은 공변수가 생존기간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친

다고 가정한다. 만약 공변수가 택지개발 더미라고 하면, Cox모델은 택지개발 더미의 효과

는 일정하며 위험률은 기저위험함수와 택지개발 더미의 곱으로 계산된다. 

AFT모형은 기저위험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Cox모델과 다르게 기저위험도 직접 추

정해야 되는 대상이 되며 식 (2)와 같다. 또한 종속변수의 분포도 알 수 없으므로 식 (2)의 

추정은 기저분포를 사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2) AFT모형의 기저분포는 Weibull분포, 지수

분포, 대수-로지스틱분포 등 다양한 분포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기저분포는 식 (2)에서 척

도모수를 이용하여 log   로 표현된다. 본 고에서 가장 유연한 분포형태를 가지

는 Weibull분포를 가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 AFT모형에 대한 설명은 박재빈(2006)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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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                        (식 2)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Cox모형의 경우 기저 위험함수와 개별 위험함수의 분포가 동일

하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며, 생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반면, 

AFT모형은 공변수가 생존시간에 직접영향을 주며 생존기간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예

컨대, Cox모형은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혹은 연립주택으로 주택유형이 달라지면 인허가에

서 착공까지 위험률은 공변량에 따라 기저위험에 비례적으로 변하게 된다. 반면, AFT모형

은 주택유형에 따라 해당 위험률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식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존시간은 공변수의 변화에 따라 상승적으로 변하며, 이때 ′를 가속요인으

로 부른다. 본고에서 Cox모형과 AFT모형을 동시에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공급 생존

시간에 대한 실증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실증분석

1. 기초 분석

실증분석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공급정보시스템(HIS)에서 보유하

고 있는 수도권 주택건설인허가 자료이다. 분석 자료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 발생 

건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측종료 시점은 2013년 6월 30일이다. 취소시점이 허가시점 

혹은 착공시점과 같거나 초과하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른 최종 분석자료는 141,763개

이다.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인허가~착공 소요기간은 착공일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대상으

로 ‘착공일-인허가일’로, 인허가 취소는 ‘취소일-인허가일’로 그리고 미착공인 경우는 ‘관

찰완료일-인허가일’로 계산하였다. 독립변수는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주택

가격 연간증감률과 전년동월 대비 미분양연간증감률은 광역시도 단위로 계산하였으며, 건

설주택(가구)수는 주택공급정보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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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25분위 50분위 최대값 최대값

착공기간(인허가~착공, 년) 0.48 1.099 0.003 0.019 0.063 0.339 8.482

전년동월 대비 

주택가격연간증감률
0.097 0.012 0.077 0.086 0.098 0.106 0.124

전년동월 대비 시장이자율 

회사채 BBB- 증감
0.039 0.091 -0.071 -0.024 0.004 0.086 0.306

전년동월 대비 

미분양연간증감률
0.019 0.124 -0.239 -0.031 -0.003 0.048 0.571

건설주택수(호) 12.995 91.713 0 1 1 7 6,716

자료: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지수, 미분양은 국토해양부, 시장이자율은 한국은행 자료임.

<표 1> 착공기간 및 외부환경 변수 기초통계량

구분
사업장 수 건설주택

수 비중(%) 수 비중(%)

지역

서울 29,921 21.11 474,277 25.75

경기 97,303 68.64 1,092,797 59.32

인천 14,539 10.26 275,098 14.93

주택

유형

아파트 3,681 2.60 1,243,043 67.48

연립/다세대 32,493 22.92 337,684 18.33

단독/다가구 105,589 74.48 261,445 14.19

토지

유형

공공택지 2,398 1.69 610,535 33.14

재개발/재건축/주거 517 0.36 225,541 12.24

민간택지 138,848 97.94 1,006,096 54.61

사업

주체

공공 613 0.43 446,179 24.22

민간조합 940 0.66 450,630 24.46

민간개인 140210 98.90 945,363 51.32

<표 2> 범주형 변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지역, 주택유형, 토지유형, 사업주체, 허가유형 그리고 임대여부에 따라 

생존확률이 달라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토지유형과 사업주체 그리고 주택유형의 경

우 완전히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나 개별 범주의 영향력을 보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해당 범주별로 착공확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생존

분석에서는 K-M(Kaplan-Meier) 위험함수를 이용하여 해당 가정을 확인한다. <그림 1>은 

해당 변수의 범주별 K-M 위험함수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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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 착공시기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가 착공시기가 가

장 빠르며 아파트가 가장 긴 착공시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독이 연립/다세

대보다 착공시기가 길게 나타난 것은 단독은 단독주택을 택지 단위로 분양하는 경우가 포

함되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유형별로는 민간택지, 공공택지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순으로 착공시기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3) 

<그림 1> 변수별 Kaplan-Meier 위험함수 결과

2. 추정 결과

부동산 경기 등 외부 거시경제 환경 변화 및 사업형태가 착공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Cox모형과 AFT모형을 추정하였다. Cox모형 추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거시환경 변수로 사용된 회사채 수준, 연간가격증감률 그리고 미분양연간증감률은 모형 

1에서 모형 5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회귀계수가 양수이면 착공

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고, 음수이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형 1의 경우 

3) K-M 위험함수 결과는 log-rank Test결과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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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BBB-가 한 단위인 1% 증가할 때마다 착공될 가능성은 10.72%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허가~착공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시장금리의 인상은 부동

산 개발비용의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주택공급자는 착공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회사채BBB-증감
1.1072***

(0.2576)

0.9692***

(0.2583)

1.0115***

(0.2586)

1.1682***

(0.2589)

연간가격증감률
-0.8540***

(0.0727)

-0.8123***

(0.0726)

-0.7849***

(0.0727)

-0.7372***

(0.0728)

연간가격증감률제곱
4.9417***

(0.3237)

4.8026***

(0.3238)

4.7421***

(0.3239)

4.6465***

(0.3242)

미분양물량연간증감
-0.2278***

(0.0231)

-0.2348***

(0.0231)

-0.2331***

(0.0231)

-0.2265***

(0.0231)

건설주택수
-0.0018***

(0.0001)

-0.0009***

(0.0001)

-0.0010***

(0.0001)

-0.0003***

(0.0001)

지역더

미

경기=1
-0.2335***

(0.0071)

-0.1879***

(0.0082)

-0.1940***

(0.0082)

-0.1929***

(0.0082)

인천=1
0.0364***

(0.0108)

0.0727***

(0.0112)

0.0680***

(0.0112)

0.0677***

(0.0112)

주택유

형더미

연립/다세대=1
0.6393***

(0.0251)

0.5700***

(0.0258)

0.4802***

(0.0254)

단독/다가구=1
0.5119***

(0.0253)

0.4440***

(0.0259)

0.3560***

(0.0255)

토지유

형더미

재개발/재건축=1
-0.7742***

(0.0668)

-0.9285***

(0.0759)

도시환경/주거환경=1
-0.7941***

(0.1584)

-0.7819***

(0.1585)

민간택지=1
-0.1585***

(0.0267)

-0.3571***

(0.0263)

사업주

체더미

민간조합=1
1.1693***

(0.0863)

민간개인=1
1.5576***

(0.0805)

LL -1,386,486 -1,386,040 -1,385,951 -1,385,722

AIC 2,772,987 2,772,098 2,771,925 2,771,472

BIC 2,773,056 2,772,187 2,772,044 2,771,610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표 3> 인허가-착공 Cox비례위험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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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월 대비 주택가격의 연간가격상승률과 주택가격 연간가격상승률 제곱항의 계수

값은 각각 음(-)과 양(+)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공급자가 착공시

기를 늦춤으로써 높은 분양가를 기대하는 것과 시장활황에 의해 공급이 더 빨리이루어지

는 두 가지 경향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반되는 두 영향력을 종합하면 

주택가격 상승시 전반적으로는 인허가~착공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분양물

량연간 증감률은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을 의미하는 변수로 설정한 것인데, 미분양물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착공될 확률이 22.8% 감소하여, 인허가~착공 기간이 길어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주택수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착공확률은 0.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허가~착공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허가~착공 소요기간이 주택유형, 토지유형, 사업유형, 허가유

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자. 모든 변수가 투입된 모형 4를 기준으로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역보다 경기지역은 착공될 가능성이 13.69% 하락하고, 인천지역은 

12.9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에 비해 경기지역이 인허가~착공소요기간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길고, 인천지역은 짧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시장 변화에 대해 

지역별 반응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에 비해 연립/다세대 주택은 42.07% 높고, 단독/다가구 주택은 

37.43% 높게 나타나, 인허가~착공기간이 아파트에 비해 짧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아파

트가 주택공급 조절에 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계수 값의 크기는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결과이다.4) 토지유형별로는 착공될 확률은 공공택지 대비 재개발/재건축은 

42.25%, 도시환경/주거환경은 36.01%, 민간택지는 15.7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

한 시장환경 하에서 공공택지가 인허가~착공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

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시장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FT모형 추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 5에서 모형 8.까지는 각각 Cox모형의 모형 

1에서 모형 4와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AFT모형은 생존함수에 관련된 반면 Cox모형

은 위험함수에 관한 모형이다. 생존율과 위험률은 서로 상반되므로 두 모형의 계수값 부호

는 반대로 나타난다. 실제로 추정된 모형의 경우 공변량을 모두 반영한 모형 4와 모형 8을 

4) 아파트에 비해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가 의사결정 및 행정절차상의 단계가 간소하여, 시장변화에 보

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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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살펴보면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 모형의 계

수값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으나, 모형의 계수값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Cox모형

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변수명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회사채BBB-증감
-1.7024**
(0.5248)

-1.4956**
(0.5230)

-1.6052**
(0.5231)

-2.0135***
(0.5231)

연간가격증감률
4.2681***
(0.1494)

4.1258***
(0.1482)

4.0562***
(0.1482)

3.9180***
(0.1482)

연간가격증감률제곱
-17.5436***

(0.6614)
-17.1334***

(0.6572)
-16.9760***

(0.6568)
-16.6823***

(0.6565)

미분양물량연간증감
0.3538***
(0.0471)

0.3692***
(0.0469)

0.3645***
(0.0469)

0.3473***
(0.0468)

가구수
0.0041***
(0.0001)

0.0022***
(0.0001)

0.0024***
(0.0001)

0.0007***
(0.0001)

지역
더미

경기=1
0.6759***
(0.0145)

0.5020***
(0.0168)

0.5169***
(0.0168)

0.5124***
(0.0168)

인천=1
0.1120***
(0.0221)

-0.0221
(0.0229)

-0.0099
(0.0229)

-0.0100
(0.0229)

주택
유형
더미

연립/다세대=1
-1.5244***

(0.0518)
-1.3296***

(0.0533)
-1.0883***

(0.0519)

단독/다가구=1
-1.1017***

(0.0523)
-0.9108***

(0.0536)
-0.6746***

(0.0521)

사업
유형
더미

재개발/재건축=1
1.9004***
(0.1364)

2.2864***
(0.1541)

도시환경/주거환경=1
1.9595***
(0.3236)

1.9550***
(0.3235)

민간택지=1
0.3772***
(0.0554)

0.8894***
(0.0536)

사업
주체
더미

민간조합=1
-2.7766***

(0.1763)

민간개인=1
-3.7875***

(0.1644)

상수항
-1.7033***

(0.0532)
-0.4007***

(0.0720)
-0.9667***

(0.0886)
2.1297***
(0.1702)

ln(p)
-0.7216***

(0.0021)
-0.7152***

(0.0021)
-0.7144***

(0.0021)
-0.7126***

(0.0021)
LL -304,572 -303,837 -303,704 -303,370
AIC 609,163 607,695 607,437 606,772
BIC 609,252 607,804 607,575 606,930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표 4> 인허가-착공 AFT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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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모형의 추정 결과 Cox모형보다 AFT모형이 통계적으로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구조가 다른 모형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을 나타내는 AIC와 BIC값을 비교할 때,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Cox모형보다 AFT모형이 더 작게 나타나 AFT모형이 통계적으로는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AFT 모형에서 Weibull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는 p는 ln(p)에서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계산 가능

하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AFT모형에서 형태모수 와 척도모

수 는   의 관계를 가진다. Cox모형의 계수값을 라하면, AFT모형에서 계수값 

은 =-/  관계가 성립한다. 형태모수의 경우 위험의 증감을 나타내 주며 본 연구의 모

형의 경우 p값이 모두 1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착공확률은 시간이 증가하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Weibull분포가 착공시기 분석을 위해 적절한 분포의 선택인가라는 

문제는 남아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향후 추가적인 실증분석의 결과가 축적되어야 보다 

명확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Weibull분포가 다양한 분포 중 가장 유연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IV. 결론

주택시장을 판단함에 있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 동안 수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주택의 공급이 인허가 후 착공에 이르는 

기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택경기나 택지공급 상황, 정부의 

정책은 주택 건축물의 인허가 발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되는 

확률에도 영향을 준다. 분석방법적인 측면에서 착공된 시점의 물량을 기준으로 인허가~착

공기간을 계산하면 인허가 후 취소된 중도절단된 물량이 포함되지 않아 소요기간을 과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급의 과정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건설인허

가 이후 중도절단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유형, 주택유형, 인허가 연도 등의 변수를 통한 

생존분석을 활용하여 측정해 보았다. 

물론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자료상의 한계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택공급정

보시스템(HIS)의 수도권 주택건설인허가 자료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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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된 자료를 이용한 점이다. 그러나 취소시점이 허가시점 혹은 착공시점과 같거나 초과

하거나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이 매우 짧은 관측치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립다세

대 혹은 단독다가구 재건축의 경우 이미 공사를 시작한 이후 준공시점에 이르러 착공신고

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장상에 기록이 부정확한 경우로 판단되는 

착공과 취소가 동시에 등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의 정제과

정이 매우 중요한 절차로 판단된다. 또한 추정계수의 크기는 향후 보다 정확한 자료가 이

용된다면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자료상의 한계

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추정결과는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부호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점은 공급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와 다르게 현재 주택시장은 절대적인 주택공급의 부족상황에

서 벗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택시장에서 수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의

미로 해석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정교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허가에서 착공에 이르는 과정에 매우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을 수 있다

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착공시점에 대한 추정결과는 더 이상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공

급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주택공급에 대한 적절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생존분석 개념을 확장한다면 준공될 물량을 추정할 수 있어, 장래 

주택수요의 변화와 비교하여 주택수급의 불일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지구지정 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구

에서 발생할 건축 인허가 물량과 민간택지에서 향후 발생할 인허가 물량을 함께 고려한다

면 보다 정확한 수급불일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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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수도권 주택건설 착공시기에 대한 생존분석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착공시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거시환경 변수인 회사채를 비롯하여 주변지역 주택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연간가격증감

률과 미분양연간증감률이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지 특성을 비롯하여 지역별 차이, 주택의 유형 그리고 토지유형도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점은 공급시기

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수요의 

역할이 커지면서 주택공급도 정교해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민간 혹은 공

공에서 주택공급 사업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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