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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aracteristic by the cities focused on the ratio of new apartment 

resale that is one of the apartment unit sale market, which has been increased recently. So, this 
study examined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apartment trade & sale, housing with 162 cities and 
counties and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dependent variable, ratio of new 
apartment resale. As a result. the factors affecting the ratio of new apartment resale are 7variables, 
apartment sales rate, transfer of ownership, apartment turnover rate, sale volume, regional 
apartment rate, population increasing rate, housing average apartment sale price rate. In terms of 
the increase in apartment sales prices, the rate of sales price increase was relatively low in areas 
where the transaction rate for apartment sales is high, and the number of apartment sales right 
transactions increased as the number of other ownership transfers rose. As a result, the data will 
be ba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systems to stimulate the 
transaction focused on the real estate agents in the apartment market.

Keywords: the ratio of apartment resal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partment unit sale market,    
regional characteristics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출

범이후 첫 부동산 대책으로 ‘6.19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대책의 실효성 논란 때문인지 8.2 대책이 추가로 

발표 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대책은 

주택가격 상승 등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

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다. 규제의 핵심은 투기적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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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단해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정부는 서울과 과천 그리고 세종시와 부산지

역 일부 등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

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이들 규제의 핵심은 투기적 수

요를 통한 시장의 이상과열을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대책

의 중심에 놓은 것은 특정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원인이 분양권 전매 등에 의한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정부는 파악한 것이다. 그만큼 분양권 전매 

문제는 최근 뉴 노멀(New normal)로서의 저성장‧저

금리 기조 등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하향 안정

화가 도모되어야 할 시장을 왜곡시키는 주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양권이란 조합원 외의 일반인이 신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를 의미한다. 청약당첨을 통해 

주택의 착공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

하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란 우리나라의 선분양제도

로 인해 주택의 착공시점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

리인 분양권이 주어지고 이러한 분양권을 준공 이전

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이다. 분양권 전매시장은 

분양시장과 아파트매매시장을 연결하는 시장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분양시장은 수요와 공

급과 관련된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 등과 같은 다양

한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

면에 전매시장은 분양시장을 통해서 창출된 분양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써 보다 일반화된 시장으로서의 성

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매시장에서 형성된 

전매프리미엄이나 전매거래량은 분양시장의 분양가

격이나 아파트시장의 매매가격 및 거래량과 밀접히 

관련되어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아파트 총 거래건

수는 1,294,15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분양권 거래를 

통한 거래건수는 총 633,319건으로 비율로는 아파트 

총 거래건수의 48.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러한 분양권 거래 편차가 더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의 지역 간 실

태 및 특성 현황과 원인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분

양권 거래 특성에 있어 지역 간 차이와 관련하여 어떤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들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2017년 통계

자료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자료들은 

각각 2016년 현재시점의 최근 자료들을 활용하였으

며 항목별로 자료 출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 162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구체적으로 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경기도 31

개, 강원도 18개, 충청북도 11개. 충청남도 15개, 전라

북도 14개, 전라남도 22개, 경상북도 23개, 경상남도 18

개, 제주 2개, 세종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의 검토‧분석과 각종 통계자

료를 조사한 후 지역특성을 3가지 항목으로 분류 하였

다. 인구, 주거, 아파트거래 및 분양, 측면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도시 및 지역 특성 도출을 위한 변수 선정은 선행연

구 등을 통해 지역 특성 3가지 인구, 주거, 아파트거래 

및 분양, 변수로 추출하여 도출된 주요 항목들이 분양

권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

램인 SPSS ver. 22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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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분석 및 이론 고찰 

2.1. 선행 연구 분석 

최근 정부의 정책의 핵심은 주택가격상승의 이상 

현상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중심에는 분양

권 거래가 있으며 저금리, 도시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하위시장(sub-market)의 탈동조화(de-coupling)와 

양극화가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도시 및 지역 차원

의 특성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찾아보고자 하였다.

아파트 거래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및 지역 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인구특성, 주

거특성,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인구특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김태경 외(2008),  

Mankiw‧Weil(1989)로 각 논문에서 인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인구밀도, 노령인구비율, 고용인구비율, 

자가 주택비율, 전세가격 증가율, 전용면적, 평형별 세

대수 등을 분석지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태

경 외 는 주택시장가격 형성의 메커니즘을 종합적으

로 비교 분석하고 변수들을 이용, 주택 가격의 결정요

인을 분석하여 내재적 요인들의 영향력 변화를 성명

하고자 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사용하여 주택 

가격에 대해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의 주택시장을 조절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단서

를 제공하기 위해 헤도닉 모형에 시간개념을 도입한  

결과 수도권에서의 공간적 변화와 전용면적의 증가, 

입주 년 수가 경과될수록 아파트 동 수가 많고, 다양한 

평형의 단지, 노령자 비율이 높을수록, 하천, 녹지 접

근성이 좋을수록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을 하였다. Mankiw‧Weil는 미국의 주택시장에 

대한 주요 인구 변동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중심으로 Mankiw-Weil 모형을 

통해 연령별 인구의 장기적 변화에 따라 향후 주택수

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베이비붐 세대로 인한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과 주택수요와 주택가격사

이의 관계를 통해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

하였다.

주거특성을 연구한 것은 김견규(2009), 김상호

(2015)로 주거특성을 바탕으로 한 가구수, 인구밀도, 

노인인구비율, 1인당 부동산 보유세, 아파트 비율, 건

축허가건수, 관내이동비율, 재정자립도, 주택매매지

수 천 명당 사업체수, 출산율을 분석지표로 하여 연구

를 전개하였다. 김견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상황, 

전국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요인을 구성한 후 주택가

격 변화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지역별

로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

로 비교한 결과 전국, 수도권‧지방 중소도시, 주택가

격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는 서로 차이가 있으

며 전국과 지방중소도시에서 모두 영향을 가지는 변

수는 2‧3차 ‘산업 사업체수’와 ‘재정자립도’이고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보다 강했으며 지방중

소도시는 산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규모가 클수록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의미한다고 파악하였다. 연구방

법과 범위에 있어서는 본 논문과 유사하나 영향변수

에서 주거의 특성과 개발호재 등 여건 변화 관련 변수

는 고려되지 않았다. 김상호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지표와 주민만족 도시 특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

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인구적 

측면에서 인구밀도와 관내 이동 비율, 합계출산율 등

이 주거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고 인구 규

모의 경우 30만 명 이상의 지자체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을 연구한 것은 이용각

(2012), 김선웅 외(2016), 김선웅(2017), 한광호외

(2017)로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을 바탕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 청약경쟁율, 주택보급률, 분양률, 주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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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태, 등을 분석지표로 하여 연구를 전개하였다. 이

용각은 신규 분양 주택과 재고 주택 두 개의 부분시장

에서 가격의 차이를 비교하여 지역적, 시기적 가격차

이의 특성과 가격차이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두 가격 

간 차이의 원인은 주로 기능적 낙후화와 물리적 노후

화 그리고 지역 부분의 영향력에 의한 현상으로 증명

하였고 수도권과 광역시보다는 그 외 지역에서 정책

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김

선웅 외는 분양권 전매비율을 중심으로 지역 간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162개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특성,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

을 살펴보았으며 분양권 전매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는 아파트 비율, 인구증가율, 분양물량 평균 아파트 매

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1인 가구 증가율, 청약경

쟁율, 지역 내 매입자 거래호수 등 7개의 변수가 분양

권 전매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

선웅은 아파트의 거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분양권 전

매비율을 중심으로 도시 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

양권 전매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29개의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유의한 변수를 추출하기 위해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양 물량, 청약경쟁율, 아파트 비

율,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 자가점

유비율, 주택보급률, 인구증가율, 1인 가구 증가율 등 

8개의 변수가 분양권 전매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로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분양

권 전매에 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 

하위시장별, 즉 (서울, 부산) 등 도시 간 아파트 하위시

장의 특성을 반영한 미시적 주택 정책이 모색될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한광호외는 공동주택 분양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참

여자를 투자자와 실수요자로 분류한 뒤 그 특성차이

를 분석한 결과 전체시장의 투자자는 실수요자에 비

해 더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

가 많을수록 투자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또한 부산과 경남지역 모두 계약자의 거리

가 증가할 경우 투자자일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특히 지역의 실수요자가 부산에 비해 더욱 

가까운 지역에서 유입된다고 하였고 부산은 중대형 

규모의 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은 장년 및 고령층의 인

구비중이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특성에 따라 전체모형

과 달리 전용면적에 대한 결과가 반대로 도출되어 부

산지역 투자자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3가지 지역 특성으로 선행 연구를 살펴

보았고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

파트 분양권 거래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및 지역 

특성 요인으로  변수를 선정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는 

Figure 1. Change of the Market for the Apartment Sales.
Source : Statistical annual report by region, Korea Appraisal Board, (http://www.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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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범위에 있어서 한계성이 높게 나타나 본 논문

에서는 162개의 시·군으로 연구하였으며, 영향변수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좀 더 고려해 볼 필요성을 인지하

여 시·군 변수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아파트 분양권시장의 변화

아파트 분양권 거래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지난 12년간의 아파트 거래량과 

아파트 매매량,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을 시계열로 알

아보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먼

저 2006년 아파트 거래량은 1,060,673건에서 2017년

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1,294,151건으로 2006년 대비 

22%가 증가하였고 2006년 아파트 매매량은 721,283

건에서 2017년 아파트 매매량은 611,154로 15.3%가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아파트 분양권거래량은 2006

년 230,320건에서 2017년 633,319건으로 2006년 대

비 175%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에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아파트 매매량을 앞서

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

지 아파트 거래량과 아파트 매매량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꾸준한 양상을 보

이다가 2014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부동산 시장에서 큰 우

위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시사하며 그에 따른 수요자

의 인식변화와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나타내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지역 간 아파트 분양권시장 특성

아파트 분양권시장의 일반적인 흐름을 알아보고 지

역 간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현 시장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아파트 거래에서의 매매와 분양권 거

래, 2016년과 2017년 아파트 매매와 분양권 거래의 비

교, 2016년과 2017년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분양권 기

타 소유권이전의 비교를 살펴보았다. 

2.3.1 지역 간 아파트 분양권 현황

2016년 전국을 기준으로 아파트 거래대비 아파트 

매매비율은 60.7%였고 분양권 거래비율은 30%를 기

록하였으나 2017년 전국을 기준으로 한 아파트 거래

대비 아파트 매매비율은 47.2%이고 분양권 거래비율

은 48.9%를 기록하였다. 전국을 기준으로 한 아파트 

거래대비 분양권 거래가 아파트 매매를 초과하는 비

Figure 2. present condition of apartment resale by area
Source : Statistical annual report by region, Korea Appraisal Board, (http://www.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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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2017년이 최초이다. 각 지역별로도 절반 이상의 

지역이 아파트 매매보다 분양권 거래가 더 높은 비율

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곳은 세종시로 아파

트 매매비율이 16.7%인 반면 분양권 거래비율은 

82.4%로 높은 차이를 보였고 경남의 경우도 아 파트 

매매비율이 35.3%이고 분양권 거래비율은 61.2%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서울은 아파트 매매비율이 65.3%, 분양권거래

비율이 29.9%로 아파트 매매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분양권 거래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30%를 넘

는 분양권 거래비율을 보였다.

2.3.2 아파트 매매와 분양권 거래 비교

위의 표를 보면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볼 때 확

실한 변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2016년에 비해 아파트 매매와 분

양권 거래의 격차가 거의 없는 일치된 형태인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아파트 매매량과 분양권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을 보면 2016년 아파트 매매량은 190,324건

에서 2017년 아파트 매매량은 165,200건으로 25,124

건이 감소한 반면 2016년 분양권 거래량은 107,140건

에서 2017년 분양권 거래량은 203,655건으로 96,515

건이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의 경우도 근 몇 년간 분양

권 거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곳 중에 

Figure 3. 2016 apartment sales count and apartment resale 
Source : Statistical annual report by region, Korea Appraisal Board, (http://www.kab.co.kr)

Figure 4. 2017 apartment sales count and apartment resale
Source : Statistical annual report by region, Korea Appraisal Board, (http://www.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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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데 2016년 아파트 매매량이 122,606건에서 

2017년 아파트 매매량 107,897건으로 14,709건이 감

소하였고 2016년 분양권 거래량은 25,789건에서 

2017년 분양권 거래량은 49,458건으로 23,669건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6년에 비해 2배가 증가한 수치

이다. 서울의 이런 현상은 2017년 강남권 분양시장에

서 비롯된 소위 로또 분양의 영향에 의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각 지역 중 가장 큰 특징을 보이는 지역은 대

구로써 대부분의 지역이 분양권 거래량이 증가한 반

면 대구는 2017년 분양권 거래량이 2016년에 비해 감

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대구의 2016년 아파트 매매량

은 21,732건이고 2017년 아파트 매매량은 33,480건

으로 11,748건이 증가하였고 2016년 분양권 거래량

은 30,817건에서 2017년 분양권 거래량은 29,216건

으로 1,601건이 감소하여 다른 지역과는 상반된 결과

를 보였다. 

2.3.3 분양권 전매비율과 분양권 기타 소

유권이전
2017년 아파트 매매비율은 47.2%이고 분양권 거래

비율은 48.9%이다. 이는 2016년 아파트 매매비율은 

60.7%, 분양권 거래비율은 35.0% 대비 아파트 매매비

Figure 5. 2016 apartment sales count and apartment resale 
Source : Statistical annual report by region, Korea Appraisal Board, (http://www.kab.co.kr) 

Figure 6. 2017 apartment sales count and apartment resale 
Source : Statistical annual report by region, Korea Appraisal Board, (http://www.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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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13.5% 감소한 반면 분양권 거래비율은 13.9% 상

승한 수치이다. 2016년에는 아파트 거래 중 1/3 정도

가 분양권 거래였다면 2017년에는 약 1/2이 분양권 

거래라는 것이다. 관목할 만한 것은 2014년부터 시작

된 분양권 거래의 상승세가 2017년에 결국 아파트 매

매의 수치를 앞지르게 된 것이다. 또한 2016년부터 시

작된 분양권 거래의 분양권 전매와 분양권 기타 소유

권이전의 분리로 분양권 거래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먼저 2016년의 경우는 분

양권 전매비율과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의 비율이 

충북, 충남, 경북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

타내고 있다. 그 중 특이할 만한 곳은 부산과 울산, 경

남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분양권 전매비율보다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 세 지역은 분양권 전매비율이 분양권 기타 소유권

이전비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에는 모

든 지역이 분양권 전매비율보다 분양권 기타 소유권

이전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제

한 지역인 서울, 부산, 세종,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분

양권 기타 소유권이전비율이 2016년에 비해 상승한 

Figure 7. The ratio of apartment resale and Transfer of ownership 
Source : Korea Appraisal Board, (http://www.kab.co.kr)

Figure 8. The ratio of apartment resale and Transfer of ownership
Source : Korea Appraisal Board, (http://www.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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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볼 수 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비율이 9.7%였으나 2017년에는 24.1%로 

14.4%가 상승하였고 부산의 경우 2016년 분양권 기

타 소유권이전비율이 14.6%였으나 2017년 38.0%로 

23.4%가 상승하였다.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방향인 

분양권에서의 투기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방침들이 어

느 정도는 감안되어진 결과로 볼 수 있겠다. 2016년 

대비 분양권 전매비율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였

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각 지역의 아파트 

매매비율이 2016년 대비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분양

권 기타 소유권이전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보면 실

소유나 투자의 목적으로 하였으나 정책에 의한 매매

의 위축현상으로 기존 소유의 아파트 매매를 원활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1가구 다주택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도 한다.

위와 같이 지역 간 아파트 분양권 시장 특성을 살펴

본 결과 2017년 아파트 분양권 시장은 정부의 분양권 

시장 투기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진정효과

를 보기는 했으나 우려되었던 부동산시장의 위축현상

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실증분석을 통해 아파

트 분양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와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 첫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하는 것은 분양권 거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둘째, 분

양권 거래는 각 지역의 특성과 연관되어 두드러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세 번째 이에 따라 아파트 거래에 있

어 분양권 거래는 지역 간 특성이 많은 영향을 나타낸

다는 가설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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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
e
n
d
e
n
t
  v
a
r
i
a
b
l
e
 

population 
chracteristic 

population increasing 
rate

%
(total population-

perious total population)/ 
perious total population*100

Ministry of Goverment 
Administration(2017년)

residential
characteristic

Apartment sales ratio %
Apartment sales / Total transaction 

cause
Korea Appraisal Board 

(2017년)

apartment rate % apartment / house*100
tatistics annual report 

per cities 
(2016년)

number of buyers in 
the area

number
number of apartment transaction 

intra area by residence
Korea Appraisal Board 

(2017 )

Apartment 
trade & 

apartment 
sales 

characteristic

ratio of other 
ownership transfer

%
Transfer of ownership 

/ Total transaction cause
Korea Appraisal Board 

(2017년)

Apartment trading 
rotation rate

%
Number of transactions by actual 
trading complex / Total number of 

households in question
real estate 114(2017년)

amount of sell in lots number amount of sell in lots unit real estate 114(2017년)

average sale price 
increasing rate 

%
2017 anerage sale price / 2016 

average sale price *100
real estate 114(2017년)

Table 1. Composition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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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분양권 지역 간 거래 특성관련 

실증분석

3.1. 변수의 구성

본 연구는 2017년 분양권 비율을 중심으로 지역 특

성을 분석하고자 서울 및 6대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시·군 162곳을 대상으로 하여 분양권 비율을 종속 변

수로 선정한 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지역 특

성 3가지 인구, 주거, 아파트거래 및 분양, 변수들 중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검정된 8개의 독립변수 아파트 

매매 비율, 분양권 기타 소유권 이전 비율, 아파트 거

래회전율, 분양물량, 아파트 비율, 인구증가율,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관할 내 매입자 거주지별을 선정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 분양권 비율 기초통계량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에서 보듯이 아파트 매매 비

율의 최소 지역은 경북 예천군으로 4.23이며 최대 지

역은 경북 울릉군, 전북 장수군, 전남 신안군 3곳으로 

100이고 평균은 58.087이다.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비율은 평균이 33.699이며 최소지역은 충북 증평군 

0.76이고 최대 지역은 경북 성주군 79.9이다. 아파트 

거래회전율 최소 지역은 충북 괴산군 0.91이며 최대 

지역은 전남 광양시로 17.82이고 평균은 7.106 이다 

분양물량의 최소 지역은 전남 완도군 55이며, 최대 지

역은 부산으로 21,691이고 평균 2,426.55이다. 2016

년 아파트비율 평균은 40.497이며 최소 지역으로는 

전남 완도군 0.12이고, 최대 지역은 부산 88.42이다. 

인구증가율은 평균이 0.092이며 최소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 –9.8이고 최대 지역은 세종 15.24이다. 아파

트 매매가격 상승률 최소 지역은 경남 거제시 –7.89

이고 최대지역은 서울 12.33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할 내 매입자 거주지별 평균은 6,310.41이고 최소 

지역은 전남 신안군 1이며 최대 지역으로 서울 

132,391이다. 

3.3. 상관관계 분석

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상관

관계를 보면 종속 변수인 분양권 비율과 상관성을 보

이는 독립 변수는 아파트 매매 비율, 분양권 기타 소유

권이전 비율, 인구증가율, 아파트 비율, 관할 내 매입

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회전율이 종속변수에 상관

관계의 유의성을 보이며 그 외에 독립 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는 아파트 매매 비율과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

Explationation variable minimum  maxim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rate of apartment sales 4.23 100.00 58.087 24.133

Transfer of ownership 0.76 79.90 33.699 17.826

Apartment trading rotation rate 0.91 17.82 7.106 2.249

amount of sell in lots 55 21691.00 2426.550 3629.15

apartment rate 0.12 88.42 40.497 25.114

population increasing rate -9.80 15.24 0.092 2.483

average sale price increasing rate -7.89 12.33 1.328 3.286

number of buyers out the area 1 132391.00 6310.41 15007.049

Table 2. Variable Basic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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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율이 부(-)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분양물

량과 관할 내 매입자 거주지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

났다. 그 다음으로 아파트 매매 비율과 인구증가율이

고 아파트 비율과 관할 내 매입자 거주지별 순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인구증가율이 높을수록 아파트 비율

이 높아지며 관할 내 매입자 거주지별 수요가 증가하

여 분양권 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상

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독립 변수 중 대부분이 종속 변

수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두 변

수들만이 아닌 특정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다중 공

선성에 유의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4. 분양권 비율 다중회귀분석 방법

회귀분석이란 2개 이상인 변수들 간의 관계식을 추

정하고 이 관계식의 정확도 및 유의도(Significance)

를 검토하는 통계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중

회귀분석은 단순히 설명변수가 2개 이상이 되는 경우

에 대한 회귀분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

설이나 이론을 실증분석 하는데 합당한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다수의 독립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는 다중회귀식

을 통하여 다른 독립변수의 값을 통제한 상태에서 특

Independent 
variable

the ratio 
apartment 

resale

Apartment 
sales ratio

ratio of 
other 

ownership 
transfer

Apartment 
trading 
rotation 

rate

amount of 
sell in lots

apartment 
rate

population 
increasing 

rate

average 
sale price 
increasing 

rate

number of 
buyers in 
the area

the ratio 
apartment 

resale

1
　 　 　 　 　 　 　 　

　 　 　 　 　 　 　 　 　

Apartment 
sales ratio

-.994** 1
　 　 　 　 　 　 　

.000 　 　 　

ratio of other 
ownership 
transfer

.934** -.927** 1
　 　 　 　 　 　

.000 .000 　 　 　 　 　 　 　

Apartment 
trading rotation 

rate
-.288** .320** -.263** 1

　 　 　 　 　

.001 .000 .003 　 　 　 　 　 　

amount of sell 
in lots

.134 -.112 .018 .007 1
　 　 　 　

.220 .303 .873 .952 　 　

apartment rate .334** -.329** -.019
.

034 .347** 1
　 　 　

.000 .000 .823 .691 .001 　 　

population 
increasing rate

.447** -.431** .328** .005 .097 .297** 1
　 　

.000 .000 .000 .953 .373 .000 　 　

average sale 
price increasing 

rate

-.168 .175 -0.197* .220* .258* .195* .208* 1
　

.079 .067 .042 .021 .029 .041 .029 　 　

number of 
buyers in the 

area

.184* -.180* .037 -.033 .861**
.

413** .096 .299** 1

.019 .023 .665 .697 .000 .000 .226 .002 　

주 : *p < 0.05, **p < 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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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영향

력을 추정할 수 있으며 각 독립변수가 종속에 미치는 

효과의 상대적인 비교와 인과관계의 파악이 가능하다.

다중회귀분석의 일반적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며 

다중회귀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과업은 β0과β1을 구하

는 것이다.

3.5. 분양권 비율 다중회귀분석 

아파트 분양권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및 6대 광

역시를 포함한 시·군 162곳 지역 아파트 분양권 비율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결정계수의 조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 Square) 값은 0.986로 종속변수 변동성

의 98.6%의 설명력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1% 내에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on 
Number of apartment transactions

Model R R square Adjusted R F Sig

1 .994 .988 .986 641.444 .000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Y(아파트 분양권 비율) = 78.588 + (-0.879)*아파

트 매매 비율 + (0.142)*분양권 기타소유권이전 비율 

+ (0.639)*아파트 거래회전율 + (0.000)*분양물량 + 

(0.031)*아파트 비율 + (0.227)*인구증가율 + (-0.145) 

*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 (-2.618)*관할 내 매입

자 거주지별 + ε

다음 분석내용에서 볼 때 종속변수인 아파트 분양

권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파트 매매비

율,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비율, 아파트 거래회전율, 

분양물량, 아파트 비율, 인구증가율,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로 나타났다. 관할 내 매입자 거주지별은 분석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 VIF

B Std.error B

( a constant ) 78.588 2.970 　 26.457 .000

ratio of apartment sales -.879 .034 -.868 -25.795 .000 *** 5.885

ratio of other ownership transfer .142 .033 .125 4.335 .000 *** 4.342

Apartment trading rotation rate .639 .196 .059 3.251 .002 ** 1.694

amount of sell in lots .000 .000 .062 2.253 .028 ** 3.948

apartment rate .031 .014 .035 2.228 .029 ** 1.309

population increasing rate .227 .108 .046 2.100 .040 ** 2.547

average sale price increasing rate -.145 .083 -.035 -1.752 .085 * 2.041

number of buyers in the area -2.618 .000 -.037 -1.281 .205 4.323

주 : *p < 0.10, **p < 0.05, ***p < 0.01

Table 4. Summary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traction on Number of apartmen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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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인구특성에서는 인구증가율이 유의

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주거특성에서는 아파트 비율이 

아파트 거래 및 분양특성에서는 분양권 기타 소유권

이전 비율과 아파트 거래회전율, 분양물량이 정(+)의 

요인으로 나타났고 아파트 매매비율, 아파트 매매가

격 상승률은 부(-)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아파트 분양권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분양권 기타 소

유권이전 비율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래회전율이 높을

수록 아파트 분양물량이 많을수록 아파트 분양권 비

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아파트 매매비율이 낮을수록, 아파트 매매가

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아파트 분양권 비율이 높게 나

타난다.

결과에서 보면 아파트 매매 비율과 아파트 매매 가

격 상승률은 감소함으로써 분양권 거래가 전무후무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정부의 조정지역선정으로 인

한 아파트 매매거래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비율의 상승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으나 아파트 매매의 급

격한 감소는 아파트시장의 불안정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아파트시장의 안정화를 지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있어 

보여 지는 실태와 지역 간 특성이 아파트 분양권 거래

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실

태조사를 통한 아파트 매매가와 분양권 거래간의 연

관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7년은 2016년 부동산 경기 호조와 지방 분양시

장 활성화로 분양권시장이 상승세를 보임으로써 분양

권시장에서의 투기세력의 견제를 위한 대책이 반영되

었다. 그 가운데 분양권 거래비율은 전국 평균 48.94%

를 기록하였다. 또한 각 지역마다 분양권 거래비율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절반 이상의 지역이 평균을 넘어

선 비율을 보였다. 

아파트매매 가격 상승률에 있어서도 분양권 거래비

율이 높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울산(-1.16), 충북(-1.44), 충남

(-0.9), 경북(-1.77), 경남(-2.78) 경우에는 부(-)의 아

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분양권거래에 

영향을 주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아파트 매매 비율, 분

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비율, 아파트 거래회전율, 분양

물량, 아파트 비율, 인구증가율,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률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관할 내 매입자 거주지

별은 분석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인구특성에서는 인구증가율이 유의

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주거특성에서는 아파트 비율이 

아파트 거래 및 분양특성에서는 분양권 기타 소유권

이전 비율과 아파트 거래회전율, 분양물량이 정(+)의 

요인으로 나타났고 아파트 매매 비율, 아파트 매매가

격 상승률은 부(-)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아파트 분양권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분양권 기타 소

유권이전 비율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래회전율이 높을

수록 아파트 분양물량이 많을수록 아파트 분양권 비

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아파트 매매 비율이 낮을수록, 아파트 매매가

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아파트 분양권 비율이 높게 나

타난다.

경기의 경우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건수가 147,424

건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대비 거의 두 

배가 넘는 115%의 증가율이며 인구증가율 또한 1.24%

로  세종, 제주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6년

에 이어 2017년도 하위시장을 중심으로 한 분양물량

의 증가로 역외 자본의 유입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프리미엄의 상승기대가 정책과 맞부딪쳐 분양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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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비율의 상승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부

산의 경우 2017년 분양물량은 21.691건으로 전국적

으로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2016년 14.6%였던 분양

권 기타 소유권이전 비율이 2017년 38.0%로 160%가 

상승하였다. 이는 2016년 분양권 전매가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보다 높았던 수치를 2017년에는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이 분양권 전매를 앞지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현재 분양권 거래가 높은 분양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건수가 상승할수록 

아파트 분양권 거래건수도 상승함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결과에서 보면 인구증가율과 상통하는 면이 있음

을 보여준다. 관할 내에 인구증가율이 높아질수록 분

양권 거래는 증가하고 이에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이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행정지역의 

특성들로 인하여 인구의 이동과 함께 나타나지는 현

상이며 이에 따라 분양물량이 상승하게 되고 아파트 

비율 또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에 따른 아파

트 거래회전율은 수요자의 상승으로 높아질 수 있음

을 설명한다. 이는 관할 내 에서의 소비가 상승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정책에 따른 1가구 다주택자의 증

가로 인한 현상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아파트 

매매 비율이 분양권 거래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냈고 

아파트매매 가격 상승률 또한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2016년에 이어 2017년도 하위시장을 중심으

로 한 분양물량의 증가로 역외 자본의 유입이 증가하

였고 그로 인한 프리미엄의 상승기대가 정책과 맞부

딪쳐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의 상승을 높이는 결과

를 보였다. 2016년에 이어 2017년 입주물량이 증가함

으로 2016년 분양권 전매가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보다 높았던 수치를 2017년에는 분양권 기타 소유권

이전이 분양권 전매를 앞지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아파트 거래에 있어 매매가격은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한다. 아파트 매매 비율과 아파트매매가격 상

승률은 하락함으로써 분양권 거래비율이 유례없는 상

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정부의 조정지역선정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거래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의 상승은 실수요자 중심

의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으나 아파트 매매의 

급격한 감소는 아파트시장의 불안정을 주도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아파트시장의 안정화를 지향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넷째,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의한 규제로 인

해 그 인근의 지역은 오히려 풍선효과로 인한 분양권 

거래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

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

트 공급 추이에 따른 투기적 수요를 정확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 분양권 

거래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실태를 반영한 정책

들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6.19대책과 8.2대책은 그런 

면에 있어서 대출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

세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청

약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규제를 발표하였다. 그 결

과 서울 특히 강남의 집값은 연일 상승하고 있고 하위

시장과 실수요자의 침체는 나날이 그 피해가 늘어나

고 있다. 정부의 과한 규제정책은 자칫 주택시장의 침

체기로 전환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마

련이 필요하며 완화와 규제의 적절한 균형감으로써 

적절한 위치에서의 공급물량을 높이면서 보유세는 증

가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의 분양권 거래 특성을 도시 

및 주택시장 등 지역차원에서 파악해보고자 했던 본 

연구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의 주택시장에 맞는 대책 마련과 개

별 지역 시장을 위한 맞춤형 대책 등을 위한 추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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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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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거래원인 가운데 하나인 분양권 거래비율을 중심으로 한 아파
트 분양권 거래 실태와 지역 간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62개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
구특성,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 주거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아파트 분양권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파트 매매비율,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
전 비율, 아파트 거래회전율, 분양물량, 아파트 비율, 인구증가율, 아파트 매매 가격상승률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에 있어서도 분양권 거래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건수가 상승할수록 아파트 분양권 거래건수도 상승
하였다. 

이에 본 결과로 아파트 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분양권 전매비율, 아파트 매매, 다중회귀분석, 아파트, 지역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