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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Ⅰ. 검토 배경
□ 최근 지방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조정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도 가시화되면서 인천지역도 금년 들어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
ㅇ 당초 인천은 규제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풍선효과 등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았으나,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이로 인한 전반적인
주택매매심리의 위축 등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오히려 약화
□ 이와 같이 정부규제 강화 대상이 아닌 인천지역에서도 주택가격이 최근
조정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의 현황 및 향후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증대
⇒ 인천지역 주택시장의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급측면의 여건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주택시장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

Ⅱ. 인천지역 주택시장 동향
1

주택 가격

□ 2016년 이후 인천지역 주택매매가격은 대규모 택지개발의 지속, 서울 등
인근지역의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2017년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2018.5월에는 하락 전환
ㅇ 인천지역 주택전세가격은 2017.11월부터 하락 전환되어 주택매매가격 하락
시점(‘18.5월)보다 선행하여 하락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1)

주: 1) 전월대비
자료: 한국감정원

지역별 주택전세가격 상승률1)

주: 1) 전월대비
자료: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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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거래량

□ 인천지역 주택매매거래량(연평균)은 2017년도에 전년대비 감소한 데 이어
2018년 1분기에도 감소세가 지속
ㅇ 주택거래량은 일부 상승세가 유지되었던 매매가격과는 달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는 모습
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1)

주: 1) 기간중 월평균
2) ‘18.1~6월 평균
자료: 한국감정원

3

인천지역 주요구별 주택매매거래량1)

주: 1) 기간중 월평균
2) ‘18.1~6월 평균
자료: 한국감정원

주택시장 심리지수

□ 인천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7.9월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2018.4월 이후에는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음
ㅇ 매수우위지수는 2014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7년 하반기부터
다소 하락하는 모습
인천지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자료: 국토연구원

인천지역 매수우위지수

자료: KB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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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천지역 주택시장 특징

1

외지인 주택수요 지속

□ 서울 등 외지인의 인천지역내 주택매매 비중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15년 24.3% → ‘16년 25.8% → ‘17년 27.1%)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매매 비중1)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매매 건수

자료: 한국감정원

2

주: 1) 주택매매 건수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인구순유입세 지속

□ 인천지역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순유입세를 보이고 있음
ㅇ 시기별로는 2007년과 2011년을 전후하여 유입세가 강화되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세가 큼
인천지역으로의 인구 순유입 추이1)

인천지역 교통인프라 확충 및 주택 입주
‘03년
‘07년
‘10년
‘11년
‘12년
‘15년
‘16년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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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지정(8월)
▪ 공항철도 개통(3월)
▪ 남동구 구월-간석주택 입주
▪ 제3경인 고속도로 개통(5월)
▪ 공항철도 연장(10월)
▪ 서구 청라지구 입주
▪ 영종 하늘도시 입주
▪ 남동구 구월아시아드 입주
▪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8월)

3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개발 추진

□ 인천 주택시장은 수도권이라는 특성에 더해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격이 서울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면서도 변동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가짐
ㅇ 인천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변동성은 주로 아파트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체로 가격하락기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인천과 서울 주택가격의 분산 추정1)

주: 1) 마코프 3국면 전환모형에 따른 추정
자료: 한국감정원

인천지역 주택가격의 분산 추정1)2)

주: 1) 음영부분은 주택가격 하락기를 나타냄
2) 마코프 3국면 전환모형에 따른 추정
자료: 한국감정원

Ⅳ. 인천지역 주택시장 여건 점검
1

수요측면

□ 인천지역은 장기적으로 주요 주택구매계층 및 가구수가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는 등 주택수요 감소요인이 존재
ㅇ 베이비붐 세대는 소유부동산 처분 또는 규모 축소를 통해 자산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음
인천지역 연령대별 인구 현황1)

주: 1) 2016년 기준
자료: 통계청

인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연도별 현황1)

주: 1) 2016년 기준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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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1~2인 가구수가 증가하고, 은퇴세대들이 소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역모기지를 통해 유동화하는 등 주택수요 감소를
상쇄할 요인도 함께 존재
ㅇ 1~2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00년 29.0% → ‘17년 51.0% → ‘45년 69.8%e)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인천지역 가구원수별 주거 유형1)

인천지역 1~2인 가구수 및 비중

자료: 통계청

2

구분

전체

1~2인

3인

4인

5인 이상

소형

52.5

65.9

48.5

39.6

24.5

중소형

30.0

23.3

35.7

41.0

27.4

중대형

2.5

2.3

2.6

2.7

3.1

대형

15.0

8.4

13.2

16.7

45.0

주: 1) 소형: 연면적 60㎡ 이하, 중소형: 60~85㎡,
중대형: 85~100㎡, 대형: 100㎡ 초과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2016)

공급측면

□ 인천의 신규주택 공급은 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2015년 이후 크게 증가
하여 2018~20년 중 연간 1만 8천호 공급될 예정이며, 주택보급률이
100.9%로 전국(102.6%)에 비해 낮은 수준
ㅇ 미분양주택 물량은 부동산 경기활성화, 신도시지역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인천지역의
최근 3년간 (2015~17년) 분양물량 중 연수구와 서구의 분양물량이
약 63%를 차지하는 등 주택공급이 일부 구에 편중되는 모습
인천지역 아파트 분양 및 입주1)

주: 1) 분양은 ‘18~‘19년, 입주는
‘18~‘20년중 예정
자료: 부동산114

인천지역 주택보급률1)

주: 1) 2016년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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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미분양주택

자료: 국토교통부

Ⅴ.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최근 인천지역 주택시장의 조정양상은 2000년대 중반과 같이 대규모 개발
시기의 가격 급상승과 금융위기에 따른 가격 급락과는 상이하고, 가계의
주택구매 여력 및 차입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 급변동의 가능성은
높지 않음
ㅇ 다만, 수도권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인구순유입 및 외지인의 주택수요가
지속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개될 경우 주택경기의 변동성이 서울
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잠재
□ 주택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레버리지비율이 높은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택경기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
① (주택 수요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인천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순유입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자체 인구감소, 인구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 수요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
② (주택공급 집중화 완화) 최근 3년간(2015~17년) 분양물량 중 송도 및 청라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연수구와 서구 분양물량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입주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초과공급 문제가 국지적
으로 발생할 수 있어 불균형 완화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
③ (차주 맞춤형 지원) 주택관련 차입여건 강화는 투기적 수요를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실수요자의 주택관련 자금 조달도 어렵게 하여
전반적인 주택매입 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응 등을 통해 수요급감을 예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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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최근 지방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조정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도 가시화
ㅇ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규제 강화,
입주물량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데 기인

□ 인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규제 강화 대상
지역에서 제외(‘17.8월)되면서 주택가격이 다소간 상승하였으나 금년 들어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
ㅇ 당초 인천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서울 등 인근지역으로부터의
풍선효과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았으나, 전반적인 주택
매매심리 위축 등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오히려 약화

□ 이와 같이 정부규제 강화 대상이 아닌 인천지역에서도 주택가격이 최근
조정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의 현황 및 향후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증대
ㅇ 이는 주택가격 변동은 건설경기 뿐만 아니라 부채상환부담, 자산효과
등을 통해 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

⇒ 인천지역 주택시장의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급측면의 여건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주택시장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

-1/20-

Ⅱ. 인천지역 주택시장 동향

1

주택 가격

(주택매매가격)
□ 2016년 이후 인천지역 주택매매가격은 대규모 택지개발의 지속, 서울 등
인근지역의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2018.5월에는 하락
전환*
* 최근 주택매매가격 추이(전월대비, 한국감정원 기준): ‘18.5월 –0.03%, 6월 +0.01%

ㅇ 그 동안 인천지역 주택가격 움직임은 서울 ․ 경기와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7.8월) 이후 서울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한 반면 인천은 여타 지역과 유사한 조정 양상을 보임
― 인천지역 주택가격지수(‘17.11월 기준치 = 100)는 2018.6월중 100.2로 5대
광역시(100.1), 경기(100.7) 및 전국(100.6)과 유사한 수준이나 서울(103.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1)

주: 1) 전월대비
자료: 한국감정원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지수

자료: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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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천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구별로 살펴보면 2018년의 전반적인
하락전환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등 신도시 지역의 상승세는 견조하게
유지되는 등 구별로 차이를 보임
인천지역 주요구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1)

주: 1) 전월대비
자료: 한국감정원

2018년중 인천지역 구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주: 1) 2016년말 대비 2017년말 기준
2) 2017년말 대비 2018.6월말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주택전세가격)
□ 인천지역 주택전세가격은 2017.11월부터 하락 전환되어 주택매매가격 하락
시점(‘18.5월) 보다 선행하여 하락
ㅇ 주택전세가격 하락세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나타났으며 서울은 2018년 들어 하락 전환
지역별 주택전세가격 상승률1)

주: 1) 전월대비
자료: 한국감정원

지역별 주택전세가격 지수

자료: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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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거래량

□ 인천지역 주택매매거래량(월평균)은 2017년중 전년대비 감소한 데 이어
2018년 1분기에도 감소세가 지속
ㅇ 주택거래량은 일부 상승세가 유지되었던 매매가격과는 달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는 모습
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1)

인천지역 주요구별 주택매매거래량1)

주: 1) 기간중 월평균
2) ‘18.1~6월 평균
자료: 한국감정원

주: 1) 기간중 월평균
2) ‘18.1~6월 평균
자료: 한국감정원

<참고 1>

인천지역 주택유형별 동향

□ 주택유형별로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아파트와 연립
주택의 가격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었고 2018년 들어서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 전환
ㅇ 매매거래량은 아파트가 2017년중 감소세를 보였으며, 연립과 단독
주택은 약보합과 소폭 증가로 나타남
인천지역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상승률1)

주: 1) 전월대비
자료: 한국감정원

인천지역 주택유형별 거래량

주: 1) ‘18.1~6월중
자료: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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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시장 심리지수

□ 인천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7.9월을 기점으로 상승국면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2018.4월 이후에는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음
* 0과 200 사이의 값으로, 100을 초과하면 전월 대비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

ㅇ 매수우위지수*는 2014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7년 하반기부터
하락하는 모습
* 0과 200 사이의 값으로,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아 매수우위정도가 낮음을 나타냄

인천지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자료: 국토연구원

인천지역 매수우위지수

자료: KB부동산

<참고 2>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정책
구 분

상세내용

인천 적용 여부

주택시장
안정화
(‘17.6.19)

①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② 조정대상지역의 실효성 제고
-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
-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비율을 10%씩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

×

주택시장
안정화
(‘17.8.2)

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서울 11개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 기본 LTV∙DTI 40% 적용
②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③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① 신DTI 적용
가계부채
종합대책
(‘17.10.24)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및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연간소득)

② DSR 실시(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소득)
- 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활용방안 마련 예정
③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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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인천지역 주택시장 특징
□ 인천지역 주택시장은 수도권이라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외지인의 주택
수요 및 인구순유입의 영향을 받고, 주택가격은 서울 등 인근지역 주택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면서도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더 크게 확대된다는 특징을 보임

1

외지인 주택수요 지속

□ 서울 등 외지인의 인천지역내 주택매매 비중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15년 24.3% → ‘16년 25.8% → ‘17년 27.1%)
* 인천지역내 주택매매 건수는 2015년 6만 2천건을 기록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지인
거래건수는 1만 9천건 내외를 유지

ㅇ 외지인의 인천지역 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는 서울과 인근 경기도
지역에 대한 높은 접근성, 이들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가격
등에 주로 기인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매매 비중1)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매매 건수

자료: 한국감정원

2

주: 1) 주택매매 건수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인구순유입세 지속

□ 인천지역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순유입세를 보이고 있음
ㅇ 시기별로는 2007년과 2011년을 전후하여 유입세가 강화*되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세가 높음
* 2007년의 인구유입 규모 확대는 공항철도 개통(인천공항 ↔ 김포공항)과 남동구
구월-간석 택지지구 1만 5천세대 입주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2011년은 서구 청라
지구 8천세대가 큰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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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서울 등 인근 수도권간 교통인프라 발달,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
및 입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ㅇ 다만, 2015년 이후 서울로부터의 순유입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
로부터의 순유입은 배곧신도시(경기도 시흥) 등 인천지역 인근 도시개발의
영향으로 약화되는 모습
인천지역으로의 인구 순유입 추이1)

인천지역 교통인프라 확충 및 주택 입주
‘03년
‘07년
‘10년
‘11년
‘12년
‘15년
‘16년

▪ 경제자유구역 지정(8월)
▪ 공항철도 개통(3월)
▪ 남동구 구월-간석주택 입주
▪ 제3경인 고속도로 개통(5월)
▪ 공항철도 연장(10월)
▪ 서구 청라지구 입주
▪ 영종 하늘도시 입주
▪ 남동구 구월아시아드 입주
▪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8월)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
자료: 통계청

3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개발 추진

□ 인천 주택시장은 수도권이라는 특성에 더해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격이 서울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면서도 변동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가짐
ㅇ 마코프 3국면 전환모형(<부록> 및 <참고 3> 참조)을 이용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인천지역 주택가격은 변동성이 높았던 기간이 서울보다 길게
자주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서울 주택경기의 변동성이 전파되는 요인 외에 대규모 개발
사업의 집중에 따른 활황세와 뒤이은 큰 폭의 하락세라는 인천
지역의 특수성이 함께 작용한 데 기인
ㅇ 인천지역은 대규모 집중개발 시기*는 벗어났으나 수도권이라는 특성에
따른 인구순유입 및 외지인의 주택수요 지속 등과 함께 추후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개될 경우 주택경기의 변동성이 서울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잠재
* 인천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 추이는 <참고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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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서울 주택가격의 분산 추정1)

인천과 서울 주택가격의 고변동성 국면 확률1)

주: 1) 마코프 3국면 전환모형에 따른 추정
자료: 한국감정원

주: 1) 마코프 3국면 전환모형에 따른 추정
자료: 한국감정원

□ 인천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변동성은 주로 아파트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이며,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나타내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화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격
하락기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ㅇ 인천지역 주택가격의 변동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대규모 개발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주택가격 하락기에 크게 나타났으며, 2013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하락
― 인천지역 주택가격의 변동성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따라 지속적
으로 늘어난 아파트 가격의 변동성에 주로 기인
인천지역 주택가격의 분산 추정1)2)

인천지역 주택가격의 고변동성 국면 확률1)2)

주: 1) 음영부분은 주택가격 하락기를 나타냄
2) 마코프 3국면 전환모형에 따른 추정
자료: 한국감정원

주: 1) 음영부분은 주택가격 하락기를 나타냄
2) 마코프 3국면 전환모형에 따른 추정
자료: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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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인천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순환국면
□ 인천지역 전체 주택 및 아파트 매매시장의 변동성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마코프 국면 전환모형을 이용해 추정해본 결과 변동성이 높은 국면과 변동성이
낮은 국면의 두 개 국면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됨*
* 3국면 전환모형 추정 결과 연립 및 단독 주택은 매매가격 변동성에 따라 저변동성, 중변동성,
고변동성의 3개 국면으로 유의하게 나눠지나, 전체 주택 및 아파트는 저변동성 국면과
중변동성 국면간 유의한 구분이 어려워 저변동성과 고변동성의 2개 국면으로만 추정됨

ㅇ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본격적인 개발기간 중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후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음을 시사
각 변동성 국면의 분산 추정구간
인천 전체

구분
저변동성 국면


분산( )


중변동성 국면 분산( )

인천 아파트

인천 연립주택

인천 단독주택

(0.0154 0.0642)

(0.0180 0.0659)

(0.0481 0.1267)

(0.0121 0.0338)

(0.0310 0.2342)

(0.0347 0.2447)

(0.1631 0.3340)

(0.0371 0.1019)


(0.9952 3.5388)
(2.6751 6.8818)
(0.5022 1.4860)
고변동성 국면 분산( ) (1.0191 3.9434)
주: 1) Almost noninformative prior을 가정한 Gibbs sampling을 이용하여 10,000개의 샘플을
추출하고 이로부터 각 모수의 95% 구간을 추정
2) 인천 연립주택과 인천 단독주택은 변동성 국면별 분산의 추정구간이 겹치지 않게 나타나
변동성에 따른 세 개의 상태 구분이 유의

ㅇ 이에 반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기간에 아파트가격
상승과 동반하여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으나, 이후에는 변동성이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 고변동성, 중변동성, 저변동성의 세 개 국면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별
― 이는 대규모 개발 호재에 따른 가격 상승 이후 급락했던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 및 단독 주택 가격의 하락 정도가 심하지 않았음을 의미
인천지역 주택유형별 주택가격
중변동성 국면의 확률

자료: 한국감정원

인천지역 주택유형별 주택가격
저변동성 국면의 확률

자료: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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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인천지역 택지개발 현황
□ 인천지역은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내 대규모 주택분양, 검단신도시와
같은 도시개발을 통해 택지공급 원활화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도모
ㅇ 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20년 전후로 대부분의 사업이 분양후 입주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논
현
2
택
지
개
발

영
종
국
제
도
시

용
마
루
주
거
환
경
개
선

송
도
국
제
도
시

동
춘
1
구
역
도
시
개
발

동
춘
2
구
역
도
시
개
발

사업명
논현2택지개발
검단신도시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
영종국제도시
구역
청라국제도시
가좌주공재건축
간석주거환경개선
재건축,
재개발
서운구역주택재개발
용마루주거환경개선
가정지구보금자리
보금자리
구월공공주택지구
인천서창2지구보금자리
동춘1구역도시개발
도시개발
동춘2구역도시개발
소래논현도시개발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택지지구
신도시

간
석
주
거
환
경
개
선

구
월
공
공
주
택
지
구

인
천
서
창
2
지
구
보
금
자
리

사업기간
1997.02~2006.12
2009.02~2023.12
2003~2020
2009.02~2018.11
2005.07~2016.03
2008.12~
2005~
2006.11~2012.12
2010.05~2015.12
2006.11~2017.12
2008.11~2020.12
2009.04~2017.12
2004.12~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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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래
논
현
도
시
개
발

서
운
구
역
주
택
재
개
발

서구

검
단
신
도
시

청
라
국
제
도
시

가
좌
주
공
재
건
축

사업규모(계획)
46,907명/16,075세대
183,670명/74,736세대
265,611명/104,112세대
183,762명
90,000명/33,210세대
4,462명/1,757세대
3,335명/1,313세대
4,173명/1,669세대
8,260명/3,252세대
23,252명/8,580세대
16,607명/6,340세대
39,606명/14,615세대
3,254명/3,254세대
4,033명/1,588세대
31,353명/12,344세대

가
정
지
구
보
금
자
리

Ⅳ. 인천지역 주택시장 여건 점검
□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인천지역 주택시장에서 향후 가시화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살펴보기 위해 ① 인구 및 가구구조, 가계대출 등 수요측
여건과 ② 신규 주택공급, 재고주택 등 공급측 여건을 점검해보고자 함

1

수요측면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 인천지역은 장기적으로 주요 주택구매계층(35~54세) 및 가구수가 감소하고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는 등 주택수요
감소요인이 존재
ㅇ 저출산 등 인구구조 및 생활양식 변화로 인천지역 35~54세 인구와 가구
(가구주 연령기준)는 각각 2012년과 2015년부터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인천지역 35~54세1) 가구 전망

인천지역 35~54세 인구 전망

자료: 통계청

주: 1) 가구주 기준
자료: 통계청

ㅇ 베이비붐 세대*는 소유부동산 처분 또는 규모 축소를 통해 자산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음
* 인천지역의 1차(55~63년생) 및 2차(68~74년생) 베이비부머의 인구 비중은 각각
14.7%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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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연령대별 인구 현황1)

주: 1) 2016년 기준
자료: 통계청

인천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연도별 현황1)

주: 1) 2016년 기준
자료: 통계청

□ 한편,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1~2인 가구수가 증가하고, 은퇴세대들이 소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역모기지*를 통해 유동화하는 등의 주택수요 감소를
상쇄할 요인도 함께 존재
* 주택소유자(주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

ㅇ 1~2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00년 29.0% → ‘17년 51.0% → ‘45년 69.8%e)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인천지역 가구원수별 주거 유형1)

인천지역 1~2인 가구수 및 비중

자료: 통계청

구분

전체

1~2인

3인

4인

5인 이상

소형

52.5

65.9

48.5

39.6

24.5

중소형

30.0

23.3

35.7

41.0

27.4

중대형

2.5

2.3

2.6

2.7

3.1

대형

15.0

8.4

13.2

16.7

45.0

주: 1) 소형: 연면적 60㎡ 이하, 중소형: 60~85㎡,
중대형: 85~100㎡, 대형: 100㎡ 초과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2016)

ㅇ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후 역모기지를 통해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유지하거나 자산조정후 중소형 주택의 신규 매입 및 투자수단
으로서의 주택 매수 가능성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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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 인천지역 가계대출은 활발한 주택거래,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향후 금리상승시 차입여건 악화로 신규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이 다소 어려워지고 상환부담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인천지역 가계의 주택구입 부담능력 추이 및 지역별 비교는 <참고 5> 참조

ㅇ 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이 2016년 12.4%(가계대출 전체는 12.7%)로 큰 폭
증가 후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어
금리상승이 상환부담 증가 및 신규대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
―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2016년 3분기(2.72%),
잔액 기준으로는 2016년 4분기(2.93%)를 저점으로 상승 전환되어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
인천지역 가계대출1)

주: 1) 기말 잔액기준
자료: 한국은행(ECOS)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료: 한국은행(ECOS)

⇒ (수요측면) 인천지역 주택수요는 장기적으로 주요 주택구매 계층의 감소,
은퇴세대들의 자산 다운사이징 가능성 등 감소 요인과,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층의 주택보유 성향 유지, 인구순유입 등 상쇄요인이 함께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금리상승시 상환부담 증가에
따라 신규대출 및 매매수요가 감소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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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인천지역 가계의 주택구입 부담능력
□ 인천지역의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Price Income Ratio(PIR), 보금자리론 대상)*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2017년에는 6.11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인천지역 평균 주택가격 ÷ 인천지역 가계의 평균 연소득’으로 계산되며, 동 비율이 높을수록
주택구매 여력은 낮음을 의미

ㅇ 주요 지역과 비교시 서울(7.80)과 경기(6.35)보다는 낮지만 다른 광역시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인천지역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1)

지역별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1)

주: 1) 평균 주택가격을 가계의 평균 연소득
으로 나눈 값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 1) 2017년 기준, 평균 주택가격을 가계의
평균 연소득으로 나눈 값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인천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House Affordabillity Index(HAI))*도 65.1(‘17.4분기 기준)
로서 2015년 이후 상승추세에 있으며 서울(116.7), 경기(71.5)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전국 평균(61.3)에 비해서는 높은 상황
* 중위소득가구가 표준적인 대출을 받아 중위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대출상환가능소득÷중간가구소득(월)×100’으로 계산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가중됨을 의미

ㅇ 금융위기 직전과 같이 동 지수가 80을 크게 상회하는 기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저금리 등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부담이 하락
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
인천지역 주택구입부담지수(HAI)1)

지역별 주택구입부담지수(HAI)1)

주: 1) 대출상환가능소득을 중간가구소득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 1) 2017년 4분기 기준, 대출상환가능소득을
중간가구소득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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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측면

(신규 주택공급)
□ 인천의 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규 아파트공급량은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8~20년 중에는 연간 1만 8천호로 2017년 수준에서
공급될 예정
ㅇ 미분양주택 물량은 부동산 경기활성화, 신도시지역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인천지역의 최근 3년간(2015~17년) 분양물량 중 송도 및 청라 경제자유
구역이 포함된 연수구와 서구의 분양물량이 약 63%를 차지하는 등
주택공급이 일부 구에 편중되는 모습
인천지역 아파트 분양 및 입주1)

인천지역 미분양주택

주: 1) 분양은 ‘18~‘19년, 입주는 ‘18~‘20년중 예정
자료: 부동산114

자료: 국토교통부

(재고주택 현황)
□ 인천지역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 및 천인당 주택수는 2016년 기준으로
각각 100.9%와 365.1호로 전국(102.6%, 383.0호)에 비해 낮은 수준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여타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과 천인당 주택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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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택보급률1)

주: 1) 2016년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별 천인당 주택수1)

주: 1) 2016년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선행지표)
□ 최근 인천지역의 주택건설 인허가실적(2011~17년 평균: 2만 5,100호) 및 착공
실적(1만 7,100호)은 택지개발기간이 집중된 2001~02년(5만 4,800호)이나
2007~09년(4만 4,900호)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인천지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자료: 국토교통부

인천지역 주택착공실적

자료: 국토교통부

⇒ (공급측면) 인천지역은 주택보급률이 낮고 신규 주택공급 증가규모도
크지 않아 주택의 초과공급 우려는 크지 않은 편이나, 최근의 분양
물량이 신도시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일부 구를 중심으로 초과공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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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최근 인천지역 주택시장의 조정양상은 2000년대 중반과 같이 대규모 개발
시기의 가격 급상승과 금융위기에 따른 가격 급락과는 상이하며, 가계의
주택구매 여력, 차입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 급변동 가능성은 높지
않음
ㅇ 현재 인천경제는 대규모 개발시기가 지나간 상태여서 최근의 주택시장
조정 국면을 가격급상승에 따른 반락국면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인천지역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및 주택구입 부담이 서울과 경기보다는
낮으나 여타 광역시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택관련자금 차입여건 악화 등을 감안할 때 주택구매 여력의 개선세는
낮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수도권이라는 특성에 따른 인구순유입 및 외지인의 주택수요 지속
등과 함께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개될 경우 주택경기의 상승 ․ 하강
국면 변동성이 서울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잠재
□ 인천지역 주택수요는 장기적으로 주요 주택구매 계층의 감소, 은퇴세대의
자산 다운사이징 등으로 약화되겠으나, 1~2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층의
주택보유 성향 유지 등은 수요 급감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ㅇ 단기적으로 향후 금리가 상승하고 차입조건이 강화될 경우 대출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신규대출이 어려워져 주택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ㅇ 인천지역은 주택보급률이 낮고 신규 주택공급 증가규모도 크지 않아
초과공급 우려는 낮은 편이나, 최근의 분양물량이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향후 입주시점에 초과공급 문제가 국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
□ 주택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레버리지비율이 높은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인천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택경기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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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 수요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인천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순유입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자체 인구감소, 인구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 수요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
― 인구감소로 인한 신규주택 매입 수요 감소는 청년가구 소득개선 등을
통한 주택매입 여건 기반 형성 지원,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등으로
대응하는 한편, 은퇴세대의 주택 다운사이징 등에 의한 주택시장
이탈 및 공급충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활성화 등으로 대응
―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소형 및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맞춤형 공공주택 임대사업
추진을 병행할 필요
― 서울 등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은 주택 상대가격, 교통
인프라, 일자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유입 인구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인천지역으로의 인구순유입이 지속되도록
할 필요
② (주택공급 집중화 완화) 최근 3년간(2015~17년) 분양물량 중 송도 및
청라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연수구와 서구 분양물량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입주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초과공급 문제가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불균형 완화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
― 기업 유치, 각종 기반시설 개발 일정 등에 맞추어 주택공급이 순차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가능성, 주민
생활여건 미비 등을 사전적으로 예방
― 송도 등 일부 지역으로의 쏠림은 교육 ․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데 기인한 측면이 높아, 향후 지역내 인구 분산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 재생모델 개발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불균형 심화를 완화시킬 필요
③ (차주 맞춤형 지원) 주택관련 차입여건 강화는 투기적 수요를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실수요자의 주택관련 자금 조달도 어렵게 하여
전반적인 주택매입 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요급감을
예방할 필요
― 주택매입 수요가 단기간에 급감하지 않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선별적
맞춤형 대응(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주택구입 지원 등)이 지속되도록 노력

-18/20-

<부록>

마코프 3국면 전환모형
□ 인천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변동성을 고변동성, 중변동성 및 저변동성의 세 개
국면으로 구분 가능한지에 대해 마코프 국면 전환모형을 활용하여 그 유의성을
추정
ㅇ 김문성(2015)의 마코프 2국면 전환모형과 Kim and Nelson(1999)의 3국면
전환모형 및 깁스샘플링 방법을 적용
― 김문성(2015)은 Hamilton and Susmel(1994)의 Markov Switching ARCH-L
모형을 이용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Bayesian Gibbs sampling 기법을
활용한 Kim and Nelson(1999)의 마코프 3국면 전환모형을 사용
<추정 모형>
 ∼    
      

   if    and   , otherwise for     
Pr          

for      









 ,

    

 : demeaned growth rate of housing price

 : unobserved state variable
 : variance
: transition probability in a first-order Markov process
ㅇ 주택매매가격이 저변동성 국면(  ), 중변동성 국면(  ), 고변동성 국면(  )의
세 국면에 따라 변동성이 달라진다고 가정한 후 이러한 국면전환의 확률을
각 시점에서 추정하고 아울러 각각의 국면에서의 분산도 추정
― 주택매매가격 변수는 Census X-13을 이용하여 계절조정한 후 전기대비
증가율을 계산하였으며 동 증가율의 평균을 차감한 변수를 최종적으로
사용
― 깁스 샘플링(Gibbs sampling)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almost noninformative
prior 가정을 도입하였으며 최초 1,000개의 표본은 버리고 이후 추출된
10,000개의 표본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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