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6권 제4호 2015년 7월    3

KJCEM 16. 4, 003~011

JULY 31, 2015

www.kicem.or.kr (pISSN 2005-6095)

http://dx.doi.org/10.6106/KJCEM.2015.16.4.003

민간 아파트 사업의 초기계약률 예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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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ediction of Initial Sales Rate on Apartment Housing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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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partment developers consider the initial sales rate as an important indicator for their success of apartment 
development projects. They tried to achieve a secure level of initial sales rate. In spite of its importance,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initial sales rate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gathering proper data for analysis. This study, however, 
collects the data in initial sales rates in Su-won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construction companies, marketing 
companies, sales companies and so on. By using this rare data, this study analyses the initial contract rate of apartment 
and estimates the initial contract rate by sales pric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important of land area ratio, 
brand, and distance to park.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odel will be used for apartment developers in sales 
planning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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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동안 정부는 주택문제의 근원을 주택 재고량 부족으로 

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해왔다. 대규모

의 주택개발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

하였으며, 선(先) 분양 아파트라는 독특한 주택개발사업 형태

로 발전해 왔다. 이는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정부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민간 건설업체는 자기자본 

없이 선 분양 자금을 주택건설자금에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소비자는 분양이후 가치상승에 따른 프리미엄을 기대하며 

분양에 참여하고, 정부는 건설업체에게 자금지원 없이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 

그동안 꾸준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면서, 2008년 주택보

급률이 100%를 초과하였고 2013년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률

은 103.0%로 과거와 같은 양적 부족의 우려는 낮아졌다.1) 또

한 중장기 인구추계결과 인구의 감소로 인한 주택수요는 줄

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이처럼 주택시장 중장기 여건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분양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데, 국토교통부의 미분양통계에 의하면 2014년 8월 경기도 

미분양주택은 1만 5,340호로 전국 미분양의 34.3%, 수도권 

미분양주택의 66.1%를 차지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다.

분양이후 발생하는 미분양은 해당건설사의 유동성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 분양의 경우 초기에 자기자본투입 

없이 먼저 분양을 한 후 분양자로부터 분양 수입금을 순차적

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분양률이 낮아질 경우 사업자의 수익률

이 상당 폭 하락하며, 이로 인해서 높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Son 2005, Hong et al. 2009). 또한 아파트 개발사업의 경우 

일반 다른 사업에 비해 그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사업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피해는 막대하다. 

이런 측면에서 초기 계약률은 아파트 개발사업 추진시 전

체 사업의 비용 충당에 관계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

리고 주택사업의 성패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어 사업성공 여부의 예측 면에서 필수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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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분양가격은 계약률을 통하여 분양수

입에 영향을 주게 되어 최적의 분양가격과 계약률을 예측할 

필요가 있지만, 분양가격과 계약률을 고려한 연구의 축적은 

미흡하다. 이처럼 초기계약률을 다루는 연구의 필요성은 높

다고 할 수 있지만, 초기계약률은 업체의 영업기밀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관련 연구의 축적을 미흡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3) 

이에 본 연구는 실무에서 분양계획 수립시 계약률을 고려

한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책정함으로서 사업시행 리스크를 축

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초기계약률 영향요인과 예측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양가격의 초기 계약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 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격별 초기 계약

률을 예측하여 실제 적용가능성을 살펴본 후 종합하여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초기 계약률을 다룬 연구의 축적은 매우 미흡한데, 이러한 

이유는 실제 계약률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연

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약경

쟁률을 활용한 연구로는 Oh and Kang(2002), 초기계약률이

나 분양률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Lee(1999), Seo(2008), Baik 

and Shin(2011), Seo and Kang(2014)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

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분양률, 계약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한 초기계약률, 분양률과 

관련한 연구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e et al.(1999)는 광주광역시 풍암택지개발지구내 성격이 

유사한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아파트 분양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변수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단지부문, 주

호부문 등 2개 상위요소에 총 9개 하위변수를 도출하고 변수

들과 분양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Oh and Kang(2002)은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를 3개 지

역으로 구분하여 공동주택 분양률 결정요인을 연구하였다. 

영향변수 도출은 선행연구를 통해 분양단지의 개별요인, 입

지·환경, 투자가치 등 3개 상위요인에 총 22개 하위변수를 

도출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별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유병승 외(2002)는 20년(1981-2000)간 경제 지표 및 지수 등 

시계열 자료를 기반으로 아파트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를 분석하였다. 영향변수는 행정·제도, 경제, 지역·입지, 

건축적 요인 등 총 4개 상위요소에 30개 하위변수를 선행연

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하고 변수별 상관관계와 변수

들 간의 선·후행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국단위의 범용적 모

델제시를 위해 많은 변수와 동태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지

역별 세부 사업장에 적용하여 실무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Kim(2003)는 서울과 주변 위성도시인 용인과 부천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률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영향

변수는 단지별 개별요인, 입지·환경, 투자가치, 기타요인 등 

4개 상위요인에 22개 하위변수를 도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별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두 지역을 비교분석하고 도출

된 설명변수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변수의 수가 너무 많

고 대상지역이 한정적이며 설명력도 낮다. 많은 변수를 활용

했음에도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 것은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

이 누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Seo(2008)는 부산 및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초기 분

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영향변수는 기존

연구를 통해 단지개별, 입지·환경, 투자가치, 시기적 변수 

등 4개 상위요소에 총 22개 하위변수를 도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별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검

증한 것과 8.31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 전·후 요인들의 영향

력 비교분석한 점은 의미 있다고 보이나, 광범위한 지역을 대

상으로 외부변수에 중점을 두고 너무 많은 변수와 객관화하

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하는 등 한계가 보인다.

Baik et al.(2011)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분양 

아파트의 초기 계약률 결정요인을 연구하였다. 영향변수는 

아파트 특성, 거시환경 특성의 2개 요인에 총 38개 변수를 선

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별 

영향력을 조사하였으며, Kim(2012)은 강남권, 강북권, 서초

권, 수도권 등 고급주택단지 39개를 대상으로 고급주택의 분

양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분양률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변

수도출은 가격, 면적, 입지, 상품, 마케팅 요인 등 5개 상위요

인에 총 30개 하위변수로 선행연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

출한 후 요인분석, 회귀분석 및 인공신경망 분석을 하였다. 

고급주택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분석기법을 도입

하였으나, 아파트에 준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분양률 기준

도 준공시 분양률로 분석함으로서 준공전 이루어진 판촉조건 

등 외부변수에 대응이 취약하다.

종합하면 선행연구들은 주로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의 도출과 그 영향정도에 관한 연구들이다. 실제 계약이 이

루어져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가를 다룬 연구의 축적은 미미

하다. 초기계약률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실무

적인 측면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많은 변수를 활용했음에도 모형의 

3) 대한주택보증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

부터 시도별 분양계약률을 시범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

택업계에서는 분양률 공개가 ‘영업기밀 공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헤럴드경제, “베일 속 분양계약률 공개된다” 

2014.10.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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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이 낮게 나타나는 등 초기 계약률 예측에 적절한 변수

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계약률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모형으로 구축한 후 실무적용 가

능성을 탐색해보는 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3. 분석틀 설정

3.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분양 아파트의 사업계획 수립시 계약률을 고려

하여 합리적인 분양가격과 초기계약률 목표를 책정하는 의사

결정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분양중인 아파트의 분양성과를 설명하는 용어들이 혼

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분양률, 청약률,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분양개시 후 1개월 분양률, 분양개시 후 3개월 분양

률 등의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분양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

률 제2조). 또한 계약은 법률(法律) 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의사(意思)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

로, 일방이 이를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

되는 법률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행위라는 점에서 청약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청약은 수요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

로서 실제 구매행동인 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종합하면 분양률이나 계약률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는 계약률

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4)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내용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률이나 분양률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초기 계약률을 고려

한 합리적 분양가 예측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논리적 체계를 

정립한다. 둘째, 초기 계약률 예측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실

제 분양사업장을 대상으로 초기계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며 이를 토대로 모형을 구축한다. 셋째, 구축된 모

형을 토대로,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던 사업장 사례를 도출된 

모형에 대입하여 초기 분양률을 예측한다. 이를 종합하여 실

무 적용시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국차원의 시장분석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경우

가 종종 나타난다. 이에 분양물량이 많고 미분양 누적이 오랫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기도에서 동질적인 생활권으로 판단되

는 수원 및 인근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다음 시간적 범위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기라는 동

질적 시기로 한정였으며, 2010. 7부터 2013. 8까지 3년간 분

양과 입주가 이루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에 포함된 사업장들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꾸준하게 이루

어진 시기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5) 

3.2 분석 방법과 변수 선정

민간 아파트 사업의 초기 계약률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조사·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우선, 수원시를 중심으로 분양사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일 영향권으로 판단되는 수원 남부지역에 위치한 화성 동

탄 2기 신도시도 포함하였다.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 자료와 

사업장별 분양용 홍보자료, 분양홈페이지 등에서 기초자료를 

획득하고 추가적인 자료는 전화 상담과 분양에 직접 참여하

였던 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초기 계약률 실적확보는 

해당 프로젝트 분양에 직접 참여하였던 분양대행사를 통해 

입수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대상사업지의 사례조사를 토대로 구축된 데이터

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계약률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그 영향정도를 확인하고, 분양가에 

따른 초기 계약률을 예측하였다. 또한 추정된 모형에 분석에 

활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정보를 토대로 초기계약률을 예측하

였으며, 예측결과와 실제 초기계약률 자료를 비교하여 실무

적용을 위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너무 많은 변수를 적용하고 있어 다중

공선성 내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무에서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파

트 계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와 분양전문가와의 면담 및 실제 사례지역의 특성을 종

합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최종 도출된 변수는 단지 내·외 및 세대 내·외로 구분하

여 입지요인, 단지요인, 상품요인 및 가격요인 등 4개 대분

류, 10개 중분류로 구분하고 최종 13개 변수를 선정함으로서 

실무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여 실용성을 높였으

며, 자료로 선정된 변수는 Table 1과 같다. 

아래 Table 2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와 본 연구의 도

4) 입주자로 선정된 후 5일이 경과한 이후 3일 이상의 기간(통상적으로

는 3일)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양개시 후 계약일 부터 1개월간의 실제 계약률을 분양 

아파트의 초기 계약률로 정의하였다. 대체로 분양이후 1개월간의 계

약률 성과를 확인한 후,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 조건을 시행하기 때문

에 분양성과 측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이라 판단하였다.

5)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2013년 1월 생

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DTI와 같은 금융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규제의 추가적인 완화와 강화의 정책더미

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완화나 강화는 초기계약률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완화 기조라는 특성하에서 

수원지역은 금융규제의 강화나 완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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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변수들을 비교한 것으로 모든 요인을 분석에 활용하기보

다는 분양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

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교통, 교육여건, 공원, 건설사 순

위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소비자의 선호특성이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추세

를 반영하여 몇몇 차별화된 변수를 채택하였다. 우선 최근 제

도 변경6)에 따라 부득이 발생되는 타워형 평면과 판상형 평

면 등에 따라 수요자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평면타입

을, 아파트 단지의 환경적 요인이 주택구매에 있어 중요한 고

려인자로 작용함에 따라 쾌적성을 대표할 수 있는 건폐율 등

을 선정하였다. 이들 요인은 중요한 요인임에도 선행연구에

서 간과한 중요한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서 기존의 연

구와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

된다.

Table 1. Analysis Variables

category sort variable name unit

Initial Sales Ratio(dependent Variable) %

price sales price(85㎡)
Thousands 

Won/3.3㎡

Locational 

Characteristics

accessibility
distance to subway station (DTS) m

distance to bus stop (DTB) m

education

distance to elementary school 

(DTES)
m

distance to middle school (DTMS) m

distance to high school (DTHS) m

park distance to park (DTP) m

Structural 

Characteristics

complex size total households(THs) unit

housing size over 85㎡ (H_85) %

open space land area ratio (LAR) %

Characteristics 

of Goods

layout pattern  Flat-type ratio(FTR) %

Construction 

Capacity

Contractor's Construction 

Capacity(CCI)

upper 

10=1, 

other=0

Table 2. Summary on previous researches in Korea

Lee, 

J., et 

al(1999)

Kang, 

M. 

(2002)

Yoo, 

B, et 

al(2002).

Kim,C. 

(2003)

Seo,J. 

(2008)

Baik, 

M.,et al 

(2011)

Kim, C. 

(2012)

distance to 

subway station

(DTS)

X O X O O O O

distance to bus 

stop(DTB)
O X X X O X O

education X O X O O X X

distance to 

park(DTP)
X O X O X O X

total households 

(THs)
X O X O O O O

over 85㎡ (H_85) X O X O O O X

land area ratio 

(LAR)
X X X X X X O

Flat-type ratio X X X X O X X

favor apartment 

brand(BRAND)
X O O O O O O

4. 초기 계약률 예측 모형

4.1 기초통계량 

아래 Table 3는 분석에 활용된 개별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이다. 우선 종속변수로 활용한 초기 계약률을 살펴보면, 평균 

44.35%로 최소 계약률은 5%에서 최대 97%로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Mean Minimum Maximum STD

initial sales ratio(%) 44.35 5.00 97.00 34.09

3.3㎡sales price(10 milion) 1.41 1.20 1.72 .14

DTS 1513.04 300.00 3500.00 857.75

DTB 308.70 20.00 1000.00 299.47

education

DTES 143.04 20.00 700.00 194.39

DTMS 495.65 20.00 1200.00 363.17

DTHS 606.09 20.00 1500.00 401.91

DTP 183.04 20.00 1500.00 323.69

THs 933.70 445.00 1967.00 432.32

H_85 20.67 .00 76.20 24.46

LAR 15.64 11.60 23.60 3.08

FTR 72.97 27.20 100.00 15.72

CCI 18.35 1.00 31.00 11.93

독립변수인 분양가격 등을 살펴보면, 3.3㎡당 분양가격은 

평균 1.41천만 원이며 최소 1.2천만 원 부터 최대 1.72천만 원

으로 나타났다. 지하철과의 거리는 평균 1km가 넘었으며, 최

소 300m에서 최대 3.5km를 기록하였고, 버스 정류장과의 거

리는 모든 사업장이 1km 이내로 평균 308m로 조사되었다. 

근린공원과의 거리는 평균 183m, 사업장의 평균 세대수는 

933세대 규모로 최소 445세대 최대 1967세대로 나타났다. 그

리고 84㎡이상 대형규모의 비중은 평균 20%수준이며 대형평

형이 없는 경우부터 최대 76% 포함된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

다. 건폐율은 평균적은 15.54%로 최소 11.6%에서 최대 23.6%

6) 각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으며, 그 기준에 따르면 일정비율 이상 타워형 평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2010.12)” Ⅱ. 운영기준, 2. 지표심의기준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의 

30%이상을 탑상형으로 하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5호 조합 이내로 

계획”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0% 이상의 탑상(타워)형 평

면 계획은 불가피하지만, 소비자는 채광, 통풍, 환기 등에서 유리한 

판상형 평면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에서도 타워형을 최소화하

고 가급적 많은 판상형 평면을 계획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성수·김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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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하였고, 아파트 타입으로 판상형 비율은 평균 72.97%

로 최소 27.2%에서 최대 100% 모두 판상형 비율로 공급한 사

업장까지 다양하다. 분석에 활용된 사례지에서는 건설회사 

규모가 1위 업체부터 31위 이내 건설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4.2 상관분석 결과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초기 계약률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변수는 교통시설 중 지하철과의 거

리(-.411)로 나타났으며, 부(-)의 관계를 보였다. 지하철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초기계약률이 높으며 지하철과 같은 교통

시설이 수원지역 분양시장에서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판상형 비율(.260)이 

정(+)의 관계, 근린공원과의 거리(-.229)가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외 세대규모는 정(+)의 관계, 분양가격은 부(-)의 

관계로 세대규모가 큰 아파트일수록 초기계약률이 높고, 분

양가격이 낮은 아파트의 초기계약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시설과의 거리는 중·고등학교의 거리는 부(-)의 관

계, 초등학교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

학교는 부(-)의 관계를 보여 초등학교(+)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중·고등학교와 가까운 사업장일수록 계약률이 높

고 초등학교와 거리가 멀수록 초기계약률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Table 4. Result of Correlations

initial 

sale
DTS DTB DTES DTMS DTHS DTP THs H_85 LAR FTR CCI PRICE

initial 

sale
1

DTS -.411* 1

DTB -.028 .156 1

DTES .128 -.334 -.566** 1

DTMS -.080 -.011 -.114 .275 1

DTHS -.164 -.024 -.176 .294 .278 1

DTP -.229 -.035 -.275 .436* -.174 -.061 1

THs .185 .198 .280 -.190 -.279 -.314 -.239 1

H_85 .136 -.282 .162 .071 -.125 -.185 .191 .058 1

LAR -.057 -.406* -.437* .543** .038 -.022 .527** -.416* .353 1

FTR .260 .166 .097 -.032 .269 .323 -.227 .015 -.172 -.286 1

CCI .028 .073 .069 -.158 -.034 .117 -.288 -.291 -.101 -.203 .330 1

PRICE -.120 -.148 -.029 .110 .000 .048 .095 .080 -.465** -.127 -.190 -.275 1

** p<0.001,  * p<0.05 

4.3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10%이내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차례로 제거

하는 후진방식으로 모형을 선택하였다(Table 5). 독립변수 중

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차례로 제거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8단계에서 추정된 모형은 adj.R2=.599로 가장 

높고 추정값의 표준오차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형 9는 모

형안의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10%이내에서 유의하다는 점에

서 모형 8과 9를 선택하였다. 8단계(이하 모형A)와 9단계(이

하 모형B)에서 선택된 모형은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사례 대상지역에서는 교육시설, 근린공원, 건폐

율, 판상형 비율, 브랜드의 가치가 초기 계약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Table 5. Model Summary

model R R2 Adjustied 

R2

Std. Error of 

the Estimate
F Sig.

1 .886 .784 .322 28.072 1.696 .245

2 .885 .783 .404 26.309 2.067 .152

3 .883 .780 .463 24.987 2.457 .090

4 .882 .778 .513 23.799 2.928 .049

5 .879 .772 .544 23.024 3.384 .027

6 .874 .764 .567 22.429 3.882 .015

7 .867 .752 .581 22.075 4.384 .008

8 .863 .745 .599 21.588 5.106 .004

9 .836 .700 .560 22.623 4.992 .004

초기 계약률에 영향이 가장 큰 변수는 브랜드의 가치(st.

b=.605)이고 다음으로 영향력이 높은 변수는 근린공원(st.

b=-.594). 건폐율(st.b=-.5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주택을 선택해야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정된 준공에 대한 

시공사의 신뢰성과 단지 내·외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중요성

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대형평형 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최근 대형평형에 대한 소비자의 선

호가 줄어들어 대부분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공급된 상황

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6.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Variables
Unstandardized 

Standardized 

Coefficients t

B Std. Error beta

model 8

Constant -2000.032 631.058 -3.169***

price 1168.104 372.330 11.903 3.137***

price2
-162.590 53.849 -11.738 -3.019***

DTES .097 .046 .555 2.102**

park -.063 .016 -.594 -3.828***

H_85 -.316 .201 -.227 -1.573

LAR -6.501 1.940 -.588 -3.351***

FTR .869 .371 .401 2.338**

CCI 42.346 12.663 .605 3.344***

model 9

Constant -1857.954 654.507 -2.839***

price 1080.890 385.833 11.015 2.801**

price2
-151.070 55.906 -10.907 -2.702**

DTES .099 .049 .566 2.044*

park -.063 .017 -.596 -3.664***

LAR -5.931 1.997 -.536 -2.969***

FTR .930 .387 .430 2.408**

CCI 40.804 13.230 .583 3.084**

*** p<0.001,  ** p<0.05,  * : p<0.10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건설사순위가 상위 10위 이내

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초기 계약률이 42.3%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린공원과의 거리가 100m

민간 아파트 사업의 초기계약률 예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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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멀어질수록 초기 계약률이 6.3%가량 낮아지고, 건폐율이 

1% 증가할수록 6.5%씩 감소하며, 초등학교는 100m씩 멀어

질수록 9.7%씩 증가하고, 판상형 비율이 10% 증가하는 경우 

8.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건설사 순위가 높을

수록, 근린공원에 가까울수록, 건폐율이 낮을수록 초기 계약

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계약률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변수를 좀 더 구체적

으로 보면, 우선 건설사 순위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브랜드 순위가 높을수록 분양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아파트 브랜드화 현상을 반영하여 아

파트를 구매하는 수요자는 아파트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 브랜드 가치가 높은 상위기업에 대한 신뢰, 공급 상품의 

품질, 공사 완료에 대한 안정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Kim et al(2005)와 Seo and 

Kang(2014)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사업주체는 분양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양전략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자체사업일 경우 철저한 브랜드 관리가 필수적이

고 소규모 시행사가 분양사업을 할 경우에는 인지도 있는 시

공사를 선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 건폐율은 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건폐율이 낮을수

록 단지내 쾌적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거선호(분양)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최근 관심이 고조된 삶을 위

한 재충전 공간으로서 환경 친화적 아파트와 단지내의 쾌적

성이 주택구매에 중요한 고려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을 최대화하여 지상에 주차장을 없애

고 각종 테마공원과 안전한 도보공간을 마련하는 등 단지내 

녹지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판상형 비율은 초기 계약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는데, 이는 판상형 비율이 높을수록 분양에 도움이 되나 

타워형 비중을 높이는 것은 초기 계약률에 오히려 부(-)의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이는 실제 분양 현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건축계획 시 가급적 판상형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7)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그 결과 분양에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예상과 달리 초기 계약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Seo 

and Kang(2014)의 연구에서는 시기별 영향요인을 비교 검토

하였는데, 2008년 이전에는 초등학교 거리는 계약률에 부(-)

의 영향을, 2008년 이후 정(+)의 영향을 보여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8) 

분석결과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개선 가능한 변수로는 건폐율, 

판상형 비율, 평형별 비율 구성, 또는 어떤 시공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중요한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입지와 대상 부지가 정해진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

되는 경우, 초기 계약률을 높여 성공적인 분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4 분양가격별 초기 계약률 추정

최근 위축된 주택 구매수요로 분양가격을 어느 수준에서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최종 분

양단계에서 분양가 의사결정에 따라 초기 계약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분석결과 Table 7을 토대로 분양가격별 초기 계약률

을 추정하였다. Table 4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평균적인 사업

장의 분양가격 수준별 초기 계약률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평당 분양가가 일정한 금액까지는 초기 계약률

과 정(+)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분양 계약자가 생각하는 분양

가의 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한 수준에서 최대의 초

기 계약률을 기록한 후 분양가격이 높아질수록 점차 계약률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3억 2천만원(평당 9.41백만원)인 경우 초기 계약률이 

30%수준이지만, 호당 분양가격이 3억 6천만원(평당 1.59백

만원)인 경우 모형A(55.65%)와 모형B(53.11%) 모두 가장 높

은 초기 계약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분양가격이 점점 높아

지게 되면 초기 계약률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호당 4억 

원이 되면 다시 초기 계약률이 30%이하(모형A=28.49%, 모

형 B=26.22%)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Estimation of Initial Sales Rate by apartment sales price 

7) 최근 건축계획을 통해 주동 타입 배치시  타워형을 줄이고 판상형을 

최대화하려는 각종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초기에 주로 

배치하던 ㅁ자형 타입에서 최근에는 V자형, L자형, Y자형 타입 등

으로 다양화하여 판상형 평면 비율을 늘이고 있다. 

8) 이와 관련해서는 시기별로 초등학교입지의 영향이 달라지고 있거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입지간의 영향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입지에 따른 주택가치와 관련한 

연구의 축적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초

등학교의 입지와 분양 또는 계약률 관계 등과 관련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성수·김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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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stimation of Initial Sales Rate by apartment sales price

(million won, %) 

sales price 

(Thousands 

Won/3.3㎡)

sales price

(84㎥)

initial sales ratio(%)

model 8 model 9

9.41 320.00 30.53 31.67

9.56 325.00 36.50 36.99

9.71 330.00 41.65 41.56

9.85 335.00 46.00 45.38

10.00 340.00 49.53 48.43

10.15 345.00 52.25 50.74

10.29 350.00 54.15 52.28

10.44 355.00 55.24 53.08

10.59 360.00 55.52 53.11

10.74 365.00 54.99 52.40

10.88 370.00 53.64 50.92

11.03 375.00 51.48 48.69

11.18 380.00 48.51 45.71

11.32 385.00 44.73 41.97

11.47 390.00 40.13 37.47

11.62 395.00 34.72 32.22

11.76 400.00 28.49 26.22

11.91 405.00 21.45 19.46

12.06 410.00 13.60 11.94

12.21 415.00 4.94 3.67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근지역에서 분양한 4개 

사업장의 초기계약률 실측치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출한 모형을 토대로 예측된 초기계약률수준별 분양가격과 

실제 계약률과 분양가격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8과 

같다. 

Table 8. Estimation of the case

Case A Case B Case C Case D

total households(THs) 2,140 1,596 644 344

open space 12.8 20.7 18.2 11.3

Flat-type ratio 86.9 77.9 100 100

Construction Capacity

(upper 10=1 other=0)
1 1 0 0

project (B)
price(10thousand won) 39,368 39,000 33,840 32,850

initial sales(%) 90 30 30 70

predictive 

model (A)

price(10thousand won) 39,000 38,400 35,100 33,100

initial sales(%) 72.7 23.6 24 66.7

수원 인근지역에서 분양한 사업장 중에서 계약률 데이터를 

확보한 사업장을 대상을 비교 한 결과, 추정치보다 실제 계약

률이 A사업장 17.35%p, B사업장 6.39%p, C는 6.01%p D사

업장은 3.28%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분양사례와 예측

치를 통해 도출된 초기계약률 수준의 분양가격의 오차((실측

치-예측치)/실측치×100))는 실제 가격대비 5% 이내로 나타

났다. 모형을 통해 도출한 초기계약률 수준에서의 분양가격

은 실측된 초기계약률수준과 분양가격이 5%이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연구결과의 예측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

으나, 실제 초기계약률과 예측 초기계약률이 상대적으로 높

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

라 모형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

해 어느 특정 지역의 분양가격별 초기계약률의 관계를 설정

하여 분양가격 책정에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아파트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상품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소비자가 

아파트라고 하는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는 

품질에 대한 기대, 상품의 수준, 지역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단지 분양가격이 낮다는 이유만

으로 분양에 따른 계약률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앞의 Fig. 1의 초기 계약률 예측 모형의 역 U자형 초기계약

률 곡선을 고려하면, 분양가격과 초기 계약률의 적절한 수준

을 책정함으로서 사업실패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사업주체 입장에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싶겠지만 

일정수준의 분양가격 이상으로 책정되게 되면 초기 계약률에 

부(-)의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적

절한 분양가격 이상으로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된다면, 

사업자의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계약률 하락이라는 

부정적 요인에 의한 분양수입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분양가격과 계약률을 고려한 적

절한 분양가격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우리나라 주택공급은 주로 민간에 의한 선(先) 분양 아파트 

개발사업 형태가 주로 이루고 있다. 선 분양 개발사업은 분양

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점에서 초기 계약률과 분양가

격은 매우 중요함에도 연구의 축적은 미흡하며, 계약률과 분

양가격 간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분양가격과 초기 계약률간의 관계에 중점

을 두고 분양사업계획 수립시 초기계약률을 고려한 합리적 

분양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계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양가격, 학교입지, 근린공원, 건폐

율, 판상형 비율, 건설사 순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에서, 입지와 관련한 요인은 고정적이고 사업자의 노력으

로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입지 이외의 사업주체가 노

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수로는 분양가격의 책정, 건폐율

민간 아파트 사업의 초기계약률 예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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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판상형 비율, 건설의 브랜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사업계획 수립시 어떠한 건설사를 통해 어떤 주택을 건

설하느냐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

인하였다. 

이 같은 분설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상지역인 수원지역에서

는 상위 주택건설사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거주환경

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건폐율을 낮추며, 타워형 평면을 줄

이고 판상형 평면 비율을 높인 아파트 개발/건설이 이루어진

다면 입지여건 등 제약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계

약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분양가격과 초기 계약률의 관계와 관련한 시사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양가격이 낮을수록 초기계약

률이 높은 것이 아니며, 어느 구간의 범위에서는 분양가격

과 초기계약률이 정(+)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분양 계약자가 

생각하는 분양가의 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분양가격이 

높아질수록 점차 계약률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초기계약률을 고려

한 합리적 분양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격수준과 

초기계약률 간의 관계를 토대로 적절한 분양가격을 책정함

으로서 사업실패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를 비교하면 첫째, 변수 도출시 선행

연구에서는 간과하였지만, 최근 소비자의 변화된 소비특성

을 반영하여 평면타입, 건폐율 및 신도시 내·외 등의 변수

를 새롭게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서 계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분양가격과 연계하여 초

기 계약률을 분석함으로써 실무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셋째, 분양가격 책정시 목표로 설정한 초기계약률을 함

께 고려하여 사업성을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 연구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분양사업을 판단하는 경우, 

지역에 적합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양가격과 초기계약

률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모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일반적이고 범용

적인 모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분석에 활용한 표본

의 수와 변수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분석에 제약이 따랐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초기계약률과 관련한 정보가 세부적으로 공개된다면, 

보다 많은 사업장의 자료를 기초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토대

로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

구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다양하

고 세부적인 정보를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아파트 계

약률에 미치는 요인들을 명확히 밝혀내고 분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교한 초기계약률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

는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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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 주택공급은 주로 민간에 의한 선(先) 분양 아파트 개발사업 형태가 주로 이루고 있다. 선 분양 개발사업은 분양을 통
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점에서 초기 계약률과 분양가격은 매우 중요함에도 연구의 축적은 미흡하며, 계약률과 분양가격 간의 관
계를 고려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분양가격과 초기 계약률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분양사업계획 수립시 초
기계약률을 고려한 합리적 분양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내 합리적 분양가격 수준보다 높거나 낮
게 책정되면 초기계약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초기계약률을 고려한 합리적 분양가격을 책정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기계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양가격, 학교입지, 근린공원, 건폐율, 판상형 비율, 건설사 순위 등
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에서, 입지와 관련한 요인은 고정적이고 사업자의 노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입지 이외의 
사업주체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수로는 분양가격의 책정, 건폐율이나 판상형 비율, 건설의 브랜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사업계획 수립시 어떠한 건설사를 통해 어떤 주택을 건설하느냐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연
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지역에서 선호하는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할 필요
가 있으며,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에서 적절한 분양가격과 초기계약률 간의 관계를 토대로 적절하게 분양가격을 책정하
게 된다면 사업실패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공동주택개발사업, 초기 계약률, 분양가격,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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