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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국의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은 청

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의 한 양상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

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당위성을 검증한다. 그 후 공간통계기법에 기반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

대주택의 수도권 내 후보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세 가지 세부 청년층 분류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도출되었으며, 각 지역과 대상 계층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

국 사회의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함을 목표로 한다.

주요어 : 국민연금기금,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공간통계, 국지적 공간 연관성 지표

Abstract : Recently, Korea suffered serious social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due to population aging. 
Anxiety about deple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one of the social problem to young generation, 
because of the uncertainty that they will not able to receive the pension they paid. At the same time, due 
to the high housing rent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emand for housing welfare and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young generation was increased. There are some opinions about using National Pension 
Fund to supplying public rental houses in the society. In this research, we were concentrated on finding 
the suitable areas for the public rental house using National Pension Fund. First,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investment using National Pension Fund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was done. And spatial statisti-
cal methods were applied to explore the suitable areas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metro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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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

데, 국민연금기금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7

년 현재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 하락함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졌다1). 이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저금리 

현상이 맞물리고 있는 탓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저출산이 생활에 

미칠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 항목의 응답률이 74.1%로 제일 높았다2). 국

민들이 출산절벽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을 매우 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활한 연

금급여 지급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5가지 운용원칙

인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및 운용독립성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다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국민들의 노후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섯 원칙 중에서도 안정성이 중시되어야 하며, 현 국

민연금은 국민연금법 10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 재

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

키는 운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은 전통적인 투자 방안은 안정성에, 대체투자는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전통

적 투자자산에 비해 고위험, 고수익 특성을 나타내

는 투자대상으로서 사모펀드, 대부업, 부동산, 시설

투자, 기타 실물 자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김경민 외, 

2016).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전통적인 투자 수단

인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추가적인 이익 창출이 제한

됨에 따라(안성학, 2016) 대체투자로서 국내 인프라 

투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고(김수완, 2015) 2017년 

7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약 10.5%가 

대체투자에 배분되어 있다4). 2017년 12월까지의 누

계 부문별 투자 현황을 분석하면, 채권과 주식의 투

자 금액이 각각 3,126,749억 원과 2,397,994억 원인

데 반하여, 대체투자는 668,362억 원에 불과하며, 국

민연금의 투자 현황에서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의 투

자 비율은 금융부문의 5,262,791억 원보다 크게 차

이나는 1,740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통적인 투자 

수단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

구한 경향이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나타남을 의미한

다. 하지만 현재의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해 대

체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 기금

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 인해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민연

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한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과 

공공부문, 복지부의 투자를 통한 공공을 동시에성제

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과 

더불어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공공성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의 대상이 공공부문이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추상적으로 논의되어온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대체투자 방안을 청년들의 주

Finally, this study divided young people into three groups and analyzed ways to supply public rental 
housing for each group in proper areas by their demand. This research’s ultimate goals are mitigat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generations and achieving both profitability and publicness of National Pension 
Fund.

Key Words :  National Pension Fund, Public Rental House, Housing Welfare, Spatial Statistics, 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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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달성할 것

을 주장한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이상호 외

의 연구(2010)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속도를 앞당

긴 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중 저출산은 결혼건

수 감소와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하여 심화되고 있

다. 이상호 외(2010)의 연구는 청년층의 결혼을 저해

하는 요소로서 주거 문제에 주목했으며,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결혼시장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에 집

중하고 있다. 기타의 재원과 달리 공공 목적의 대규

모 투자가 가능한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을 활용하여,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장기적으로 청년들

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정착을 

지원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 증가를 통한 수익

성 향상뿐만 아니라, 투자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

장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문제의식이다.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청년층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의에 

따라 19-34세로 정의한다. 최근의 청년층은 소형 

및 저렴한 주택의 부족, 전세 주택의 급격한 월세 전

환 등으로 인해 심각한 주거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2년 주거실태조사

에 따르면 청년층 중 거주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임

차에서 자가로 전환한 가구의 비율이 2008년 33.5%

에서 2012년에는 9.7%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청

년층의 자가 주택 구매 시기가 늦어지며, 높은 주택 

임대료 부담을 하는 시기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임대료로 인한 주거비의 부담은 RIR(소

득 대비 임대료 비율) 개념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복지욕

구조사에 따르면 빈곤한 청년가구주가구의 RIR6)은 

20% 이하, 선진국의 경우 RIR 30% 초과 계층이 주

거 빈곤층으로 정의한다(현대경제연구원, 2015).

20% 이상은 73.33%, RIR 30% 이상은 60.22%로, 

과반수의 청년층이 소득의 상당부분을 임대료로 사

용하고 있으며 청년가구주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심

각한 수준에 있다(이태진, 2016). 소득이나 지출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청년층의 ‘월세

화’는 자산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이상호 외, 2010; 주택

산업연구원, 2016; 이태진, 2016).

현재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주

거 지원 제도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서 행복주

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회적 주택을 공급하는 제

도와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의 금융 지원으로서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월세대출 등이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주택 혹은 임대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층은 주거난을 겪고 있다. 대

표적으로 청년층 1인 가구 중 주거 빈곤층의 비율은 

2005년 24.0%에서 10년 후 인 2015년 37.2%로 증

가 추세에 있으며, 같은 기간 서울 1인 주거 빈곤 청

년 가구의 절대적인 수 또한 2,818가구에서 38,096

가구로 10배 이상 급증했다(이태진, 2016). 한편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도 증

가 추세에 있는 것 역시 현 청년 주택 지원 정책이 역

부족임을 시사한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청년층의 주

거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 2030주택을 추진하고 있

으나 이 역시 초역세권 입지로 인해 여전히 청년층

이 부담하기에는 임대료가 비싸다는 점에서 기존 취

지에 비추었을 때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울

시의 의무임대기간은 8년으로서, 이후에는 민간이 

100% 운영하는 방식의 준기업형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후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기 어렵다. 더불

어 임대 주택 입지 지역의 집값 하락 등 주민들의 반

대로 건설 추진 과정에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7). 이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현재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정책은 미비한 현실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연

금기금의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운용원칙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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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대체투자를 제안한다. 대체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중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입주하기에 용이한 

소형아파트의 매입 및 임대를 위한 자금에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부동산 대체

투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의 기대 효과는 

청년층의 주거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청년

층의 자산 축적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고

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세대 간 부의 불균형

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국

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과 그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

급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한다. 그 후 실증적으로 국

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청년층의 수요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 후보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

공임대주택의 추후 매각을 통한 차익 실현으로 수익

을 실현하는 것은 현재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임대차 수익 혹은 

인근 지역 개발 등의 구체적인 수익성 제고 방안이 

현실에서는 요구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익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보다, 청년층의 주거 수요 충족

이라는 공공성과의 보완적 관계에 집중하기 위하여 

주거비가 상승하는 지역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하

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 청년층을 대학

생과 구직 중인 청년층, 통근하는 1인 가구, 신혼부

부라는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후보지를 공간통계 

기법을 통해 제안하고, 도출된 후보지의 의미와 활

용 방안을 탐색한다.

2. 선행연구 

기존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에 관한 연구들은 국민

연금기금의 성격과 그에 따른 운용 방향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상이하다. 김연명(2011)의 연구

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방향에 대립적 시각

이 존재하는데, 이는 국민연금기금 성격에 대한 인

식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한다.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시각은 신탁기금과 사회투자자본의 두 가지 성

격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기금의 수익률을 최대

한 높여 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또한 이러한 시

각을 견지하고 있다. 김영미(2014)의 연구에서도 현

행법 상 연금기금은 신탁자산으로 이해되어 기금의 

책임준비금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반

면, 사회투자 자본으로서 인식하는 관점에서의 국민

연금기금은 수익을 내야 하는 임무뿐만 아니라 국가

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사회적 임무

도 있음을 강조한다(김연명, 2011). 경제사회적 발

전을 위한 목적에 투자한 예로 핀란드와 스웨덴 등이 

있다. 핀란드는 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사회 인프라를 

구축했고, 스웨덴은 임금근로자 주거문제 해결에 국

민연금기금을 대규모로 투자한 사례가 있다(김은정, 

2011). 정창률(2010)은 국민연금기금의 본질에 대

한 고찰과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단편적 

기금운용방안 논의들은 올바른 운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즉,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어

떻게 인식하느냐가 국민연금기금의 방향성에 영향

을 미친다는 논지로 연결된다.

국민연금기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 지에 대

한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는 어려우나(Orszarg and 

Sand, 2007)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향성에 대한 연

구는 주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강조하거나 국

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를 제안하는 측면에서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의 극

대화를 위한 투자방식이 기금고갈시점을 늦출 수 있

다는 논리가 기금의 운용을 연구하는 학계나 이를 집

행하는 정부에서도 지배적이기 때문이다(김연명, 

2011). 하지만 특정 금융자산 부문의 자원 집중, 연

금재정의 불안정성(원종현·주은선, 2011), 국민연

금기금의 자산 가치 하락 등의 여러 가지 경제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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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김연명(2011)은 역설

한다. 또한 정창률(2010)은 국민연금기금을 신탁기

금으로 이해하는 연금기금자본주의는 금융기관과 

보수 언론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으로, 국민연금기

금의 공적 국민연금기금으로서의 본질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즉, 국민연금기금 운영 방향

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공적 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으로서 세대 간 계약 및 재분배의 사회

연대 기능을 가지며, 따라서 공적 연금기금을 공공

의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고

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투자에 합당한 대

안적 운용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다. 특

히 국민연금의 비교적 높은 운용가능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복지 영역에 투자를 하는 방안이 활

발히 제기되었다(한성윤, 2010; 주은선, 2012). 한성

윤(2010)은 국민연금기금을 실버타운과 보육 사업 

등에 투자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활용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은선(2012)은 복지투자

가 반드시 수익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

며 보육, 보건의료, 노인요양시설 등의 공공사회서

비스에 대한 투자의 확충을 통해 기금의 사회적 효용

을 향상시키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이미진(2016) 또한 국공립 노인 장기요양

시설 확충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할 것을 제시한다. 

연금 보험료의 수입으로 직결되는 고용률의 상승으

로 사회적 및 제도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김우창(2015)은 국민연금 기금고갈의 주요 원인

인 저출산과 고령화에 역점을 두며, 출산율의 상승

은 자연스럽게 기금고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

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을 인구로 

확장하여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장기 채권을 매입

하고, 정부가 이를 인구증가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

을 제안한다(김우창, 2015).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복지영역에 집중하는 방식은 국민연금기금

의 운용원칙 중 공공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힘들며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현재 상

황에서 본격화되지 못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수익성과 공공

성 모두를 충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속도가 점점 빨

라지고 있는 현황에서 공공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투

자의 위험 수준을 유지 혹은 하락시키면서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투자 방안이 필요하다. 정창률

(2010)도 사회투자 관점에서 국민경제 생산성을 향

상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려면 사

회적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덧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

이 고갈되는 현실에서 공적연금으로서의 공공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을 통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수도

권의 아파트에 대체투자하여 국민연금의 기대 수익 

상승과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후보지

를 탐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는 국민연금기금의 안

정적인 성과와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며8), 대체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공학이나 재무 분야에

서 수익성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영규 외, 2015; 허화 외, 2004). 대체투자 수

단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연구는 국민연금 산하기관

인 국민연금연구원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포트폴리

오 구성 측면에 대해 이루어졌다(유상현, 2007; 정

문경 외, 2008; 박성준, 2011; 김경민, 2016). 아울러 

부동산 투자 수익과 관련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 변화를 분석하거나(김은주, 

2010), 대체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산 운용 포트

폴리오와 연계할 수 있는 벤치마크 설정 근거를 검토

한 연구(노상윤·황정욱, 2012)가 있다. 공공임대주

택은 아니지만, 투자대상으로서 부동산을 분석한 연

구 또한 존재한다(남재우, 2013; 김경민, 2016).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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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는 분

산 효과가 크고, 주식 및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비해 

인플레이션 헤징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있으나(남재

우, 2013), 효과적인 대체투자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에 대한 연구 역시 존재한다(김경민, 2016). 그러나 

위 연구들은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자산으로서

의 부동산에 대해 수익성만을 강조해 접근한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을 위한 기금 투자 대상

으로서 부동산이 가진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또

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지니는 상업용 부동산과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 측

면에서 부동산 대체투자자산 활용을 제안한다. 김경

민 외(2016)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대체투자 상품

으로서 핵심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대체투자가 상대

적으로 높은 자산운용수익률과 인플레이션 억제 기

능을 갖는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 연

구는 대체투자 수단으로서 부동산 펀드를 활용할 것

을 제안하며 부동산 투자가 채권 및 주식과 같은 전

통적 투자 수단에 비해 자산운용과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더 적합하다는 점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

출하였다. 그러나 분석 방법에 있어서 시계열분석을 

활용해 통시적인 시각은 고려하였으나, 투자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공간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부

동산은 그 특성 상 공간적 이질성이 굉장히 큰데, 구

체적으로 명확한 공간을 지정하지 않은 투자는 예기

치 않은 불안정한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수완(2015)의 연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방식을 취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로서

의 인프라 투자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힌

다. 공공 목적을 지닌 투자로써 정부 정책의 중요한 

자금 조달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

구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역사적인 관점에

서 공공성의 개념이 어떻게 해석, 변화 및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민연금

기금 투자 전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고 있

지 않다. 김남주 외(2012)는 비교적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국민연금을 최대 공적 투자자로 

하는 임대형 민간 자본 사업 방식을 활용한 장기 공

공임대주택 공급이 그것이다. 위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재무적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위험을 최소화

하는 만큼 투자자의 수익률 기대치를 낮춰 기존 민자 

활용의 가장 근본적 문제점인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

불가능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

러나 이는 근로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물주택의 본질적 특성 상 수요

와 공급 사이에 불가피한 시간적 격차의 발생과 막대

한 자금 동원 및 택지 획득이 필연적 난제이다(김남

주 외, 2012). 따라서 이와 같은 방안에서는 국민연

금기금이 투자 자원으로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가능

성이 높지 않다.

김남주 외(2012)에 따르면 연금제도의 장기적 제

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와 미래 세대가 창출하는 부 및 연금의 납부자와 수

혜자 간 균형이다. 즉, 국민연금제도가 경제성장과 

고용률의 증가에 기반하므로(원종현·주은선, 2011) 

국민연금기금의 존립이 의존하는 사회공동체에 대

해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으

로 미래의 부를 창출할 주체이자 경제성장의 주축이 

되는 청년층이 누구나 누릴 주거권을 침해받지 않고 

주거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제

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

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태진 외(2016)의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의 주거 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분양주

택이나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확충만으로 청

년층 주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변창흠, 

2014). 이를 위해 청년층을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누

고, 각 집단의 수요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열악한 청년 주거 실태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주

거약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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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미흡하다(이봉조, 2014). 임경지(2015)에 따르

면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절대

적 공급량 부족이며, 공급량이 부족한 와중에 청년

들은 입주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지원하더라도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가구가 적은 현실을 지적한다. 

2012년 기준 청년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

은 전체 대비 6%, 그 중 20대 가구는 1.7%에 불과하

다는 점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양질의 부담가

능한 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 부족으로 그 수

혜 대상이 한정됨에 따라(최은영, 2014) 청년들이 주

거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임

경지, 2015).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

정 지원정책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정책이 

있지만, 이 또한 소득계층과 인구·사회적 특성이 복

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정책대상이 불명확하며 정

책효과도 뚜렷하지 못 하다는 문제가 있다(이수욱, 

2016). 따라서 공공의 역할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들의 과도한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불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사회

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체투자 방안으로 부동산 

중 아파트에 투자하되, 이를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

층의 수요에 맞게 공급하여 주거 복지 확충까지 도모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대체투자의 수익성은 

기존의 지가 상승 모형, 주식·채권 평가 모형에서 사

용한 비공간적 시계열 모형을 탈피하여, 지리적 분

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의 정확도 및 예측력을 향상

시킨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증진시

키며, 동시에 청년층의 희망 거주 특성을 반영한 공

공임대주택 투자 후보지를 탐색하여 사회성을 보장

한다.

3. 연구지역 및 방법론

1) 연구지역

본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의하는, 서울

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도권은 한국의 인

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

동과 집중 현상은 이동 계층의 특성, 즉 20대의 이주

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최

은영, 2004). 20대의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이동

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수도권 지역의 주거난이라

는 사회적 문제 현상으로 인식되었지만, 20대가 희

망하는 주거 환경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을 방증

한다.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유입과 사무입

지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한국 사회의 현대사에 지속

된 사회현상으로(안영진, 2002), 1970년 이후 우리

나라 이동 인구 두 명 중 한 명은 수도권으로 이주하

였으며, 유입 거리에 제약이 없는 특성이 있다(권용

우·이자원, 1995). 더불어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 이

동은 주로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로 

표 1. 전국 사업체 분포(통계청, 2017)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5년

서울특별시(개) 748,953 719,687 785,094 820,658

인천광역시(개) 156,020 157,980 177,990 186,011

경기도(개) 566,798 651,428 773,216 827,983

전국(개) 3,187,916 3,264,782 3,676,876 3,874,167

수도권 집중률(%) 46.167 46.836 47.222 4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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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에는 교육과 어메니

티 시설의 보급과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특히 청

년층의 일자리 공급처인 사업체 수를 지역 별로 비

교했을 때, 수도권에 있는 사업체의 비중은 <표 1>

과 같이 2003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

타났다. 많은 노동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

도권은 대다수 청년층 및 경제가능인구의 희망 거주 

지역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수도권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 청년층의 초기 정착과 거주가 어렵다(김민철, 

2017).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에 있어 공간적 불일

치(Spatial mismatch)를 최소화하는, 청년층 소구

집단의 수요에 입각한 주거 공급을 위해서는 청년층

의 수요와 현실적 여건을 동시에 고려하는 주거 공급 

지역 선택이 필요하다(이수욱, 2016).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청년층의 희망 거주 지역으로 대표되는 

수도권을 연구지역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기본 단위를 100m*100m

의 정사각형 격자(Grid)로 상정하였다. 100m 길이

의 정사각형 격자는 세 가지 이유에서 분석 단위로 

정의하였다. 첫 번째로 거주 공간에 있어 100m는 공

간적 등질성이 유지될 수 있는 단위라는 점에서 설

정하였다. 기존 연구의 근린생활권 설정은 각 시설

의 특성에 따라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를 설

정하였다. 사람의 평균 보행속도는 81m/분으로, 공

원과 같은 시설의 생활권은 보행거리 10-15분을 기

준으로 한 1km로 상정하였다(이슬기 외, 2013). 주

거지의 경우 도보로 1-2분 거리인 100m 이내일 경

우 지가 및 수요 요인의 등질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

대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100m의 정사각형 격자를 

연구 단위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기존의 집계구

나 행정동이라는 임의적 개념과 달리, 본 연구의 소

규모 격자는 단위 구역 내의 상이한 분포를 반영하

면서도 MAUP(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를 방지할 수 있다. 동일한 행정동 내부에서도 다

양한 요소로 인해 상이한 지가와 주거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는데, 100m*100m의 격자는 높은 공간 해

상도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100m*100m의 격자는 현재 분석의 계산 부

하량을 감안하였을 때에 가장 현실적인 최소 공간 

단위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도

서 지역을 제외하고 단위 격자에 따라 분절할 경우, 

1,139,845개의 격자로 분할된다. 현재의 컴퓨터 연

산 능력 하에서 격자를 축소할 경우, 분석이 불가능

하거나 이례적 현상에 지나치게 민감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100m의 격자를 연구에 활용하였

다. 연구에서 도서지역을 제외한 것은 실제 청년층

의 거주 비중이 낮고,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간

적 불연속성에 의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6개 연도를 

대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한 

6년간 총 1,890,167건의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거

래 내역을 바탕으로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화와 지

역적 특성을 탐색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아파트의 실거래 유형은 통상 매

매, 전세, 월세의 세 가지 거래로 구분되는데, 각 거

래 내역을 단일한 가격 지표로 통일해야 각 거래의 

아파트 가치를 객관적으로 상호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모두 현재의 월

세 가치, ‘월 단위 주거비’9)로 변환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2017년 전월세 전환율을 활용하였는데, 

2017년 서울시의 매매가의 전세 전환율은 75%이며 

전세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은 월 0.5%였다. 전월세 

전환율을 토대로 매매와 전세, 월세의 보증금 및 월 

소요 비용을 월 단위 주거비로 계산하는 공식은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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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75*0.005*P+0.005*Y+M (1)

R=월 단위 주거비

P=아파트 매매가

Y=아파트 전세가

M=아파트 월세가

본 연구는 후보지별 월 단위 주거비 상승률을 계산

하여, 월 단위 주거비 상승의 공간 클러스터(Spatial 

cluster)를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공간 클러스터로 

탐지된 지역의 함의와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타당성

을 살펴본다. 월 단위 주거비 상승률의 핫스팟을 탐

지하기 위해 Anselin(1995)이 제안한 국지적 공간 

연관성 지표(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

tion, 이하 LISA)인 Local Moran’s I를 활용하였다. 

LISA의 계산식은 식 (2)와 같다. 연구에서 국지적 공

간 클러스터 탐지를 활용한 것은, 이례적인 아파트 

거래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수요 상승이 

나타나는 합리적인 클러스터를 제안하여 현실 상황

에서의 분석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LocalIi=Zi ∑
j
WijZj (2)

Ii=국지적 Moran’s I

W=가중치

i, j=i, j지역의 변수

N=전체 지역 수

Xi, Xj=i, j지역의 변수

X–=X값의 평균

Z=표준화 점수

연구의 진행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우선 수도권 

아파트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실거래 내역을 

구득하고, 지오코딩을 시행하여 발생 지점을 공간

적으로 재현하였으며, 이를 식 (1)의 월 단위 주거비

로 변환하였다. 각 거래는 점 단위로 구현되었기 때

문에, 거래가 나타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추정 월 단

위 주거비를 측정하기 위해, 정규 크리깅(Ordinary 

kriging) 기법을 바탕으로 보간법을 시행하여, 연구 

지역의 각 격자의 월 단위 주거비 수치를 부여하였

다. 이후 각 지역의 월 단위 주거비의 연 단위 증감률

을 바탕으로 Local Moran’s I를 계산하여, 주거에 대

한 수요 증가로 인한 가치 상승 지역을 탐색하였다. 

단, 1년 단위의 단기간 내에서는 자료의 이상치에 따

라 왜곡된 후보지가 제안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연

금기금 재원의 투자의 투기성을 높여 사회적 비판 및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5개의 기간 중 4개 이상의 기

간에 지속적으로 월 단위 주거비가 상승한 지역을 주

거 수요의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곳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핫스팟 지역 중,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청년층에 대

한 주거 복지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후보지의 특성을 분석 및 해석하는 과

정을 통해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분석은 R 

3.4와 QGIS 2.19, Arc GIS 10.5를 통해 진행하였다.

월 단위 주거비 계산

결과 해석

청년층 밀집 지역 선정

정규 크리깅 시행

Local Moran’s I 계산

자료 구득

그림 1. 연구의 절차 그림 1. 연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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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에서 도출한 공급 적합지는 ‘2011

년부터 2016년까지 5개의 상승 기간 중 4번 이상 

공간적 핫스팟이 발생한 후보지 중 청년층 비율이

10.42% 이상인 곳으로 실제 아파트가 입지한 지역’

이라는 기준에서 선정하였다. 위의 공급 적합지는 

세 가지 조건을 내포한다. 첫 번째로 4번 이상 핫스

팟이 발생한 지역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지역임과 동시에 투자지로서의 가치가 상승

한 곳임을 의미한다. 단일한 시기보다 지속적인 증

가 추세를 살핌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할 경

우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후보지

의 우선 조건으로 상정하였다. 두 번째로 청년층의 

비율이 10.42% 이상인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평균

치 이상으로 청년층이 이미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한

다. 청년층이 이미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 하에 입지

하였으며, 새로운 청년층이 입지하였을 때에 사회적 

이질성을 적게 경험하도록 하는 지역을 후보지로 하

였다. 마지막으로 선정 지역이 아파트 및 주택의 용

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최종 분석 단계에서 

제외하여 현실의 도시계획 및 공간 특성을 반영하였

다.

전역적으로 연구 지역을 고려하였을 때에, 서울특

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속한 후보지의 그리드 

수와 최종 공공주택 공급 적합지의 수는 <표 2>와 같

았다. 경기도 북부의 경우 낮은 청년층 비율과 미흡

한 아파트 공급 수준으로 인해 정규 크리깅 보간법이 

소수의 이례적 표본에 영향을 크게 받아 분석의 정확

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기에,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

하였다. 특히 청년층의 희망 주거지라는 점에서 수

도권에서도 경기도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을 대상으

로 후보지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시의 경우

에 가장 넓은 영역에서 투자 후보지가 나타났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남부의 경우 전체 면적의 0.099%

와 0.062%로 나타났다. 최종 투자 후보지의 비율이 

전체 연구 지역 대비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연구가 

도출한 후보지가 엄격한 기준 하에 선별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체 59,564개의 그리드 중 59개의 그

리드가 최종적인 공공주택 필요 지역으로 나타났다. 

후보지는 그리드의 연속성에 따라 총 7개의 클러스

터로 구분하였다. 서울시의 연구 결과물은 <그림 2>

와 같다. 첫 번째로 명동 지역은 상업지역에 걸쳐서 

지속적인 수요 상승으로 인한 월 단위 주거비 지수의 

증가로 공공주택 후보지로 제안되었다. 하지만 해당 

후보지가 상업지역이며, 후보지의 가치 상승은 청년

층의 공공주택 수요보다는 인근 주거 건물에 대한 상

업적 수요 증가에 의한 결과물이므로, 공간적 맥락

을 해석하였을 때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지로 판단할 

수 있다. 

왕십리 지역과 답십리 지역은 서울시 지하철 2호

선에 인접한 지역인데, 지하철 2호선은 서울시의 1

인가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1인가구 벨트’가 형

성되고 있다(변미리 외, 2008). 지하철 2호선은 주

요 대학교 및 사업체와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접

근성이 중요한 1인가구에게 선호되는 주거 특성으

표 2. 연구 후보지 및 지역 통계량 요약 

지역 전체 후보지(개) 선정 후보지(개) 비율(%)

서울특별시 59,564 59 0.099

인천광역시 27,050 478 1.767

경기도 1,053,231 355 0.033

경기도 남부 564,571 355 0.062



조성아·홍예륜·이성민·신휴석166

그
림

 2
. 서

울
특

별
시

 공
공

주
택

 후
보

지

서
울

특
별

시
 후

보
지

명
동

 지
역

 후
보

지
왕

십
리

 지
역

 후
보

지
답

십
리

 지
역

 후
보

지

가
락

동
 지

역
 후

보
지

강
동

 지
역

 후
보

지
노

량
진

 지
역

 후
보

지
대

방
동

 지
역

 후
보

지



167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통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후보지 분석: 2011-2016년 수도권 아파트 거래 자료를 토대로

로 인식된다. 우수한 접근성은 대중교통 수요가 높

은 청년층에게도 주요한 주거 요인인데, 서울시 내

의 세 공공주택 후보지에서 특히 접근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첫 번째로 왕십리 지역은 인근에 7개의 지

하철역과 한양대학교가 입지했으며, 답십리 지역도 

6개의 지하철역과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 한

양여자대학교가 입지한 측면에서 대학생과 통근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청년층의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대방동 지역 역시 왕십리와 답십리 지역처럼 다수의 

지하철역과 여의도 지역의 상업지구로 인해 해당 지

역으로 통근하는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상의 세 지역은 통근 및 등교를 하는 청년층의 접

근성에 큰 장점이 있는 후보지이다.

반면 노량진의 경우 전통적인 취업 관련 시험의 준

비 학생층의 수요와 더불어 1호선 및 9호선으로 대

표되는 우수한 교통편을 활용하고자 하는 청년 통근

층의 수요도 높은 지역이다. 가락동, 강동 지역은 상

기의 지역에 비해 서울시의 외곽부이며, 지하철 2호

선에서 벗어난 지역이다. 가락동과 강동 지역은 비

교적 저렴한 지대로 인해 신혼부부를 비롯한 2인 이

상 가구의 수요가 높은 지역인데, 가락동은 노후 주

택의 재개발을 통한 행복주택의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 강동역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지대와 준수한 

교통편이 강점으로, 서울 도심부에 비해 교통보다 

종합적 주거 환경 및 주거비에 민감한 계층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의 후보지

는 서울시 내로 출퇴근을 하거나 인근 학교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층 공공주택 공급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역별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통근 청년층 내에서도 1인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할 필요

가 있음이 후보지 특성을 통해 도출되었다. 

인천은 단일한 클러스터로 공공주택 입지 후보지

가 제안되었다. 송도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후보지

가 감지되었는데, 송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 

시설의 집중이다. 특히 20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

는 고등 교육 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송

도 지역에는 8개의 대학교가 현재 입지하였거나 근

래에 개설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 인구뿐만 아

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 인구 역시 고려해야 하는 

서울시와 달리, 인천의 청년층 공공주택은 대학생을 

주요 입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환경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을 주요 입주 대상

이 되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대형 면적의 아

그림 3. 인천광역시 공공주택 후보지

인천광역시 후보지 송도 지역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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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보다는 쉐어하우스나 공공 기숙사의 형태로 주

택을 공급하여 해당 지역의 청년층의 주거 복지를 확

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경기도 남부 지역은 5개의 구역에서 공공주택의 

후보지가 나타났다. 각 지역은 인근에 지하철역 또

는 버스 터미널 등의 교통 시설이 입지한 특징이 있

다. 더불어 안양동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인근에 산

업단지가 입지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안양동 지역의 

경우 다섯 가지의 지역 중 대중교통을 통한 서울시로

의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다. 즉, 안양동 지역

의 후보지는 인근 지역으로의 통근보다도, 수도권으

로의 통근 및 통학을 하는 청년층의 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안양동 지역은 서

울시 및 인천시로 통근을 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수요

를 감안한 공공주택의 설립이 적합하다.

반면 호계동 지역은 안양IT단지와 안양국제유통

단지가 인근에 있으며, 광교동 지역은 광교테크노밸

리가, 동탄 지역은 동흥산업단지와 화성지방산업단

지, 오산 지역은 정남일반산업단지와 LG이노텍의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다. 경기도 남부는 또한 지

식서비스 산업 역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박소

현·이금숙, 2016). 이상의 4개 지역은 해당 산업단

지 및 인근 지역으로 통근하기 위한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주거지인데, 이를 감안할 때 근린 지역으로 통

근하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공급이 효과적이

다. 즉, 안양동 지역을 제외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의 

공공주택 공급은 서울시와 인천시와 달리 인근의 산

업단지와 협력하여 통근 인구를 주요 수요 대상으로 

설정하는 고려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 지역은 지역 간의 공공주택 수요의 

특성과 지역 내의 수요 특성이 상이하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2호선을 활용하여 통근하는 청년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 비교적 불편한 

교통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지대와 양호한 생활 여건

을 누릴 수 있는 중형 아파트를 요구하는 신혼부부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방안이 필요하였으며, 지하철 

등의 교통 시설이 공공주택의 입지에 중요한 요인이

다. 연구의 결과 서울시 내의 후보 지역에 따라 교통 

및 산업, 지대의 중요도가 다르게 작용하였다. 인천

시의 경우 송도 지역으로 단일하게 공공주택 수요지

가 나타났는데, 집중된 대학교로 통학하는 대학생들

을 위한 공공주택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쉐어하

우스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경기도 남부 지역의 안양동 지역은 서울시 및 인

천시로 통근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요구된다. 그 외의 네 후보 지역

의 경우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청년층 노동자의 

주거 공간 확충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 초년생들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지닐 기간 및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 청년층을 위한 수도권 공공주

택 후보지를 탐색하였다. 수도권의 공공주택 적합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

서 각각 후보지 클러스터가 나타났다. 각각 7개, 1개, 

5개의 클러스터가 도출되었는데, 후보지의 특성을 

산업시설, 교육시설,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해석하

였다. 각 후보지 클러스터는 공간적 특수성에 따라 

다른 주거입지 선호를 지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박원석, 2014; 박

원석, 2017). 본 논문에서는 청년층을 세 개의 세부 

집단으로 구분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

안한다. 각 세부 집단은 대학생과 구직 중인 청년층, 

통근하는 1인가구, 신혼부부이며, 각각의 세부 집단

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로 대학생과 구직 중인 청년층의 경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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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시설과 인근의 대학교가 가장 주요한 공공주택 

입지 조건이다. 이들은 통학 시간에 민감하게 주거 

지역을 선택하는 공통점이 있다(양지현·조창현, 

2016). 본 연구의 결과 왕십리 지역, 답십리 지역, 노

량진 지역, 송도 지역의 네 곳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

다. 상기의 네 지역의 경우 인근에 다수의 지하철역

이 존재하거나 대학교 혹은 취업 준비 학원이 밀집한 

특성이 있다. 대학생과 구직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

택은 현재의 부족한 대학교 기숙사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지닌 

쉐어 하우스 등의 형태를 통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

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해당 지역에 적합하다.

두 번째로 통근하는 1인가구 청년층은 대학생과 

유사하게 좁은 주거 면적에도 불구하고 직장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 이

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후보지로는 대방동 지역, 안

양동 지역, 호계동 지역, 광교동 지역이 있으며, 동탄 

지역과 오산대역 지역 역시 1인가구 청년층의 수요

가 높은 지역이다. 이 중 대방동 지역의 경우, 인근에 

산업 단지가 없지만, 서울시와 기타 지역으로의 우

수한 접근성 때문에 1인가구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 인근에 있는 산업

단지로 통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공

공주택의 공급을 통해 1인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키

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의 제도 하에서

도 다양한 임대 주택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 신혼부

부는 이상의 두 집단과 달리, 접근성과 더불어 학군 

등의 요인이 중요하다(박원석, 2014). 즉, 교통 여건

과 접근성과 더불어 낮은 주거비와 생활 여건이 중요

한 조건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가락동 지역과 강동 지

역이 신혼부부에 적합한 공공주택 후보지로 도출되

었다. 이 외에도 동탄 지역과 오산대 지역, 광교동 지

역의 경우에도 해당 산업단지로 통근하는 신혼부부

를 위한 공공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복합수요 지역이

다. 이상의 세 가지 세부 집단의 수요에 맞는 공공주

택 공급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비율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대체투자의 한 방안으로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아파트 거래 자료를 바탕

으로 수도권의 공공주택 후보지 적합성을 판단하였

다. 새로운 국민연금 대체투자 제안과 공공주택 공

급 후보지 선정의 의의는 연기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청년층의 주거난 완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함에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공공주택 후보

지 선정과 그 정당성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국민

연금기금의 실제 운용 측면의 제도적, 행정적 활용 

방안 및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실제 청년층의 주거 수요에 대해 실증적

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

완하는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

적 활용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

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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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 단위 주거비는 매매, 전세 임대차, 월세 임대차 등의 다양

한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매매가와 보증금, 월

세를 모두 월 단위의 주거비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매매가

(P)와 보증금(Y)의 월세 전환 비율을 고려하여 월 단위의 주

거비(R)로 전환한 것이 식(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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