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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 대한민국은 내 집 마련이 모두의 꿈이라고 할 정도로 자가 보유에 대한 열망이 높은 사회다. 

분양은 그런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여겨져 왔다. 물론 지방 일

부 지역에서는 종종 분양 미달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주택 청약을 위해 

길게 늘어선 줄과 높은 청약 경쟁률이 늘 화제가 되어 왔다. 게다가 2015년 기준 완화로 유명

무실화 되었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20년 8월 이후 기준 강화를 통해 사실상 부활하

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분양의 열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이에 세간에

서는 분양에 당첨되는 것이 로또 당첨과 비슷하게 어렵다는 의미에서 로또분양이라는 말까

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Ÿ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2,710만 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납입기간, 납입금, 납입횟수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1순위 청약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 수의 절반 이상(55.2%)인 1,496만명에 육박하고 있다.1) 

Ÿ 이렇듯 분양의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최근 10년 간 총 246.2만호, 연 평균 24.6만 호에 달

하는2), 적지 않은 물량의 분양주택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청약 경쟁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

다. 2020년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27.6 대 1로 2019년 평균 경쟁률(14.9 대 1)에 비해 1.9

배 상승했으며, 서울의 경우 89대 1, 세종시는 153.3대 1에 달했다. 서울의 일부 아파트는 

300~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3)  

l 이렇듯 분양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장기 무주택자가 분

양을 통해 집을 장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량에 있어서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부양가족 수에 가장 

많은 비중을 부여하는 현 주택 분양제도이다. 

Ÿ 먼저 현 주택 분양제도는 공급 물량에 있어 신혼부부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현재 분양주택의 공급방법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특정 대상에게 일정물량을 할당하

는 ‘특별공급’과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08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확대되어 현재 공공분양 물량의 30%, 민간분양 물량의 20%로 전체 특별공급 물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 역시 첫 도입 당

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100%)이하에서 점차 완화되어 2021년 1월부터는 가

구 당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부부합산 연 소득

1) 청약통장 가입 '열풍'…전국 가입자 2700만명 돌파, 뉴스원, 2020년 12월 20일. 
https://www.news1.kr/articles/?4155044
2)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행정자료- 공동주택 분양 승인실적’. 위 통계는 분양 승인된 주택을 말함.  
3) “1년 새 두 배로 뛴 청약 경쟁률… “갈수록 어렵다”“. 조선비즈. 20201년 1월 20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9/2021011902773.html; 
”분상제 여파… 올 서울 아파트 분양 절반도 못해 동아일보. 2020년 12월 29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28/104672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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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억원에 이르는 부부까지 포함하는 기준이다. 

  - 또한 신혼부부는 이러한 특별공급 외에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를 대상

으로 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혜택 역시 받을 수 있다(단 중복지원은 불가, 둘 중 하나 선

택 가능). 2009년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20%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설되었으며, 입주

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납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른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를 도입함

으로써 상대적으로 가점 점수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확대되었으며(공공분양은 기존 20%→ 25%로 확

대, 민간분양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신설) 새로이 신설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

급 역시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으로써 신혼부부에게 보다 

많은 분양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Ÿ 또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현 주택 분양제도는 부양가족 수에 가장 많은 배점을 부

여하고 있다. 

  - 특별공급에 응하지 못한 이들은 일반공급을 통해 주택 분양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도 수도권과 같은 투기과열지역의 민간분양의 경우 상당수의 물량이 청약 가점제로 입주자

를 선정한다.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및 청약통장 납입기간에 따라 가점

을 부여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가점 동일시 추첨)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이 중 부양가족 수의 배점 비중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다른 조건을 만족 시킨다 하

더라도 부양가족 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1-2인 가구의 경우 사실상 분양의 혜택

을 받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0년 분양 주택 기준 실질적 분양을 받을 수 있

는 청약 가점은 전국 50.82점, 서울 61.83점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부양가족 수

가 0-1명에 불과해 부양가족 수에서 5-10점밖에 받지 못하는 1-2인 가구의 경우 납입기간

(17점 만점), 무주택기간 (32점 만점) 등 다른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수다.  

  - 게다가 현재 부양가족 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 민간분양 모두 10%, 노부모 

부양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5%, 민간분양 3%의 물량이 특별공급으로 배정되어 있어 사

실상 부양가족 수가 많은 가구에 대해 이중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  이처럼 신혼부부 및 부양가족 수에 혜택이 편중된 지금과 같은 주택 분양제도가 정책의 취

지나 대상 간 형평성, 그리고 최근의 가구 및 세대 구성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보다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Ÿ 청년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함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비단 청년 세대 뿐 

아니라 전 세대의 이해관계와 수요가 맞물려 있는 주택 공급 정책에서 지금과 같이 30대 

신혼부부에게 편중된 물량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세대 간 형평성 및 세대 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무주택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았을 때 40대와 50대 역시 30대 못지않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뿐더러, 생

애주기에 따른 수요를 고려했을 때도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 안정적 주거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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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자가보유의 기회를 잡기 어려운 4, 50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30대 신혼부부에 비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

존 분양가는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서울⦁수도권의 분양가가 6-9억원대에 

육박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확대는 30대 청년 세대 내에서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상위 계층에게 분양권 당첨과 시세차익의 혜택을 제공

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Ÿ 지금과 같이 부양가족 수에 높은 비중을 부여하는 청약 가점제도 역시 비혼, 이혼 및 한부

모 가구, 무자녀 가구, 독립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1-2인 가구가 전체 가

구의 약 60%에 달하는 현재의 가구 및 세대 구성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상

황에서 부양가족 수가 입주자 선정에 절대적 영향력 행사함에 따라 장기 무주택 1-2인 가

구는 내 집 마련의 기회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Ÿ 물론 출산 장려라는 정책적 취지는 이해하는 바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제가 

실시된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청약 가점제가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

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자녀 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부양가구 수에 대한 가점 혜택

이 출산율을 증진 시키기보다는, 자녀를 여러 명 부양할 수 있을만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가구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l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 주택 분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신혼부부에 집중된 물량과, 부양

가족 수에 편중된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취지, 세대⦁계층 간 형평

성, 가구⦁세대 구성 변화 추이를 고려한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세

대에게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향후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게 하되, 실질적 분양의 혜택은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장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40, 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 분양제도가 보완⦁개선되

어야 함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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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분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주택 분양제도의 현황 

l 그간 정부는 분양주택을 직접 공급하거나 분양 방식, 가격,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관련 규칙 

제정을 통해 분양 주택 공급에 적극 개입해 왔다. 이는 전 국민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상대적

으로 주거 마련에 있어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l 현재 주택 분양 방법에는 우선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이 있다.   

Ÿ 우선공급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지역 등에서 총 공급되는 주택의 일정 물량을 기 

거주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4)    

Ÿ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등 특

정 대상에 한해 일정 물량의 주택을 세대 당 1회에 한해 분양하는 방식이다.    

Ÿ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대상자 및 우선공급 대상자를 제외한 이들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l 우선공급은 대부분 개발 지구 내 토지나 집을 보유한 경우로 그 재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

으므로 논외로 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대다수의 분양제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1) 특별공급 

l 먼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생애 최초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무주택가구, 기관추천 가구, 이전기관 대상자가 대상이 된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 물량의 85%로 사실상 대부분을, 민간분양 주택의 경우 약 54% (공공택지 58%, 

민간택지 5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참조)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아파트 분양받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73&ccfNo=2&cciNo=3&cnpClsNo=1

특별공급 
일반공급

합계 신혼 생애최초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공공분양 85 30 25 15 10 5 15

민간분양
공공택지 58 20 15 10 10 3 42
민간택지 50 20 7 10 10 3 50

출처 : 국토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114392287

 표 1 특별공급 일반공급 물량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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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특별공급의 대상별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다. 

5)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 물량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되므로 별도 적시하지 않았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 특별공급’과 ‘일반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소득기준이 낮은 ‘우선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70%가 우선 공급된다. (괄호 안 소득 기준은 2019년 월평균 3인 기준 가구소득)  
소득기준 

공공

우선(7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월 555만원)

(맞벌이 120% ,월 666만원) 이하

일반(30%)
130%(월 722만원) 

(맞벌이 140%, 월 778만원) 이하

민영

우선(70%)
100%(월 555만원)

(맞벌이 120% 월 666만원) 이하

일반(30%)
140% (월 778만원)

(맞벌이 160%, 월 889만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민간의 경우)5)

9억 초과한 투기과열지구 주택 제외 9억 초과한 투기과열지구 주택 제외 9억 초과한 투기과열지구 주택 제외 

청약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3명 이상 미성년자녀(태아포

함)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가입 6개월 이상

공공 : 월 납입횟수 6회 이상

민간 : 지역별 납입금 기준 충족

청약통장가입 6개월 이상

공공 : 월 납입횟수 6회 이상

민간 : 지역별 납입금 기준 충족

[일반공급 청약 1순위 대상자]

청약통장가입 6~24개월 이상 

공공 : 지역별 납입횟수 충족

민간 : 지역별 납입금기준 충족 

소득기준 

공공분양 : 최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월 788만원) 이하

민간분양 : 최대 140% (맞벌이 

160%, 월 889만원) 이하.6)

(보다 구체적 기준 각주# 참조) 

공공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이하

민간 : 소득 기준 없음 

공공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민간 : 소득 기준 없음 

자산기준 

공공 : 부동산(2억 1,550만원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민간 : 자산 기준 없음 

공공 : 부동산(2억 1,550만원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민간 : 자산 기준 없음 

공공 : 부동산(2억 1,550만원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민간 : 자산 기준 없음 

선정방법 

공공 : 가점제, (우선 특별공급)

추첨제 (일반 특별공급) 

민간 : 순차제 

공공 : 가점제

민간 : 가점제

공공 : 순차제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

민간 : 가점제 (일반공급 가

점제와 기준 동일)

배점 기준 
미성년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

간, 혼인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미성년자녀수, 영유아자녀수, 

무주택 기간, 당해시도 거주기

간, 세대구성, 입주자저축가입

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가입기간 

표 2 특별공급 세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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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20년에 공급된 전체 주택 물량을 보면 전체 분양실적 물량 22.9만 호 중 특별공급 물량이 

10만호(44%), 일반공급 물량이 12.9만 호(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물량 1만 2,754호 중 특별공급이 약 1만 424호(82%), 일반공급 2,330호(18%)로 특별공급

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민간분양의 경우 21만 6,374만 호 중 특별공급이 8만 9,748

호(41%), 일반공급이 12만 6,626호(59%)로 특별공급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표 3 참조)  

7) 2021년 개정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우선 특별공급’과 ‘일반 특별공급’으로 나뉘어 우선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70%가 우선 공급된다.  (괄호 안 소득 기준은 2019년 월평균 3인 기준 가구소득)  
생애최초 소득기준 

공공
우선(7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월 555만원)

일반(3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월 722만원) 

민영

우선(7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월 722만원) 

일반(3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월 889만원) 

생애최초 기관추천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민간의 경우)

9억 초과한 투기과열지구 주택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민간의 경우)

9억 초과한 투기과열지구 주택 제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 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

하는 주택

청약자격 

혼인하거나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 소유경력 x)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기관추천 특

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국

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

에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

인서를 발급받은 자

청약통장가입 6~24개월 이상

공공 : 납입횟수 24회 이상, 

저축액 600만원 이상

민간 : 지역별 납입금 금액 충족

청약통장가입 6개월 이상

공공 : 납입횟수 6회 이상

민간 : 지역별 납입금 기준 충족 

-

소득기준 

공공 : 최대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민간 :  최대 160% 이하7) 

- -

자산기준 

공공 : 부동산(2억 1,550만원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민간 : 자산 기준 없음 

- -

선정방법 공공 민간 모두 추첨제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

선순위에 따라 선정 

(기존) 무주택자, 1주택자 구분없이 추첨  

(2020.12 이후)

1순위 : 무주택자에게 물량 

50% 우선 배정.

2순위 :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단, 1 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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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공급

l 한편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는 전체 공급물량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일

반공급을 통해 주택 분양의 기회를 얻게 된다.  

l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Ÿ 1순위 대상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횟수)을 기준으로 선정되

는데 서울의 경우 가입 기간 최소 2년, 납입금 300~1,500만원 이상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면 1순위 대상자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표 4 참조) 

Ÿ 2020년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710만 명으로, 이 중 1순위 

대상자는 전체 청약 통장 가입자의 55.2%가 넘는 1,496만 명에 달한다. 

l 청약 순위가 동일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의 경우 저축총액에 따른 순차제로, 민간분

양의 경우 가점제나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표 4 참조) 

Ÿ 공공분양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순위제

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표 4 ‘선정방법’참조) 

Ÿ 민간분양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여부 및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 혹은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

를 선정한다. (표 5 참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과 같이 분양 열기가 뜨거운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가점제의 비중이 높다.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

구로 지정되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100%, 전용면적 85㎡ 이상의 주택은 가

점제 50%, 추첨제 50%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l 청약 가점제의 경우 부양가족 수(만점 35점), 무주택기간(만점 32점), 청약납입기간(만점 17

점)에 따라 84점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된다. 특히 부양가족 수

에 따른 배점 비중이 매우 높아, 부양가족 수가 많은 가구는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 

에 대한 특별공급과 더불어 일반공급의 청약 가점제 상으로도 매우 유리해 사실상 이중의 혜

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 참조) 

2020년 분양실적물량 특별공급 일반공급 

공공 12,754 (100%) 10,424 (82%) 2,330 (18%)

민간 216,374 (100%) 89,748 (41%) 126,626 (59%)
합계 229,128 (100%) 100,172(44%) 128,956 (56%)

*출처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각주 : 특별공급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이 조금씩 달라 (가령,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중 

민간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서 30% 공급) p. 5 에 제시된 비율과 실제 

공급 물량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3 2020년 기준 특별공급 일반공급 물량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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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대상자 조건 

청약통장가입 기간 충족 (지구에 따라 최소 6개월~2년 이상, 서울의 경

우 2년 이상)  

지역별 납입횟수 충족 [공공] (지역에 따라 1회~25회, 서울의 경우 최소 

24회 이상) 

지역별 납입금 기준 충족[민간](전용면적, 지역에 따라 300~1,500만원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300~1,500만원)

선정방법  

⦁공공 : 아래 기준에 따라 순차제로 선정.   

 1순위 : 3년 이상 무주택구성원 중 저축 총액 많은 자 순으로 선정. 

 (매월 10만원씩만 인정, 공급면적 40㎡ 이하는 납입횟수 多 순으로 선  

 정, 동일 총액‧횟수시 추첨으로 선정)

 2순위 : 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저축총액 많은 자 순으로 선정

⦁민간 :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전용면적에 따라 추첨제 혹은 가점제 적용. 

  *서울의 경우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100%, 85㎡  초과 주택의 경  

   우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기준 부양 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납입기간 

출처 : 김인만. 2020. “주택청약 1순위, 어떻게 해야하나요?”직방.

https://1boon.kakao.com/zigbang/5e3baf4acbf82369f97145c8

 표 4 일반 공급 선정 기준 

부양가족 점수 무주택 기간 점수 청약 가입 기간 점수

0 명 5 1년 미만 2 6개월 미만 1
1 명 10 1년 이상 2년 미만 4 6개월 이상 1년 미만 2

2 명 15 2년 이상 3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3
3 명 20 3년 이상 4년 미만 8 2년 이상 3년 미만 4

4 명 25 4년 이상 5년 미만 10 3년 이상 4년 미만 5
5 명 30 5년 이상 6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6

6 명 이상 35 6년 이상 7년 미만 14 5년 이상 6년 미만 7
7년 이상 8년 미만 16 6년 이상 7년 미만 8

8년 이상 9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9
9년 이상 10년 미만 20 8년 이상 9년 미만 10

10년 이상 11년 미만 22 9년 이상 10년 미만 11
11년 이상 12년 미만 24 10년 이상 11년 미만 12

12년 이상 13년 미만 26 11년 이상 12년 미만 13
13년 이상 14년 미만 28 12년 이상 13년 미만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30 13년 이상 14년 미만 15
15년 이상 32 14년 이상 15년 미만 16

15년 이상 17
합계 35 합계 32 합계 17

출처 : 국민은행. 주택청약. 청약가점제도 안내. (https://oland.kbstar.com/quics?page=C027422#loading)

표 6 청약 가점제도 배점표  

공급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이상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공공건설임대주택 - - 100% 0%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공공주택

지구 포함)

100% 0% 50% 50%

청약과열지역 75% 25% 30% 70%

수도권, 광역시 40% 60% 0% 100%
기타지역 40% 60% 0% 100%

출처 : 국민은행. 주택청약. 청약가점제도 안내. (https://oland.kbstar.com/quics?page=C027422#loading)

표 5 민간분양 선정방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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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상으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특별공급에 있어서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많은 물량이 배분되고 있으며, 일반공급에 있어서는 가점제를 통해 부양가족 수에 압도

적으로 높은 비중이 할당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현 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 

1)  30대 신혼부부에 대한 분양 혜택 집중의 문제점  

l 앞서 살펴보았듯 특별 공급 물량에 있어서는 30대 신혼부부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 

Ÿ 2019년 통계청 혼인통계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 33.4세, 여자 30.6세이고, 신혼부

부 인정 기간이 혼인 이후 7년 이내임을 고려할 때8)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실상 30대를 주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Ÿ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08년 전체 물량의 30%에 대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009년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물량은 30%에서 15%로 축소되었으나, 대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

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해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20%를 할당하였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가점제가 아닌 100%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함으로써 가점제에서 상

대적으로 불리한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이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확대하였다.9) 이를 고

려한다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Ÿ 민간분양 주택의 경우 201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축소가 있었으나, 2018년 문재인 정

부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물량이 공공, 민간 모두 2배로 (공공 15→30%, 민간분양 10%→ 

20%) 확대되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역시 공공분

양의 경우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간분양의 경우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의 비중으

로 신설하였다. 또한 신설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물량의 선정방식 역시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가점제가 아닌 100% 추첨제로 운영함으로써 청년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표 7참조). 

8) 통계청. 2019. 「2019 혼인 이혼통계」. p.1  
9) “[서민주거안정대책]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도입” 뉴스핌. 2009년 8월 27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090827000303

시 행 연 

도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2008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에 

신혼부부 특공 물량 공공, 민간 30%10)신설.   

 

2009 공공물량 30%→15%로 조정. 
공공분양 주택에 생애최초 물량 20% 신설11)

전 물량 추첨제 도입.  

2010 대상 주택 전용면적 60㎡이하→85㎡이하로 확대 

표7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책 변화 

http://www.newspim.com/news/view/20090827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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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로 인해 2021년 현재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중복지원은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물량이 공공분양 30%, 민간분양 20%로 가

장 많고, 생애최초 물량도 공공분양 25%, 민간분양의 경우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로, 

공공의 55%, 민간의 35% 정도의 물량이 30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대상으로 열려 있는 

것이다. 

l 전체 가구 중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 역시 완화되어 신혼부부 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범위가 넓어

지고 있다. 초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안정적 주거마련이 어려운 중산층 이하의 계층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소득 기준의 상향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도입 당시 정책 취지는 퇴색되고 최근에는 부부합산 연봉이 1억 원(부부합산 기준 소득 

상위 8%에 해당)에 달하는 가구까지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Ÿ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에는 가구당 도

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100%)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후 점차 상향조정되

어, 2021년 1월부터는 최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60% 이하(맞벌이 기준) 가구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는 2019년 기준으로 월 889만원, 연봉 1억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전국 무주택 신혼 가구의 92%까지를 포함하는 기준이다.15) (표 8 참

조)

Ÿ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역시 2008년 도입 당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80% 

이하로 설정되어 있던 것이 점차 완화되어, 2021년 공공분양의 경우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가구까지, 민간분양의 경우 16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다. (표 9 

참조) 

10) “아파트 특별공급의 역습”. 한겨레, 2008년 5월 13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287411.html
11) “‘근로자 생애 최초 청약제도’ 신설”, YTN. 2009년 8월 27일 
https://www.ytn.co.kr/_ln/0102_200908271709073631
12) “[주택공급제도 개편]민영주택 일반청약물량 20% 증가” 아시아경제. 2010년 1월 5일.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10510172551478
13)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4일부터 인터넷청약 실시” 매일경제. 2018년 5월 3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8/05/282041/
14) “민영주택 ‘생애 최초’ 도입에 4050 부글부글 왜?” 한겨레. 2020년 7월 15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53695.html#csidxd9250b1a473b61488a48a986b14fb11 
1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10. 14.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p.4. 

민간분양 물량 30%→10%로 축소.12) 

2018
공공 : 15%→30% 확대

민간 : 10%→20% 확대13) 

2020

공공 : 20%→25% 확대

민간 : 신설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전 물량 추첨제 도입.14)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287411.html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10510172551478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53695.html#csidxd9250b1a473b61488a48a986b14f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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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렇듯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확대와 소득 기준 상향에 더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신혼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역시 별도로 공급되고 있다. 

Ÿ 문재인 정부는 보육시설 등 신혼부부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정에게만 전량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15만 호를 건설해 공급할 예정에 있

다. 이는 5년 간 정부가 공급예정인 전체 공공분양주택 물량(15만호)과 맞먹는 규모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다시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분양으로 공급될 물량만 해도 

10만호에 달한다.21)  

l 이렇듯 주로 30대에 초점이 맞춰진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 혜택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40, 50대를 위한 혜택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Ÿ 앞서 표 1 (p.5)에서 살펴보았듯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물량의 85%, 민간의 경우 평균 54%

(공공택지 58%, 민간택지 50%)가 특별공급에 할당되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40, 50대의 경우 공공분양 15%, 민간분양 50% 미만의 일반공급 물량에만 지

원할 수 있어 치열한 분양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Ÿ 물론 40, 50대 장기 무주택자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생애최

초 특별공급의 경우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100% 추첨제로 운영되어 무주택 기간이나 납입

16) “기숙사·원룸형 주택 150가구 첫 공급” 한겨레. 2009년 1월 4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331190.html#csidxb372e1cee43aeb78bb6704df4a3b6eb 
17) 특별공급물량을 ‘우선 특별공급’(75%)과 ‘일반 특별공급’(25%)으로 나누어 75%의 우선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 기준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 120%)를 적용하되, 25%에 대해서만 소득기준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맞 130%)이하로 확대. “[신혼부부 청약]②'헷갈리는 소득' 특공대상 맞나?” 비즈니스워치. 2018년 6월 8일.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18/06/07/0014/naver
18) “연봉 1억 맞벌이 신혼부부 민간분양 특공 청약 가능” 한겨레. 2021년 1월 28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80779.html
19) “[주택공급제도 개편]민영주택 일반청약물량 20% 증가” 아시아경제. 2010년 1월 5일.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10510172551478
20)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160%로 완화…3인 월 889만원까지” 뉴스핌. 2020년 10월 14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14_0001196378
2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5.18.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p.3.  

내용 

2008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맞 100%)
2009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 120% 이하)16) 

2018 
공공 : 일부물량에 대해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 130%)까지 확대 

민간 : 일부물량에 대해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 130%)까지 확대17) 

2021
공공 : 일부물량에 대해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 140%)까지 확대

민간 : 일부물량에 대해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 160%)까지 확대18)

표 8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개정 현황 

내용 

2008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80%이하 
2010 공공 :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19) 

2021
공공 : 일부물량에 대해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민간 : 일부물량에 대해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20) 

표 9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개정현황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331190.html#csidxb372e1cee43aeb78bb6704df4a3b6eb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18/06/07/0014/naver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80779.html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1051017255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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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30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과 동일한 출발

선상에서 경쟁해야 한다.

Ÿ 그 외의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같이 자녀가 3

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거나 노부모를 봉양하는 가구 외에는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 

Ÿ 물론 일반공급의 경우 상당수의 물량이 무주택기간,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는 가점제에 의해 

입주자가 선정되므로 40, 50대 중장년층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부

양가족 수에 따른 배점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부양가족 수가 많지 않은 40, 50대의 경우 장

기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전국 및 평균 청약 당첨 가점 점수를 만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거

나 불가능한 실정이다. 

Ÿ 이로 인해 40, 50대 1-2인 장기 무주택 가구의 경우 성실히 내 집 마련을 준비해왔다 하더

라도 추첨제로 공급되는 일부 소수 물량에 대해 로또에 육박하는 낮은 확률을 뚫고 당첨되

는 것 외에는 분양의 혜택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사회에 갓 진입한 30대 신혼부부 가

구의 경우 특별공급을 통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십 년 이상 착실하게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40, 50대는 장기 무주택자조차 집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

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Ÿ 후술하겠지만 비혼, 만혼, 이혼, 무자녀가구 등의 증가로 인해 40, 50대 1-2인 가구는 더 이

상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가구형태가 아니며, 전체 40, 50대 가구의 약 42.6% 정도로22)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일반화된 가구 형태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분양 기회 확

대를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l 이렇듯 특별공급 확대 및 소득 기준 상향을 통해 신혼부부에 대한 분양 기회를 늘리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 세대의 주거비 마련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

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출산 장려 및 청년 세대의 주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은 분명

하나, 전 국민의 이해와 수요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주거 정책에서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집중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과연 세대 간 형평성 및 세대 내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l 먼저 주택 공급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는 무주택자 중에는 30대 신혼부부 뿐 아니라 40, 

50대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에 집중된 지금과 같은 주택 분양 

방식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Ÿ 통계청에서 발표한 무주택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아래 표 10 참조) 30대 가구주가 

183만명, 전체 가구주의 20.6%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40대와 50대 역시 각각 174만명(19.6%), 175만명(19.7%)으로 30대와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2) KOSIS.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 (201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1&conn_path=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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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30대의 경우 경제활동(취업 기간) 기간이 짧고 소득수준 및 누적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일부 고소득 계층을 제외한다면 자가를 보유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0, 50대의 경우 경제활동 기간이 길고 누

적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비중이 30대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정책에 있어 보다 엄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l 생애주기에 따른 내 집 마련의 절실함과 수요 역시 40, 50대 장기 무주택자들이 사회에 갓 진

입한 30대 신혼부부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런 점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40, 50대 장기 무주택자들에게 분양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Ÿ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의 측면에서 보아도 30대 신혼부부에 비해 40, 50대가 느끼는 내 집 

마련의 절실함이 훨씬 크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커리어의 변동성이 큰 30대에 비해 40, 

5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정된 직장을 가지게 되고,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 환경 마

련이 필요해 자가 보유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시기이다. 게다가 30대의 경우 향후에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40, 50대의 경우 그 시기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평

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가 보유가 보다 절실해지는 시기이기도 하

다. 또한 30대의 경우 갓 사회에 진입해 아직 자가 보유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모으지 못

한 경우가 많은 반면 40대 50대의 경우 십년 이상 자금을 모아 상대적으로 자가 보유를 위

한 여건 역시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

에 비추어볼 때도, 주택 분양의 우선순위는 주택 마련에 대한 수요가 크고 장기간 주택 마

련을 준비해온 40, 50대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l 또한 저렴한 임대주택이 아닌 상당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취득이 불가능한 분양주

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지원 가능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비단 세대 간 형

평성 뿐 아니라 세대 내 계층 간 형평성 문제 역시 발생시킨다. 

Ÿ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분양가 마련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분양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들은 신청자격을 부여받은 

이들 중에서도 부모의 지원이 가능하거나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정규직으로 종사하는 소

득 상위 계층 청년에 국한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혼부부에게 분양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정작 주거지원이 절실한 중하위층 청년은 배제하면서, 30대 청년 세대 내에서도 상대적으

로 상위 계층에 속한 일부에게 내 집 마련과 시세차익의 혜택을 제공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전체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총계 

(명)
889만 142만 183만 174만 175만 112만 63만 39만

비중 (%) 100 16 20.6 19.6 19.7 12.6 7.1 4.3
출처 :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 거주지역/가구주의 성/연령대별 무주택 가구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OH0418&conn_path=I3)

표 10 무주택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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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분양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

외되었다. 그러나 9억원 미만 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은 상당하다. 

2020년 12월 기준 서울에 있는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3.3㎡) 2,827만원으로, 공급

면적 20평대 아파트의 경우에도 6억대가 넘고, 공급면적 33평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9억대를 넘어서고 있다.23) 현재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의 약 40%임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기 위해서

는 수억원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청약 당첨부터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하는 

입주일까지 보통 3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짐을 고려할 때 매년 1억 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들만이 서울에서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 2018년 기준 30대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중위 소득이 286만원, 이 중에서도 30대 중소기업 

종사자의 월 평균 중위소득은 230만원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24) 비정규직이거나 중소

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30대 청년에게 이러한 분양혜택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수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30대는 청년 세대 내에서도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에 정규직으로 종사하는 일부 고소득 

계층뿐인 것이다.  

Ÿ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30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취약 계층

의 주거를 지원한다는 특별공급 제도의 정책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도 비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2021년 1월부터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홑벌이의 경우 월 소

득 777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 소득 889만원에 달하는 이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에 포

함되게 되었다. 아래 표 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월 소득 777만원의 임금근로자의 경우, 

30대 중에서도 상위 6%에 해당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에 이르는 신혼부부의 경우 

전체 서울 무주택 신혼부부의 상위 18.2%에 해당되며(표 12 참조),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

면 이는 전국 무주택 신혼부부의 92%까지를 포함하는 기준이다.25)  

  - 사회경제적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가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특별공급의 취지를 고

려할 때 지금과 같이 소득 상위 10% 이내의 이들에게까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 취지상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23)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분양가 3.3㎡당 2827만원…전월比 4.03%↑” 동아일보, 2021년 1월 15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115/104942412/1; 2020년 12월 서울 ㎡ 당 평균 분양
가격인 856.6만원*85 
24) 통계청. 2020.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p.15. 
2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10. 14.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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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앞서 언급했듯 정부가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주택의 분양에 개입하는 것은 전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점에서 30

대 청년 세대 안에서도 일부 소득 상위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

급 확대 및 소득기준 상향은 정책의 취지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l 청년 세대가 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주거 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은 물론 세대 내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분양 기회의 확대일 필요는 없다. 후술하겠지만 오히려 30대 청년 

세대는 양질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의 

기회는 오랜 기간 자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한 40, 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것

이 보다 적절한 주거 지원 방식일 수 있다. 

2) 부양가족 수에 따른 분양 혜택 집중의 문제점 

l 한편 현행 일반공급의 청약 가점제도는 선정기준에 있어 부양가족 수에 가장 큰 가점을 부여

하고 있다. 

Ÿ 앞서 살펴보았듯, 일반공급의 상당수 물량은 청약 가점제로 입주자가 선정되는데, 이 때 부

양가족 수에 따른 배점이 35점으로 설정되어 무주택 기간(32점)이나 납입 기간(17점)에 비

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p.9 표 5 참조)  

l 이렇듯 부양가족 수에 따른 배점이 매우 높게 설정됨에 따라 청약 통장 납입 기간이 긴 장기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서 높은 배점을 획득할 수 없는 1-2인 가구의 경우 현 가

점제도에서 당첨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수준이다.   

Ÿ 최근 들어 분양 경쟁이 점차 치열해짐에 따라 청약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

는 점수 역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2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 7. 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p.2.

소득

(만원)
85

8 5 ∼

150

1 5 0 ∼

250

2 5 0 ∼

350

3 5 0 ∼

450

4 5 0 ∼

550

5 5 0 ∼

650

6 5 0 ∼

800

8 0 0 ∼

1,000
1,000 ~

30대 중 

비중(%)
8.7% 6.9% 25.4% 22.8% 16.1% 9.3% 4.7% 3.3% 1.6% 1.2%

출처: 통계청. 2020.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p.30

표 11 2018년 기준 30대 임금근로자 월 소득 분포 현황 

소득

(만원)
~1천 1~3천 3~5천 5~7천

7천

~1억
1억~

30대 중 

비중(%)
9% 16.7% 19.8% 17.6% 18.7% 18.2%

2020. 7. 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6) 

표 12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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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 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2020년 1~5월 청약 당첨자들의 평균 가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전용 85㎡ 추첨제, 미달 주택형 제외) 전국 평균의 경우 50.87점, 서울 

평균의 경우 61.38점으로 나타났다.27) 

  -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 114가 2020년 1-9월 접수받은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6,148가구의 

당첨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이 56.9%(3,500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0점 초과 60점 이하 가구 역시 34.9%(2,144가구)에 육박했다.28) 

Ÿ 전국 평균인 50.87점과 서울 평균인 61.38점은 부양가족이 적은 1-2인 가구의 경우 다른 항

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족시키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점수다. 

  - 부양가족이 0~1명인 1-2인 가구의 경우 부양가족 배점이 5~10점에 불과해 전국 청약 평균 

가점(50.87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32점), 납입 기간이 7

년 이상(9점)은 되어야 한다. 

  - 서울의 평균 가점 점수인 61.83점의 경우 1-2인 가구는(부양가족 배점 5~10점) 사실상 무주

택 기간 및 청약 기간이 15년을 넘어 두 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받아도 (무주택 기간 만점 

32점, 청약 기간 만점 17점), 총 점수가 54~59점에 불과해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점수이

다. 오랜 기간 청약통장에 돈을 납입하며 주택 마련을 준비해온 40, 50대  가구라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가 적을 경우 추첨제로 공급되는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서울에서 분

양의 혜택을 받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l 게다가 다자녀 가구의 경우 공공 및 민간분양 모두 전체 물량의 10%, 노부모 부양가구의 경우 

공공분양 5%, 민간분양 3%에 달하는 특별공급의 기회 역시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중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Ÿ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2006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민간분양 각각 전체 주택 분

양 물량의 3%에 대해 신설된 이후 점차 확대되어 왔다. 2021년 현재 다자녀 가구에는 공공, 

민간분양 각각 전체 공급 물량의 10%가 배정되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이어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3 참조) 

 - 게다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민간분양 주택의 경우 사회경제적 소득에 

상관없이 다자녀 가구는 모두 특별공급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27) “올해 청약 당첨자 평균가점 50.87점…3040수요자 무순위 추첨·무통장 청약에 관심” 매일경제 2020년 6월 15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6/609809/
28) “[로또청약 이대로 좋은가] ① 20·30대 패닉바잉 막으려면? "소형 추첨비율 늘려야”
https://m.newspim.com/news/view/20201110001124

내용 
2006 공공, 민간.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체 물량의 3% 특별공급.29)  

2009 공공 : 3%→10% 상향30)

2010 민간 : 3%→5%  상향31) 

2013 민간 : 5%→10% 상향32) 

표 13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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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노부모 부양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은 1978년 주택 분양을 제도적으로 정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해왔으며 이후 폐지되었다가 2002년 노부모 부양을 장려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2021년 현재 공공분양 물량의 5%, 민간분양 물량의 

3%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위해 배정되어 있다. (표 14 참조) 

l 그러나 이렇듯 부양가족 수에 높은 비중을 두는 지금과 같은 분양제도는 4인 이상 가구는 급격

히 감소하고, 1-2인 가구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는 가구 및 세대 구성 변동 추이에 부합한다

고 볼 수 없다.  

Ÿ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0년 약 222만 가구(15.5%)에서 2019년 약 615만 가구(30.2%)

로, 2인 가구의 경우 2000년 약 273만 가구(19%)에서 2019년 566만 가구(27.8%)로 2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해, 2019년 기준 1-2인 가구는 58%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2000년 약 645만 가구 (44.4%)에서 2019년 431만 가구

(21.2%)로 그 비중이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며, 2019년 기준 1-2인 가구의 40% 수준에 불과하

다.38) 

Ÿ 이런 추세는 계속되어서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47년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29) “3자녀 가정에 매년 6천가구 특별공급” 이데일리. 2006년 7월 5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56486579911568&mediaCodeNo=257&OutLnkChk=Y 
30) “인터넷 3자녀무주택자 우선공급 10%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09년 5월 21일. 
https://www.fnnews.com/news/200905211628365388?t=y
31) “'다자녀' 민영 특별공급 5%로 늘린다” 한국경제. 2010년 8월 13일.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0081370411
32)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10%로 확대” 경향비즈. 2013년 4월 21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04212208495&code=920202
33) 국가법령정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78).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34) 국가법령정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81).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35) 국가법령정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2)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본 시대별 키워드] 해외→올림픽→지방→출산” 중앙시사매거진. 2018년 5월 7일.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1073
36)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5%로 재조정” 서울경제. 2010년 1월 27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046310
37) “보금자리지구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아시아경제. 2010년 12월 29일.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22908484910227
38) 통계청. 2020. 「2020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p.36.

내용 

1978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 10% 대상 중 하나로 선정. 

(1순위 철거민, 2순위 해외 취업자, 3순위 해외 공무원 과학자 등 및 노부모 

부양가구)33) 
1981 노부모 부양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폐지34) 

2002 노부모 부양 가구 공공분양 물량 10%35)(우선공급)

2010 노부모 부양 가구 공공분양 물량 10%→5% 조정36)

2011 노부모 부양 가구 민간분양 물량 3% 신설37) 

표 14 노부모 부양 가구 특별공급 물량 변동 추이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04212208495&code=92020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229084849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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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의 37.3%, 2인 가구의 경우 35%를 차지해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2.3%까지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8.4%로 1-2인 가구의 약 9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에 

있다.39)

Ÿ 특히 이러한 추세는 40, 50대에서도 1-2인 가구의 보편화를 가져왔다. 2019년 기준 가구주 연

령이 40, 50대인 906만 가구 중 1인 가구는 187만 가구(20.7%), 2인 가구는 198만 가구(21.9%)

로, 40, 50대 가구(가구주 연령 기준) 중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2.6%에 달한다.40) 

l 이렇듯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비혼 및 만혼의 증가, 이혼 가구 및 무자녀 가구의 증가, 

부양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구 및 세대 구성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

양가족 수가 많은 가구에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다양한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  

Ÿ 먼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비혼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40, 50대 중년 

가구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두드러진다. 통계청이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보고서를 통

해 발표한 혼인상태별 1인 가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비혼(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있음

으로 나누어 조사) 전체 1인 가구 중 비혼 가구는 2000년 95.6만 가구(43%)에서 2015년 가

구로 228.4만 가구(43.8%)로 2.3배 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40, 50대 비혼 1인 가구 역시 

2000년 10.4만 가구에서 2015년 61.7만 가구로 약 6배 가량 증가했다.41)  

Ÿ 또한 30년 간 이혼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3-4인 가구가 혼자 사는 부모 1

인 가구와 부모 중 한명과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2인 가구로 해체되고 있다. 위의 통계청 조

사에 따르면 전체 1인 가구 중 이혼 가구 역시 2000년 21.9만 가구에서 2015년 81만 가구로 

3.6배 가량 증가했으며 40, 50대 이혼 1인 가구 역시 2000년 14.1만 가구에서 50.7만가구로 

3.5 배 가량 증가하였다.42) 같은 시기 부모 한쪽과 미혼 자녀가 거주하는 한부모+자녀 가구

의 가구원 수 역시 2000년 112만 가구에서 2019년 201만 가구로 1.8배 가량 증가하였다.43) 

  - 특히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정의 2018년 기준 

월 소득은 219.6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 389.5만원의 56.5%에 불과한 수준이다.44) 이

렇듯 한부모 가정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주거 정책에 있어 더 많

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부양가족 수에 높은 비중을 두는 가점제 하에

서는 분양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39) 통계청. 2020. 「장래가구특별추계(2017-2047)」. p.15. 
40) KOSIS.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 (201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1&conn_path=I3
41)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p.20,36.
KOSIS. 행정구역/연령/성/혼인상태별 1인가구. (2000.201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OOO03&conn_path=I3
42) KOSIS. 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p.20,36;
KOSIS. 행정구역/연령/성/혼인상태별 1인가구. (2000.201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OOO03&conn_path=I3
43) KOSIS. 행정구역/세대구성/가구주의 연령별 총조사가구(2000); 세대구성별 가구 및 가구원(201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conn_path=I2
44)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발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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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와 더불어 자녀 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무자녀 부부가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녀 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2000년 약 176만 가구에서 2019년 339만 

가구로 2배 가량 증가했으며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47년에는 47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5)

Ÿ 뿐만 아니라 부모 부양 방식의 변화로 인해 노부모를 직접 모시고 살기 보다는 독립된 가

구로 살되 근거리 거주하면서 부양하는 가구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부모를 직접 

모시고 사는 가구 (부부+부모로 된 2세대 가구 및 부부+자녀+부모로 이뤄진 3 세대 가구, 

편부, 편모 포함)는 2000년 약 95만 가구에서 2019년 약 60만 가구로 감소하였으며46)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54.4만 가구에서 153만 가구로, 65세 이상 노인부부로만 

구성된 2인 가구 역시 약 57만 가구에서 153만 가구로 증가하였다.47) 여기에는 부양방식의 

변화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 교육부가 전국 기혼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부모와 함께 살기에 편리한 주거시설’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의 72.5%가 동일 아파트단지나 근거리 내 거주하며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

힌 반면, 동일 주택 거주를 선호하는 비중은 응답자의 26.8%에 그쳤다.48) 

 - 이렇듯 같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부모 부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서, 오직 같은 동일 주택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노

부모 부양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하는 등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변화하는 부양 

방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l 이러한 가구⦁세대 구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수,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해 분양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출산장려를 통해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

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과연 부양가족 수에 따른 분양 

혜택이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제고시켰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약 가

점제도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이 실시된 이후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

문이다. 

Ÿ 부양가족 수에 높은 비중을 둔 지금과 같은 청약 가산점 제도가 도입 된지 14년 (2007년 

도입),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이 도입 된지 15년(2006년 도입)이 지났으나 같은 기간 합계 출

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19년 0.918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49) 

45) 통계청. 행정구역/세대구성/가구주의 연령별 총조사가구(2000); 세대구성별 가구 및 가구원(201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conn_path=I2;
통계청. 2020. 「장래가구특별추계(2017-2047)」. p.7.
46) 통계청. 행정구역/세대구성/가구주의 연령별 총조사가구(2000); 세대구성별 가구 및 가구원(201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conn_path=I2
47) 통계청. 행정구역/세대구성/가구주의 연령별 총조사가구(일반가구)(2000);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

(일반가구) - 시군구(201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OO03&conn_path=13
48) “부모 부양, 동일 아파트단지 내 근거리 선호” 시흥신문, 2015년 8월 29일. 
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8199
49)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428&stts_cd=142801&freq=Y

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8199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428&stts_cd=142801&fre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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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게다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자녀 수가 많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실질적 출산장려 효과를 낳기보다는 

애초에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가구에게 분양주택 당첨

과 추가적인 시세차익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Ÿ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 출생아 수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출생아 수를 가구 소득 별로 살펴보면 월 평균 가구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평균 출

생아 수는 1.64명, 60~80% 미만 구간의 경우 1.69명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인 1.75

명보다 적은 반면, 월평균 소득의 140~160% 미만 가구는 1.79명, 160%이상 가구의 1.84명으

로 전체 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보다 높게 나타났다.50) 

Ÿ 이는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현 분양제도가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낳기보다는, 애초에 

일정정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다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던 가구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불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l 이렇듯 가구 및 세대 구성 변화, 정책적 효과,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이 다자

녀, 노부모 특별공급과 함께 일반공급의 청약 가점제를 통해 부양가구 수가 많은 가족에게 

이중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설사 부양가족 수가 많은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일정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약 가점제와 특별공급 물량의 혜택 

중 하나를 없애거나, 이 둘 모두의 비중을 축소해 부양가족 수에 따른 혜택의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3) 이전 기관 종사자 및 기관 추천 특별 공급제도의 문제점 

l 이와 더불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및 기관 추천 특별공급 역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Ÿ 현재 정부방침으로 기관이 이전해 간 지역의 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50~70%가량이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주 수혜

자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다. 

지금과 같이 자가 소유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열망이 존재하고, 주택 분양에 따른 혜택이 막

대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득과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분양의 

혜택까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Ÿ 물론 정부의 방침에 따라 거주지의 이전이 이뤄진 이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해당 기관 차원에서의 자금 대출 

50) 이소영 외.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2; 통계청에서 발
표하는 합계 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
혼, 미혼 여성 모두가 포함되는 반면 위에서 적시한 평균 출생아 수의 경우 유배우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
치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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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분양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Ÿ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해 전체 물량의 15%를 공급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 역시 재검

토 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과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각종 복지제도, 수당 

등을 통해 이미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이들

을 위한 적절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저렴한 양질의 장기 공

공 임대 주택의 확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반드시 분양 주

택의 공급이라는 방식으로 제공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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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적 대안 

l 이상으로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40, 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실질적 분양혜택이 

돌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현 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을 신혼부부에 혜택이 집중된 특별공급 

제도와 부양가족 수에 배점이 집중된 청약 가점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l 앞서 서술한 현 분양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 1) 현 주택 분양제도는 특별공급에 있어서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많은 물량을, 일반공급에 있

어서는 부양가족 수에 가장 높은 배점 비중을 두고 있다. 

l 2)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가장 많은 물량을 할당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세대 내 계층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Ÿ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무주택자 중에는 30대만큼이나 40, 50대도 높은 비중을 차

지한다는 점,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30대보다 40, 50대 무

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와 절실함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30대 신혼부부에게 분양 

물량을 집중시키는 현 특별공급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Ÿ 세대 내 계층 간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도, 실질적 분양을 위해서는 상당수준의 자금이 요

구됨에 따라 정작 주거 지원이 절실한 중하층 계층은 사실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받

기 어려우며, 30대 청년 세대 내에서도 부모의 지원이 가능하거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금

융권 등에 종사하는 일부 고소득 계층에게만 시세차익의 혜택을 제공하는 의도치 않은 결

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l 3) 부양가족 수에 높은 비중을 두는 가점제 역시 변화하는 가구 및 세대 변동 추이, 정책적 

효과, 그리고 계층 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Ÿ 먼저 부양가족 수에 지금과 같은 높은 비중을 부여하는 것은 만혼 및 비혼 인구의 증가, 

이혼 가구 및 한부모 가구의 증가, 무자녀 가구의 증가, 부모 부양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한 

1-2인 가구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오히려 다양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 

Ÿ 또한 부양가족 수에 대한 가점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점

에서 출산율 장려와 같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Ÿ 더군다나 가구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출생 자녀 수 역시 많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부양가족 수에 따른 분양 혜택은 충분히 사회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구에 대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만을 낳을 수 있다. 

l 그러므로 정책 대상 간 형평성, 정책 취지, 가구 및 세대 변동의 추이를 고려할 때 30대 신혼

부부에게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주거를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

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의 기회는 40, 50대 장기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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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분양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l 먼저 30대 신혼부부에게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주거비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내 집 마

련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Ÿ 청년 세대가 임대주택의 실질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적 차원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종류 및 질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갓 혼인한 신혼부부를 위한 10평대 아파트, 아이를 출산한 가구를 위한 20평대 아파

트, 성장한 아이를 둔 가구를 위한 30평대 아파트 등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고려

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된다면, 청년 세대 역시 높은 수준의 주거의 질을 

누리면서도 주거비용은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l 둘째, 실질적인 주택 분양의 기회는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40, 50대 장기 무주택

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반공급 물량 비중을 늘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른 혜

택의 비중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Ÿ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30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및 이전기관 및 기관추천 특별

공급 물량을 줄이고, 40, 50대 무주택자가 지원할 수 있는 일반공급의 물량 비중을 대폭 확

대할 필요가 있다. 

Ÿ 이와 더불어, 부양가족 수가 적은 40, 50대 가구가 분양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가

점제도의 부양가족 가산점과 다자녀⦁노부모 부양가구 특별공급 중 하나의 혜택을 없애거

나 둘 모두의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l 최근 정부는 2021년 2월 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새로이 공급되는 전국 83

만호의 주택 중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도입할 것이

라 밝힌바 있다. 

Ÿ 먼저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물량에 대해 특별공급의 비중을 현행 85%에서 

50%로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을 현행 15%에서 50%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Ÿ 아울러 현재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선정기준을 개편해, 기존에는 순위제를 통해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던 것에서, (단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 동일 총액⦁횟수 시 추첨으로 선정, p.9 표 4 참조) 일부 물량에 대해 3년 이상 무주

택세대 구성원에 한해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l 앞서 보고서가 지적했던 것과 같이 현재 특별공급 물량이 30대 신혼부부에게 과도하게 편중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40, 50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반공급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

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 있다.  

l 그러나 지금과 같이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인 자에 대해 동일하게 추첨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놓여야 할 40, 50대 장기 무주택자와 사회에 갓 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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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부부를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게 만드는 것으로, 40, 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우

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정부분 추첨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이나 소득 조건에 있어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둠으로써 40, 50대 서민 무주

택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분양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l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간 정부는 전 국민의 주거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직접 분양 주택을 공급해 왔다. 과거 양적으로 주택이 부족했던 시기, 정

부가 대량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을 꾀

하고자 했던 것이다. 

l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주택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정부가 대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수

도권의 토지 역시 충분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는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 국민적 주거안정 및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이라는 정책적 취

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한정적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분양

주택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

직하기 때문이다. 

Ÿ 앞서 살펴보았듯 가구 및 세대 구성의 급격한 변화로 1-2인 가구가 2047년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1-2인 가구가 대폭 증가한다면 주거에 있어서도 내 집 마련

보다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의 확보가 보다 주요한 욕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가구 및 세

대 구성의 변동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분양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임대 주

택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l 그러므로 위에서 제언한 것과 같이 현 주택 분양제도를 보완ㆍ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역시 임대주택의 공급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분양주택은 적절한 규

제 하에 시장을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은 분양주택의 공급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공

급되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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