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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미분양 아 트 수요자를 상으로 선호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민간측면에서 미분양 아 트 해

소를 한 마  략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미분양 아 트 수요자 선호요인을 도출한 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가장 요하게 단하는 요인과 상 으로 포기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 다. 분

석결과, 첫째, 미분양 아 트 수요자들은 주택 구매 선택에 있어 미분양에 따른 혜택(분양가 인하  보장

제)을 입지환경  거주환경 보다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분양 아 트 수요자들은 

입지환경과 련해 교통 이용이 양호한 환경을 가장 요하게 고려하며, 거주환경과 련해서는 단지 

내 친환경 수 을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분양 아 트인 만큼 가격 략에서는 납부

조건 완화보다는 분양가 인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홍보 략은 주택 시 이나 설명

회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심어 :∣미분양 아파트∣마케팅∣수요자 선호도∣컨조인트 분석∣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considering further marketing strategy to resolve unsold 

housing matters in private sectors through an analysis of preference factors for those housing 

customers. This study used one of the most widely-used research methods in marketing to 

figure out the preference factors for those customers and then it was categorized which factors 

are more or less important by conjoint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home buyers for 

the unsold apartments were more paying attention some social and financial benefits for 

instance, a decline of housing price and a guarantee of housing securities rather than 

geographical condition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before they make the decision to purchase 

a home. Secondly, they concerned some factors such as the most importance in location and 

geographical condition which were easy access to the transportation. Furthermore, a standard 

of eco-friendly apartment buildings was essential matter in residential environment. The third, 

those properties were on the stocks of unsold homes so they more tended to buy their houses 

with lower price tha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housing payment. Finally, it was explored that 

the most efficient way to promoting them through housing exhibitions or presentations as the 

PR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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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미국 발 로벌 융 기의 여 로 우리나라 

아 트 분양시장은 교통, 교육, 문화·상업,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장기

인 침체 상황이다. 한편으로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충청 등 지방의 미분양 아 트가 비교  빠른 속도로 

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은 여 히 미분양 아 트가 

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기 심리가 축

되면서 과거와는 달라진 수요자 주의 시장구조로 재

편되었고 그에 따라 공 만 되면 수요가 있었던 과거와 

달리 재는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  환경 분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 은 시장에서 외면 받고 

이는 미분양 물량이 된다.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단일사업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므로 미분양이 될 경우 그 피해가 건설업체를 넘어 

융권의 동반 부실을 래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인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 주택 미분양은 침체

되어 있는 부동산 경기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이를 해소하기 한 정책  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물량 감소를 해 공 자  투입

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등 미분양 감소를 

한 정책을 추진하 고 그에 따른 효과로 2008년 

165,599호에 다다랐던 미분양 물량은 2011년 69,807호

로 감소하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은 지속 으로 

감소하 지만 수도권은 해소되지 않았고, 2012년에는 

그간 감소추세에 있던 국 미분양 물량마  74,835호

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정책의 한계로 미분양 물량 감소를 해 지

속 인 정책추진이 필요하지만, 미분양주택 문제를 온

히 해결하기 해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주택

을 분양주택으로 환하기 한 노력이 뒤따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  략은 민간

측면에서 미분양 아 트 문제 해결을 한 표 인 노

력이라 할 수 있다. 한 미분양 아 트는 이미 주택시

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시장성이 낮다는 것이 명된 상

태이므로 새로운 략으로 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해진 수요자들의 수요에 기

반하여 미분양 아 트에 한 선호요인을 분석하고 향

후 민간측면에서 미분양 아 트 해소를 한 마  

략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미분양주택의 표  주거형태가 아 트

임을 감안하여 미분양 아 트를 상으로 하 으며, 공

간 으로는 수도권 내 미분양 물량이 많은 김포와 용인

지역을 상으로 하 다. 시간  범 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미

분양주택의 수요자 특성  선호요인을 도출한다. 그리

고 건설사  미분양 아 트 분양업체를 상으로 분석

요인의 합성  추가로 반 될 필요가 있는 요인을 

검토하 다. 다음으로 미분양 아 트 구매의사가 있는 

수요자들을 상으로 구매시 가장 요하게 단하는 

요인에 해 컨조인트(Conjoint Analysis) 분석을 실시

하 다[그림 1].

그림 1. 분석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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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분석방법 연구내용 추출 지표

김현아(2007) 사례 및
시장분석

민간 주택 미분양 증가의 원인, 미분양 적체 장기화 가능성
과 파급효과, 미분양 문제의 해결방안향후 정책 과제 제시

정부의 정책지원 외 건설사 자구책(분양가 인하, 납부
조건 완화, 계약조건 보장제 등)

송윤정(2009) 이론연구
마케팅을 이용한 미분양 주거용 부동산 해소방안을 연구하
였다. 판매촉진 기본전략으로 계획적인 판매계획, 시장변화
에 부응한 전략수립, 전문가 양성 등을 제시

분양가 인하, 납부조건 완화, 홍보전략(품전략, 가격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김경오(2010) 빈도분석 정부 정책과 기업전략을 바탕으로 수요자 선호도 조사를 실
시하여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방안을 제시

분양가 할인, 계약금 인하, 중도금 무이자 융자, 옵션 
무상제공, 주거환경(교통, 생활, 교육), 아파트 브랜드

조영선 외
(2010) AHP 전문가 AHP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발생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해 제시
단지내 친환경, 아파트 브랜드, 분양가 인하, 납부조
건 완화, 에프터 리빙제, 광고

박재룡 외 
(2010) 시장분석 미분양 주택의 적체완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분양가 인하, 납부조건 완화

장세웅(2011) 벡터오차
수정모형

변동요인이 미분양아파트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분양아파트 발생요인에 대해 제시

입지 및 거주환경(교통환경, 교육환경, 생활환경, 단
지내 친환경,아파트 브랜드)

김덕례 외 
(2011) 사례연구 주택건설시장 현안문제와 대응방안 교통환경, 교육환경, 생활환경, 건설사자구책(분양가 

인하, 납부조건 완화 등)

표 1. 미분양 아파트 수요자 선호요인 및 마케팅 전략 관련 선행연구 종합

Ⅱ.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미분양 아 트에 한 학문  연구동향은 크게 미분

양주택의 특성에 한 연구, 미분양 아 트의 발생원인 

 해소방안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분

양 아 트를 상으로 수요자 특성  그에 따른 마

 략에 해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 미분양 특성에 해 연구한 표 연구들은 권

순주(2002), 신혜성 외 2인(2005), 정창무 외 1인(2005), 

허재완 외 1인(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이  권순주‧

신혜성(2005)의 연구는 미분양주택의 분포특성  발생

배경에 해 연구하 으며, 정창무 외 1인(2005)‧허재

완 외 1인(2009)의 연구에서는 미분양 아 트가 투자  

측면에서 시장의 단지표가 되는 등 주택경기를 단

하는 지표라는 에 해 실증하 다.

다음으로 미분양 아 트의 발생원인  해소방안 

련 연구들로는 김 아(2007), 장세웅(2011), 조 선 외 1

인(2010), 박재룡 외 1인(2010), 김덕례 외 1인(2011) 등

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미분양의 발생 원인으로 

과잉공 과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을 공통 으로 제시

하 으며, 미분양 해소방안으로 양도세 등의 세 감면, 

융규제(LTV, DTI 등) 완화, 공공 매입에 따른 임

주택 활용, 주택매입  분양권 매제한 같은 제도  

규제의 완화 등을 제시하 다. 

이외에 미분양 아 트 수요자 선호요인  마 과 

련해 수행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 으로 송윤정

(2009), 김경오(2010)의 연구 정도가 존재하는 정도이

다. 이상 선행연구 고찰내용  각 연구별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지표의 추출결과는 [표 1]과 같다.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결과, 미분양 아 트의 발생원인  해

소방안 련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미분양 아

트의 마 략에 한 연구는 매우 제한 으로 연구

되어 왔다. 그나마 존재하는 미분양 아 트 메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송윤정(2009)의 연구는 단순히 

미분양 아 트 해소를 한 마  략에 해 소개하

는 수 이며, 분석을 해 고려한 항목이 지나치게 거

시  측면에서 고려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김경오

(2010)의 연구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고려가 있었으나 

건설사가 제공할 수 있는 조건 측면에서만 국한되어 연

구가 진행되었다.

이상 살펴보면, 련 선행연구들은 미분양 아 트에 

해 수요자 측면의 고려가 부족하거나, 수요자 측면에

서 고려하 어도 요인들의 요도 분석에 한 고려가 

미흡하 다. 한 홍보나 건설사 제공조건 등 제한 인 

선호도 조사만 실시되어 종합 인 선호요인에 한 고

려가 부족하 다. 

이에 본 연구는 미분양 아 트의 구매의사가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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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항목 세부요인 세부요인 설명 출처

입지환경
교통환경 대중교통(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환경 및 거리 선행연구, 전문가 FGI
교육환경 중학교 및 고등학교 환경 및 거리 선행연구, 전문가 FGI
생활환경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백화점, 대형할인점) 환경 및 거리 선행연구, 전문가 FGI

거주환경
단지내 친환경 단지 내 친환경(공원, 전망, 소음 등) 수준 선행연구, 전문가 FGI
아파트 브랜드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 선행연구, 전문가 FGI

가격전략
분양가 인하 기존 분양가에서 일정비율 할인된 가격 적용 선행연구
납부조건 완화 중도금 이자 융자 및 납부기간 연기, 무이자 융자, 보조금 제공 등 선행연구

미분양
특전

에프터 리빙제 일정기간(2~3년) 거주 후 분양 등 계약해지 선택 전문가 FGI
원금(임대수익) 보장
제

거주목적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을 경우 계약해지 및 환불 가능, 투자목적의 경
우 일정기간동안 임대수익을 보장 전문가 FGI

계약조건 보장제 계약 후 분양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 조건을 기존 분양 단지에도 소급 적용 전문가 FGI

홍보전략
신문 및 전단지 신문 및 일간지 그리고 전단지를 활용하여 홍보 선행연구
온라인 광고 Direct Mail을 통한 1:1 광고로 홍보 및 인터넷‧모바일 홍보 선행연구
홍보관 및 이벤트 주택전시관, 입주 및 분양설명회 개최 등 선행연구

표 3. 선행연구 및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된 미분양 아파트 수요자 선호요인 

요자계층을 상으로 수요자 특성을 반 하여 어떤 요

인을 요하게 생각하는지 분석하고자 하 다는 에

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한 선행연구들에

서 부족하 던 종합 인 선호요인 고려를 해 건설업

체  문 분양업체 등을 상으로 미분양 아 트의 

주거선호요인  략요인 등을 조사하여 분석지표로 

반 하 다. 그리고 분석방법 측면에서 여러 선호 요인

들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요인을 해 상 으로 포기

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컨조인트 분석을 활

용하 다는 에서도 차별성이 존재한다.

Ⅲ. 미분양 아파트 수요자 선호요인 정립

1. 선행연구 및 FGI를 통한 분석지표 선정
미분양 아 트 수요자 선호요인 분석을 해 앞서 검

토한 선행연구 가운데 미분양의 원인  해결방안, 수

요자 선호요인과 마 에 해 연구한 문헌들을 토

로 1번이라도 언 된 지표를 종합화하여 선호요인을 

구성하 다[표 1]. 그 외에 마  측면에서 수요자들을 

상으로 추가 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은 무엇인지 

검토를 해 미분양 련 연구경력이 있는 교수  박

사(연구원), 건설업체  아 트 문 분양업체 종사자

들을 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

다.

FGI는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련 경력(실무 

 연구)이 5년 이상인 문가를 상으로 진행하 다. 

실시시기  참여자는 [표 2]와 같다. 

조사기간 조사방법 구분 대상

2013년 
6월 3일

직접방문을 
통한 

대인면접 및 
인터뷰

건설업체
그룹

시공회사(SK,GS 등) 미분양 
주택 업무 경험자 7인

분양업체
그룹

부동산 분양 전문회사 
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 8인

2013년 
6월 4일

전문가
그룹

한양대·건국대 교수 3인, 
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등) 4인

표 2. 전문가 FGI실시

FGI를 거쳐  최종 선정된 미분양 아 트 수요자 선호

요인  각 요인의 구체  내용은 [표 3]과 같다. 총 13

개로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들의 성격에 따라 5개의 상

항목(입지환경, 거주환경, 가격 략, 미분양 특 , 홍

보 략)으로 분류하 다. 이  10개 요인은 선행연구

에서 복 으로 제시된 요인이며, 에 터 리빙제, 원

(임 수익) 보장제, 계약조건 보장제 등 4개 요인은 

문가를 상으로 합성 검토(FGI)를 실시하는 과정에

서 수요자 선호요인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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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입지환경 거주환경 가격전략 미분양 특전 홍보전략 선호순위
1 교통환경 단지내 친환경 분양가 인하 에프터 리빙제 신문 및 전단지 위
2 교육환경 아파트 브랜드 납부조건 완화 원금(임대수익) 보장제 온라인 광고 위
3 생활환경 단지내 친환경 분양가 인하 계약조건 보장제 홍보관 및 이벤트 위
4 교통환경 아파트 브랜드 납부조건 완화 에프터 리빙제 신문 및 전단지 위
5 교육환경 단지내 친환경 분양가 인하 원금(임대수익) 보장제 온라인 광고 위
6 생활환경 아파트 브랜드 납부조건 완화 계약조건 보장제 홍보관 및 이벤트 위
7 교통환경 단지내 친환경 분양가 인하 에프터 리빙제 홍보관 및 이벤트 위
8 교육환경 아파트 브랜드 납부조건 완화 원금(임대수익) 보장제 신문 및 전단지 위
9 생활환경 단지내 친환경 분양가 인하 계약조건 보장제 홍보관 및 이벤트 위
10 교통환경 아파트 브랜드 납부조건 완화 에프터 리빙제 온라인 광고 위
11 교육환경 단지내 친환경 분양가 인하 원금(임대수익) 보장제 신문 및 전단지 위
12 생활환경 아파트 브랜드 납부조건 완화 계약조건 보장제 온라인 광고 위
13 교통환경 단지내 친환경 분양가 인하 원금(임대수익) 보장제 신문 및 전단지 위
14 교육환경 아파트 브랜드 납부조건 완화 계약조건 보장제 온라인 광고 위
15 생활환경 단지내 친환경 분양가 인하 에프터 리빙제 홍보관 및 이벤트 위
16 교통환경 아파트 브랜드 납부조건 완화 원금(임대수익) 보장제 신문 및 전단지 위
17 교육환경 단지내 친환경 분양가 인하 계약조건 보장제 온라인 광고 위
18 생활환경 아파트 브랜드 납부조건 완화 에프터 리빙제 홍보관 및 이벤트 위

표 4. 부분요인설계를 통해 조합된 18개의 유형

2. 컨조인트 분석모형의 설계
미분양 아 트는 일반 분양아 트에 비해 기본 으

로 수요자 측면에서 선호하는 주거요인이 상 으로 

미흡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 아 트에 한 주

거선호요인 차원에서 어떠한 요인을 가장 선호하는지 

분석하는 방법보다는 다양한 선호요인들 에서 가장 

선호하는 요인을 해 상 으로 포기할 수 있는 요인

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이라 할 수 

있다. 

컨조인트 분석은 다양한 속성에 한 선호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좋은 안이 되는 분석방법으로 여

러 속성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희생시킬 것인가를 

체 단(trade-off judgement)을 통해 응답자가 선호

하는 특성의 효용(크기)을 도출할 수 있다.

컨조인트 분석의 과정은 일차 으로 상을 구성하

는 속성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선정된 지표

를 조합하고 그 뒤로 조합된 속성별로 우선 순 를 선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각 지표별 효용을 도출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속성설계는 앞서 선정된 미분양 아 트 수요자 선호

요인 체계를 그 로 활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요인 체

계는 입지환경, 거주환경, 가격 략, 미분양 특 , 홍보

략 등 5개의 속성 하에 총 13개의 하 속성으로 구분

되는데, 이 경우 설정된 속성요인들로 가능한 안 조

합은 총 108개(3×2×2×3×3)이다. 그러나 108개나 되는 

조합들 에서 어떠한 조합을 가장 선호하는지  어떠

한 조합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지에 해서 단하기란 

매우 어렵다.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이처럼 안의 수가 

많은 경우에 부분요인설계(fractional factorial design)

를 활용하게 된다. 이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응답자가 실 으로 비교가 가능한 범  내로 안의 

수를 이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요인설계를 해서는 우선 속성별로 속성수 이 

같은 것이 몇 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경우 

속성별 하 속성이 3개인 경우가 3개, 2개인 경우가 2

개로 부분요인설계를 통해 고려해야 할 안의 수는 

체 안의 1/6이다. 따라서 18(108/6)개가 부분요인의 개

수라 할 수 있다.

컨조인트 분석의 수행은 SPSS 18.0을 활용하 으며, 

SPSS를 활용하여 부분요인설계를 통해 조합된 18개의 

유형은 [표 4]와 같다. [표 4]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

를 구성하며, 설문내용은 조합된 18개의 유형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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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합유형을 1 부터 18 까지 설문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설문조사는 2013년 6월 17일∼28일까지 실시

하 다. 설문 상은 수도권 내 치한 부동산 마  

 분양 행사에 김포와 용인지역의 미분양아 트 주

택구입을 목 으로 방문한 사람들을 상으로 하 다. 

설문의 취지와 평가항목들을 상세설명 후 1:1로 설문하

으며, 그 결과 총 148부를 회수하 다. 

설문 응답자 특성은 [표 5]와 같다.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응답비율을 각각 46.6%, 53.4%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체 응답자의 62.2%가 졸인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력의 경우 30 와 50 의 응답비율이 각각 43.2%, 

34.5%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 으로 40 의 응답비

율은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지

역의 응답자가 28.4%와 기타지역(수도권 외)에 거주하

는 응답자 비율이 21.6%로 높게 나타났다. 

구    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자 69 46.6 
여  자 79 53.4 

학력
고졸 이하 36 24.3 

대졸 92 62.2 
대학원 이상 20 13.5 

연령
31~40세 64 43.2 
41~50세 33 22.3 
51~60세 51 34.5 

거주
지역

서울 65 43.9 
경기 42 28.4 
인천 9 6.1 
기타 32 21.6 

표 5.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선호도 결과

Ⅳ. 미분양 아파트 선호요인 분석

1. 분석결과 검증
분석모형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컨조

인트 분석의 경우 신뢰성 평가는 각 응답자의 평가를 

통해 개발된 모형이 일 성 있게 용될 것인가를 검정

하는 것으로,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가 명목이나 서열척

도 등의 질 변수(성별이나 국 , 유형태 등)로 되어 

있다면, 스피어만(Spearman`s)의 로우(rho), 달

(Kendall`s)의 타우(tau)를 통해 평가하고, 데이터가 양

변수(키, 몸무게, 주택가격 등)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

어슨 계수(Pearson`s R)값을 통해 합성을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질 변수가 서열척도로 구성되

어있기 때문에, 달의 타우(Kendall`s tau)값을 통해 

합성을 단해 볼 수 있다. 달의 타우는 순  상

계수로 상물에 해 순 를 부여한 변수 사이의 연

성의 측도로써, 다수의 응답자가 부여한 순 에 응답결

과들간의 연 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상 성이 높다. 

본 연구의 달 타우(Kendall`s tau)의 값은 0.649으

로 응답결과에 따른 일치성이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유의확률은 0.014로 95% 신뢰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속성 속성수 효용가치 표 오차 요도(%)

입지환경
교통환경 0.124 0.184

20.049교육환경 -0.196 0.184
생활환경 0.072 0.184

거주환경
단지내 친환경 0.158 0.184

18.184
아파트 브랜드 -0.158 0.184

가격전략
분양가 인하 0.235 0.184

22.217
납부조건 완화 -0.235 0.184

미분양 
특전

에프터 리빙제 0.178 0.184
24.456원금(임대수익) 보장제 -0.287 0.184

계약조건 보장제 0.109 0.184

홍보전략
신문 및 전단지 0.054 0.184

15.094온라인 광고 -0.143 0.184
홍보관 및 이벤트 0.089 0.184

Pearson's R = 0.738(0.003), Kendall's tau = 0.649(0.014)

표 6.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선호도 결과

2. 미분양 아파트 선호요인 분석결과
분석결과[표 6], ‘입지환경’속성의 요도는 20.049%, 

,‘거주환경’속성의 요도는 18.184%, ‘가격 략’속성의 

요도는 22.217% ,‘미분양 특 ’속성의 요도는 

24.4562%, ‘홍보 략’속성의 요도는 15.094로 나타났

다. 5가지 속성  ‘미분양 특 ’ 속성의 선호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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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고 2순 로 ‘가격 략’, 3순 로 ‘입지환경’, 

4순 로 ‘거주환경’, 5순 로 ‘홍보 략’ 순으로 선호도

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분양 아 트의 경우 일

반 아 트와 달리 미분양 특 에 따른 경제  이득을 

수요자들이 가장 요하게 고려한다는 을 의미하며, 

이를 해선 상 으로 거주환경  홍보 략과 련

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  략에 있어서 미분양 특 을 어떻게 제공할 것

인가는 매우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부 하 속성의 부분효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입지환경의 3개 하 속성  교통환경

과 생활환경의 선호도는 정 (+)으로 평가된 반면 교

육환경에 한 선호도는 부정 (-)으로 평가되었다. 이

는 미분양 아 트 수요자의 경우 아 트 단지의 교

통(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환경  공공시설  편의시

설(백화 , 형할인 ) 환경을 선호하는 것에 비해 아

트 단지의 주변 교육환경은 상 으로 포기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거주환경의 하 속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지 내 

친환경의 선호도가 정 (+)으로 평가된 반면, 아 트 

랜드에 한 선호도는 부정 (-)으로 평가되었다. 이

는 미분양 아 트 수요자의 경우 건설사 아 트 랜드

에 비해 단지 내 친환경(공원, 망, 소음 등) 수 을 보

다 요하게 고려함을 의미한다. 

가격 략의 하 속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분양가 

인하의 선호도가 정 (+)으로 평가된 반면, 납부조건 

완화에 한 선호도는 부정 (-)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미분양 아 트 수요자의 경우 기존 분양가에서 일정비

율 할인된 가격을 용받는 것을 무엇보다도 선호하며, 

그에 따른 도  이자 융자  납부기간 연기, 무이자 

융자, 보조  제공 등의 납부조건 완화 혜택은 상

으로 포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분양 특 의 하 속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에

터 리빙제와 계약조건 보장제의 선호도는 정 (+)으

로 평가된 반면, 원 (임 수익) 보장제에 한 선호도

는 부정 (-)으로 평가되었다. 살펴보면 미분양 아 트 

수요자의 경우 미분양 아 트의 특 으로 일정기간

(2-3년) 거주 후 분양 등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에

터 리빙제나 계약 후 분양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동

일 조건을 기존 분양 단지에도 소  용하는 계약조건 

보장제에 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반 분양아 트와 구분되는 특성으로 미분양 아 트

인 만큼 분양가 비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것보다 살

아보고 구매를 결정하거나 향후 계약조건이 보다 좋게 

변경될 경우 이를 소  용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홍보 략의 하 속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문  

단지, 홍보   이벤트의 선호도는 정 (+)으로 

평가된 반면, 온라인 고의 선호도는 부정 (-)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미분양 아 트 수요자의 경우 온라인 

고보다는 신문  단지 그리고 주택 시 이나 설

명회를 통해 정보를 얻고 심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미분양 아 트 수요자를 상으로 선호요

인을 분석하고 향후 민간측면에서 미분양 아 트 해소

를 한 마  략에 해 연구하 다. 연구방법은 

미분양 아 트 수요자 선호요인을 도출한 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가장 요하게 단하는 요인과 상 으

로 포기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 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른 마  측면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분양아 트와 달리 미분양 아 트의 마

 략은 거주환경이 아니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미

분양 메리트에 을 맞춰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의 분석결과, 미분양 아 트의 경우 주거 선택시 일

반 으로 요하게 고려하는 입지  거주환경 보다 미

분양에 따른 가격이나 조건 상 메리트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분양 아 트의 마 략은 어떤 미분양 특

을 제공할 것인지에 한 계획수립이 매우 요하다. 

분석결과 미분양 아 트 수요자의 경우 미분양 특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  이익에 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미분양 특 으로 원

보장제 보다는 에 터 리빙제나 계약조건 보장제를 수

요자 입장에서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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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모든 입지조건이 양호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

은 미분양 아 트의 경우 교통환경과 생활환경을 심

으로 홍보 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미분양 

아 트 수요자는 교육환경을 포기하더라도 교통환경과 

생활환경이 좋은 경우를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나

타났다.

넷째, 미분양 아 트의 가격 략으로는 분양가 인하

가 가장 효과 이다. 다만, 지나친 가격 인하 조건은 기

존 입주자  반발을 살 수 있으므로 기존 입주자에 

한 불만이 크지 않을 수 으로 분양가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수요자들의 경우 납부조건 완화

에 비해 분양가 인하에 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섯째, 온라인보다는 오 라인 홍보가 직 인 수

요계층에게 보다 효과 이므로 주택 시 이나 입주 

 분양설명회 같은 극 인 홍보활동을 심으로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는 수도권 내 용인과 김포지역만을 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 다. 지역별로 선호성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

로 향후 연구는 연구 범 를 보다 확장해 용해볼 필

요가 있다. 한 미분양 문제의 근본  해결을 해서

는 정부의 세제 등 제도  혜택이 마  략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을 연구에는 반 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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