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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가치의 적정규모와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오피스빌딩을 중심으로 금상수** · 서진형***

A Study on the Optimum Size and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 Asset Value
Keum, Sang Su · Seo, Jin Hyeong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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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l estate asset market that are changing
with the recent global economic environment. It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ptimal size for determining the value of real estate assets by utilizing data from the 2018 office building
provided by a large G consulting firm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optimal
size of the characteristic variables that affect real estate assets using the 3rd curve model and regression
model, it was analyzed that the YBD and GBD areas had the highest asset value in the area classification,
and the vacancy rates by region were analyzed in order of CBD, GBD, ETC and YBD.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value of real estate assets increased as the area of property floor area was larger, and the same
results were analyzed for variables such as total number of floors and completion dates.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third-order curve model analysis results were also analysed with the same result.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explanatory power (Adj. R2)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was analyzed at 77.2%. These studies are believed to provide basic data for real estate asset
investors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formation of the real estate asset market.
Keywords : Property asset value, proper size, vacancy rate, property characteristics.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6A4A01017306).
**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학 박사(sskeum@gmail.com, 주저자)
***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행정학박사(hyung@kiwu.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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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자산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국
내 대형 G 컨설팅사에서 제공한 서울시 소재 2018년도 오피스 빌딩 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최적규모의 결정요인과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점유비용 변수
를 종속변수로 하여 3차 곡선모형과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부동산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변수들의 특징과 최적규모의 기준을 분석한 결과, 권역구분에서는 YBD와 GBD 권역이
가장 자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권역별 공실률은 CBD, GBD, ETC, YBD 순서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연면적이 클수록 부동산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
으며, 총층수, 준공연한 등의 변수에서도 같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3차 곡선 모형 분석결과
역시 같은 결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설명력(Adj. R²)이 77.2%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부동산 자산 투자자들에게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부동산 자산 시장을 안정
적으로 형성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부동산 자산가치, 적정규모, 공실률, 부동산특성.

Ⅰ. 서 론
글로벌 경제환경과 국제금리의 연동이 국내 경제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
리나라도 저금리와 저성장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역시
글로벌한 경쟁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도 1/4분기
경제성장 전망률이 지난 4분기에 비하여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면서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상황은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 자산
에 대한 투자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운영수익(Operation Gain)과 장기적으로 자본차익
(Capital Gain)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오피스 빌딩을 들 수 있는데, 많은 기
존 선행연구에서도 서울 소재의 오피스 빌딩을 부동산 자산의 실물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 6 -

부동산 자산가치의 적정규모와 특성에 관한 연구

오피스 빌딩에 대한 투자환경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
화되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규모와 특성에 대한 부동산 자
산가들의 관심을 매우 높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최적규모의 결정요인과
그 특성들에 대하여 서울의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부동산 자산
에 투자하고자 하는 간접투자자, 개인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형성에 기초적
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제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부동
산 자산가들에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투자로 인한 선진국형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한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로는 2018년도 기준의 자산 가치를 산정한 자료
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부동산 자산 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출처와
자료의 특성 및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과 분석에 대한 시사점 등
을 서술하고, 제5장에서 분석결과와 함께 향후 부동산자산관리의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
고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를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검토
부동산 자산관리는 부동산의 가치를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직·간접적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최적 규모
와 그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자산 중 서울시 소
재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여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곽윤희 외(2008)1)는 서울시 오피스 시장의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에서 609개의 오피스빌
딩 자료를 활용하여 오피스 빌딩에 대한 내재가치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시지
1) 곽윤희·이호병, “서울시 오피스 시장의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제33권 제33호, 한국부
동산학회, 2008, pp.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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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철 접근시간, 경과연수, 총 층수, 연면적 등이 유의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상수(2014)2)는 서울시 오피스 빌딩의 규모의 경제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관리비용을 중
심으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오피스 빌딩의 최적규모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평균관리비용을 3
차 곡선함수를 이용한 분석을 활용하여 권역별, 등급별, 규모별로 각각 6~11%, 10~13%,
8~9%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법인소유일 경우, 건물관리를 위탁하고 있을 경우,
건물경과년도가 5.3년에 근접할 경우가장 최적규모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형근 외(2014)3)는 중소형 빌딩의 매매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용도적 시장구분
에서 탈피하여 빌딩의 규모를 중심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외된 중소형 빌딩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분석결과, 중소형 빌딩의 자산가치는 입지요인에 영향을 받고 지하철과
의 접근성, 전면도로의 폭, 코너입지 여부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상권지역에 입지하였을 경우 부동산 자산 가치가 높게 분석되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상대
적으로 층수가 높을 경우 자산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철민 외(2015)4)는 서울시 간접투자대상 오피스빌딩의 실질임대료 및 Cap. rate 비교
연구에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내의 연기금과 보험사 등 많은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 대상으로 오피스 빌딩을 대표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오피
스 시장을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으로 분류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Cap. rate 의 변
화가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다가 정체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여 그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백준석 외(2016)5)는 개인투자자 유형별 부동산 선호특성이 투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분석하면서 실물투자에 있어 고려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투자의 중요성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투자자 특성별 투자선호특성 차이를 감안한 투자활동이 필요하
고, 자산의 안정성, 입지특성을 고려한 수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진석 외(2016)6)는 서울시 중형 오피스빌딩의 점유비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부동산 가치평가에 대한 접근이 수익환원에 중점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및 매매차익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는 오피스빌딩이라고
2) 금상수, “서울시 오피스빌딩 규모의 경제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집｣, 제15집 제11
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pp.6630~6638.
3) 김형근·신종칠, “중소형 빌딩의 매매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20권 제3호, 한
국부동산분석학회, 2014, pp.69~84.
4) 우철민·정인호·심교언, “서울시 간접투자대상 오피스빌딩의 실질임대료 및 Cap. rate 비교 연구”, 「부
동산학보｣, 제62권, 제62호, 한국부동산학회, 2015, pp.92~105.
5) 백준석·임석우, “개인투자자 유형별 부동산 선호특성이 투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부동산
경영｣, 제14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6, pp.31~50.
6) 오진석·이상엽, “서울시 중형 오피스 빌딩의 점유비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64권,
한국부동산학회, 2016, pp.1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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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가치의 가치평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점유비용이라고 설정하고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점유면적에 대한 점유비용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종속변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 연구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재무적 관점에서 정
보를 제공하고 부동산자산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점유비용이 동남권이 가장 높고 동북권이 가장 낮게 분석되었으며, 접도수, 권역,
환승역, 도보시간, 총층수, 건축연한, 대지면적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분석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정한계 외(2016)7)는 중소형 오피스 빌딩의 부동산 자산관리 요소의 탐색적 분석에서 서
울 도심권역 중소형 오피스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의 변화에 따른 배
경으로 대형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들의 직 간접적 투자가 중요시 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이 연
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분석을 시행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부동산 자산관리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는데 임차인 관리, 자산투자관리, 시설설비관리, 공간이미지 관리, 법
률세무관리의 순으로 분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임차인관리 항목이 타 항목에 비하
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 부동산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하고 있다.
양영준 외(2017)8)는 서울시 오피스의 임대료 결정요인 연구에서 호가임대료와 실질임대
료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간시장에서 임대료와 내재가치를 가정하여 연구에 활용
하였다. 서울시 소재 3천 평 이상의 오피스 578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분석결과 연면적, 층수의 변수가 호가임대료가 높게 분석되었고, 경과연수가 오래
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유명한 외(2018)9)는 서울 오피스 빌딩 매매가격 결정요인 분석에서 헤도닉 가격모형을
활용하여 2000년부터 2017년 까지 거래된 사례 1,171건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거시경제변수, 입지특성변수, 자산특성변수, 거래특성변수, 거래시점변수 등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부분매매가격이 전체매매가격보다 할인되어 거래된 사실을 분석결과
로 제시하고 있다.

7) 정한계·한연오·박태원, “중소형 오피스 빌딩의 부동산 자산관리 요소의 탐색적 분석”, 「감정평가논집｣,
제15권 제1호, 한국감정평가학회, 2016, pp.98~111.
8) 양영준·오세준, “서울시 오피스의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제71권, 한국부동산학회,
2017, pp.134~146.
9) 유명한·이창무, “서울 오피스 빌딩 매매가격 결정요인 분석”, 「부동산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부동
산연구원, 2018,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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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동산 자산에 대한 대표적인 실물을 오피스
빌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산가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과 최적 규모를 도출하는
연구 또한 관리비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점유비용으로 정의하고 점유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최적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으로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Ⅲ.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분석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부동산 자산가치의 적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최대의 부동산 컨설팅회
사인 G사의 2018년도 통계자료 243개를 확보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시간적 범
위는 2018년도 횡단면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서울시 소재의 중형급 이상
오피스 빌딩으로 한정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연면적 평균이 15,672평이며, 층수 평균이 27층으로 나타난 것
으로 보면 서울 도심의 중형급 이상의 오피스 빌딩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각 독립변수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상세한 정량적 수치는 다음의 기초통계량 표와 같다.
<표 1> 기초통계량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권역

243

1

4

2.523

0.9677

연면적

243

7023

64316

15672.45

9754.983

준공연한

243

2

51

18.73

11.013

건폐율

243

0

88.6

48.1521

12.0451

승강기

243

3

70

10.523

8.187

대지면적

243

491

26479

1964.831

2866.218

총층수

243

8

129

26.959

10.2964

전용율

243

5.3

77

53.668

8.122

용적률

243

0

1716.9

747.0205

260.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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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차대수

243

0

2700

393.642

405.0344

보증금

243

318000

1465000

765621.4

229911.7

임대료

243

12000

840000

79187.65

54193.54

관리비

243

16000

53500

34166.22

6489.985

점유비용

243

98200

377400

211516.1

55924.13

공실율

243

0

100

10.333

16.5459

2.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적정규모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점유비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점
유공간에 대한 점유비용(Net Occupancy Cost)은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가
장 적절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점유비용(Net Occupancy Cost)은 보증금(Deposit)
에 대출금리(Loan Interest Rate)를 산정하여 보정한 뒤 12개월로 분배하고 그리고 월 임대료
와 관리비를 포함 한 후 전용률(Efficiency Rate)로 나누어 점유비용(Net Occupancy
Cost)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산술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점유비용(Net Occupancy Cost) = {(보증금(Deposit) ☓ 대출금리(Loan Interest Rate
3.5%) / 12) + 월임대료(Monthly Rent) + 관리비
(Maintenance fee)}/전용률(Efficiency Rate)

부동산의 자산 가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공실률인데 권역별 공실률을 살펴보
면 다음의 표와 같다. 대체적으로 5% 미만은 자연공실률로 인정하고 권역별 공실률을 교차분
석해 보면 YBD 에서는 공실률이 20% 상회하는 오피스 빌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CBD 에서는 YBD 에 비하여 공실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권역별 공실률은
CBD, GBD, ETC, YBD 순서로 분석되어 부동산의 자산 가치 측면에서는 YBD 권역이 가
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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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권역별 공실률
구분

공실률

전체

5%미만

5-10%

10-15%

15-20%

20-30%

YBD

19

14

3

2

0

38

CBD

44

18

7

11

8

88

GBD

47

12

4

4

4

71

ETC

20

18

4

1

3

46

계

130

62

18

18

15

243

연면적에 대한 점유비용을 분석해 보면 연면적이 클수록 점유비용 평균이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규모가 클수록 대체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아래의 표는 연면적 당 점유비용 평균을 분석한 표이다.
<표 3> 연면적당 NOC 평균(점유비용)
연면적(평)

평균

N

표준편차

1만 이하

188,743

66

41424.34

1만~2만

208,162

125

51721.35

2만~3만

234,565

32

62053.14

3만~4만

247,322

9

67659.92

4만~5만

294,940

5

53862.58

5만~6만

278,000

5

55273.5

6만이상

324,300

1

.

합계

243

Ⅳ. 실증분석
1. 변수의 설명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실물투자의 대상으로 오피스 빌
딩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감안하여 오피스 빌딩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국내 대형
컨설팅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변수를 선정하여 본 연구에 활
용하고자 한다. 변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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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 세부내용
구 분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변수

점유비용

{(보증금(Deposit)☓대출금리(Loan Interest Rate 3.5%)/12)+월임대료(Monthly
Rent)+관리비(Maintenance fee)}/전용률(Efficiency Rate)

연면적

건축연면적(평)

대지면적

대지면적(평)

총층수

지하층수 + 지상층수

전용률

전용면적/임대면적*100

용적율

지상층연면적/대지면적*100

임대료

평당(3.3m²)임대료

관리비용

평당(3.3m²)관리비

승강기

엘리베이터 수

주차대수

지상+지하 총 주차대수

권역

도심(CBD),강남(GBD),여의도(YBD),기타(ETC)권역으로 구분

경과년도

준공년도 기준

건폐율

건축면적/대지면적*100

공실률

공실률 %

독립변수

2. 실증분석결과
1) 상관분석
부동산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각 변수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결과 종
속변수로 활용하는 점유비용 변수는 건폐율 변수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들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구분 변수는 준공연한, 대지면적, 용적률, 보증금, 관리비, 점유비용 변수들
과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리비 변수는 건폐율과 준공연한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외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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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관분석결과
구분

권역

권역

1

연면적

-.025

연면적

준공
연한

건폐율 승강기

대지
면적

총층수 전용율 용적률

1

준공연한 -.235** -.206**

1

건폐율

.043

.031 -.213**

1

승강기

-.029 .738** -.296** .079

1

대지면적 .143* .509** -.184** -.028 .549**

1

총층수

.079

전용율

-.125

.001

.323** -.017 -.011 .073 -.204**

용적률 -.152*

.112

-.090 .584** .142* -.221** .305** -.066

주차대수 .088

주차
점유 공실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대수
비용 율

.616** -.282** .087 .562** .604**

1

.522** -.186** .030 .762** .690** .427**

1
1

.008 -.090

1

보증금 -.231** .457** -.147*

.111 .357** .196** .315** .176** .298** .127*

임대료

.048

-.082

.165*

-.087

관리비 -.244** .388** -.093

.141*

.057

.164*

1

.007 .185** .021 .426**

1

.039 .333** .190** .278** .184** .243** .140* .852** .369**

1

점유비용 -.165** .438** -.268** .088 .357** .166** .428** -.265** .311** .136* .865** .417** .766**
공실율

-.004

.102

-.122

.045

1

.152* .181** .207** -.034 .074 .223** .146* .090 .142* .151*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2) 3차 곡선 모형 분석
부동산 자산 가치의 적정규모를 검정하는 방법에는 2차 또는 3차 평균 비용곡선을 활용하
는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3차 함수를 활용하여 부동산 자산의 최적 규모를 도출하고
자 한다.
주요 독립변수들을 활용하여 부동산 자산 가치를 대변하는 점유비용 변수와의 3차 평균비
용 곡선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분석모형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X, Y 는 점유비용(NOC)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의미한다. 아래의 분석
요약표에는 각 독립변수들과 점유비용간의 3차 곡선분석을 위한 요약이며, 모든 변수들이 유
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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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3차 곡선 모형 요약
종속 변수: NOC(점유비용)

방정식

모형 요약

모수 추정값

R제곱

F

df1

df2

유의확률

상수항

b1

b2

b3

연면적

.202

20.178

3

239

.000

138699.611

6.870

.000

1.160E-09

권역

.154

14.517

3

239

.000

149078.370

50606

-88.9

-2787.627

공실률

.030

2.447

3

239

.064

204083.364

829.3

2.634

-.095

준공연한

.080

6.945

3

239

.000

214701.315

2944.249

-194.686

2.389

주차대수

.044

3.645

3

239

.013

182195.052

120.036

-.077

1.400E-05

전용률

.091

8.009

3

239

.000

164653.506

5044.294

-97.514

.384

위와 같은 분석 모형으로 부동산 자산의 최적 규모가 되는 지점을 추정하기 위하여 3차
평균 곡선구간이 일정부분 상승과 감소를 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을 통한 분석 결과,
연면적 규모는 클수록 점유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권역구분에서는 YBD와
GBD 권역이 가장 자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실률 변수는 일정부분까지의 비율에는 점유비용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준공연한은 준공시점부터 조금 상승하다가 이후 계속해서 점유비용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차대수는 일정이상의 주차대수가 확보되면 자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비치지
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용률 변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자산 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림 2] s-curve 권역 vs NOC

[그림 1] s-curve 연면적 vs 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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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curve 공실율 vs NOC

[그림 4] s-curve 준공연한 vs NOC

[그림 5] s-curve 주차대수 vs NOC

[그림 6] s-curve 전용률 vs NOC

3) 회귀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에 대한 실물투자 대상의 대표적인 부동산을 오피스 빌딩
으로 삼고 오피스 빌딩의 자산을 대표한 변수로서 점유비용(NOC) 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들 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Adj. R² 값이 0.772 로 분석되어 본 연구모형의 설명력
이 상당히 높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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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모형요약
model

R

R²

Adj. R²

β

1

.885a

.784

.772

26682.326

a. 예측값: (상수), 공실율, 권역, 건폐율, 연면적, 전용율, 준공연한, 관리비, 대지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총층수,
승강기

또한, 각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분산 분포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 활
용한 독립변수들의 데이터 분산 역시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분산분석 결과
model
1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p-value

회귀 모형

593109382194

12

49425781849

69.423

.000b

잔차

163747705213

230

711946544

합계

756857087407

242

a. 종속변수: 점유비용
b. 예측값: (상수), 공실율, 권역, 건폐율, 연면적, 전용율, 준공연한, 관리비, 대지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총층수,
승강기

부동산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점유비용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연면적, 전용률, 관리
비 등의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이하게도 공실률 변수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비록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자
산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비용을 하락하게 하지는 않는 다는 의지로 해석이 가
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리비 변수는 관리비 차익이 임대료에 일부 귀속되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
사하게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3차 추정 곡선 모형에서와 유사하게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연면적 변수는 자산 가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어 건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산가치가 증가한다
는 결론도 추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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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회귀분석 결과
standard
coefficient

nonstandard coefficient

model

S.E.

B

t

p-value

5.595

.000

VIF

β

(constant)

107599.315

19232.511

연면적

.705

.292

.123

2.418

.016**

2.751

권역

-1631.491

1956.167

-.028

-.834

.405

1.218

준공연한

-226.127

186.152

-.045

-1.215

.226

1.429

건폐율

39.280

196.176

.008

.200

.841

1.898

승강기

-51.845

447.853

-.008

-.116

.908

4.570

대지면적

-.299

1.183

-.015

-.253

.801

3.906

총층수

411.463

316.711

.076

1.299

.095*

3.615

전용률

-2564.617

245.988

-.372

-10.426

.000***

1.357

용적률

9.762

11.442

.046

.853

.394

3.027

주차대수

-7.029

8.283

-.051

-.849

.397

3.826

관리비

6.503

.319

.755

20.401

.000***

1.455

공실률

30.063

109.255

.009

.275

.783

1.111

a. 종속변수: NOC.

Ⅴ.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자산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연
구를 진행하였다.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의 다양한 형태가 부동산 시장에 직 간접적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이들의 관심은 실물 부동산 투자대상이 오피스 빌딩이라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
한다고 볼 수 있음을 여러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형 G 컨설팅사에서 제공한 서울시 소재 2018년도 오피스
빌딩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부동산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최적규모의 결정
요인과 그 특성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대표적인 변수로 점유비용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3차 곡
선모형과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부동산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변수들의 특징과 최적
규모의 기준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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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초통계 분석 결과, 권역별 공실률은 CBD, GBD, ETC, YBD 순서로 분석되어 부
동산의 자산 가치 측면에서는 YBD 권역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연면적에
대한 점유비용을 분석해 보면 연면적이 클수록 점유비용 평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총층수, 준공연한 등의
변수에서도 같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3차 곡선 모형 분석결과 역시 연면적 규모에 따라 점유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초통계 분석에서와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권역구분에서는 YBD와 GBD 권역이 가장
자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같은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
단된다.
공실률의 변화는 점유비용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부동산 소유자의 렌트프리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준공연한 변수는 부동산이 오래 될수록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결과와 같음을 증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의 규모를 대변하는 연면적 변수
와 총층수, 전용률, 관리비 등의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체적인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간의 설명력(Adj. R²)이 77.2%로 결과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와 본 연구의 모형의 적정
성과 설명력(Adj. R²) 분석결과가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간접투자자, 개인투자자, 또는 기관투
자자들의 포트폴리오 형성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서론에서도
서술하였듯이 국제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투
자로 인한 선진국형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동산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
치는 결정 변수를 점유비용으로 한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외에도 많은 다양
한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연구를 진행하였고, 거시 경제적인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여 좀 더 정교한 분석을 하지 못한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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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f
outflow and inflow populations of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in Korea.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ways: The first analysis identifies characteristics of people who moved from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to other regions(Model I) and the second analysis identifies characteristics
of people who moved to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Model II). Our findings showed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outflow and inflow populations. ModelⅠ found that the younger and the higher
educated people had a higher probability of moving from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to another
region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the change in marital status were also promoted to
move to other regions. On the other hand the agricultural workers and simple labor workers compared
with professional and office workers were more likely to stay in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In Model
II, the probability of moving to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was higher people with a university degree
or higher than secondary educated people. Beside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 income people were
less likely to move to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On the other hand, people who have average level
of financial assets had a higher probability of moving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Also, The
probability of moving to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was higher agricultural workers and simple labor
workers than professional and office workers.
Keywords : Outflow and Inflow of the population, Small and Medium Sized City, Declining Areas, Binary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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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 인구와 유입 인구 특성을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거
주 특성 측면에서 규명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중소도시 인구 정책에 대한 기초
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에 타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특
성에 대한 분석(ModelⅠ)과 지방 중소도시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들에 대한 분석(ModelⅡ)
을 진행하였다. 핵심 분석 결과, 전문대·대학교 졸업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일수록 지방 중소
도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확률이 높았다. 가구원 수와 혼인상태의 변화 역시 지방 중소도
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촉진하였으며, 특히, 개인의 혼인상태 변화는 지방 중소도시에
서 타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전문직·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농업·기능·장치기
계조작 및 조립직·단순노무직에 종사할수록 지방 중소도시에 잔존하려는 힘이 강하게 나타났
다. 반면, 농업·기능·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이 지방 중소도시로 들어오
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산 2분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지방 중소도시로의 유
입 확률이 높았으며,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에 해당할수록 지방 중소도시로의 유입 가능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유출인구, 유입인구, 지방 중소도시, 쇠퇴지역, 이항 로짓모델

Ⅰ. 서 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8년 약 5,194만명에 도달한 뒤, 2029년부터 감
소할 전망이다(통계청, 2019). 그러나 인구감소는 이미 일부 국토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2018년 기준 인구 20만명 미만 지방 중소도시의 약 70%가 최근 5년간 인구 감소를 경험하
였고, 이 지역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약 15년 정도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
환, 201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특히,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도 지역산업, 정주 여
건이 열악한 쇠퇴지역일 수록 인구감소 현상은 더욱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 인구 감소는 지역산업 침체, 정주여건 악화, 기초생활서비스 취약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인구 유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가 핵심 원인으로 밝혀
졌다. 민성희 외(2017)는 1975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는 인구 유출에 따른 결과임을 실증한 바 있다. 게다가 지방 중소도시의
- 22 -

지방 중소도시 유출·유입인구 특성 비교에 대한 연구

유출인구는 수도권 및 대도시권으로 집중되면서 국토 내 인구의 양적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
다(민성희 외, 201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 50%가 수
도권에 집중된 반면, 군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8%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통계청, 2018).
이러한 지방 중소도시 인구문제는 지역 간 인구 수 격차를 확대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지
방 중소도시 유출 인구와 유입 인구 간의 특성 차이는 지역 간 인구의 질적 격차를 증대시키
기 때문이다(최은영, 2004; 권오규·마강래, 2014; 최민정, 2015). 구체적으로 지방 중소도시
의 유출 인구는 젊고, 경제 및 학력수준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안정화된 수도권
및 대도시권으로의 이동성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권상철, 2003; 권오규·마강래, 2014;
김정환, 2018; 남형권·서원석, 2018). 반면, 지방 중소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는 유출 인구와
속성 차이를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지방 중소도시 유입인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귀농·귀
촌 계층은 대학교 졸업 이상, 50대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로 우리나라 가구 평균소득1)에 준하
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상진 외, 2015; 김정섭·이정해, 2017). 결국, 지
역의 유출·입 인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차이는 지역 구성원 변화를 야기하
고, 이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작
용할 수 있다(최은영, 2004; 최민정, 2015).
이처럼 지역 차원에서 유출·유입 인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련 연구들도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유출 인구 속성을 파악하고, 이들
의 이동 지역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강원도, 제주도, 충청도와 같은 특정지역
의 인구이동량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이동 패턴 및 특성을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임
동일, 2011, 이성용ㆍ하창현, 2014). 이 연구들은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인구 특성을 파악하
고, 지역 수준에서 유출·유입 인구이동 경향을 분석함으로서 국토 내 인구의 양적 격차 문제
를 직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 대부분이 지역의 유출 인구 특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유입 인구 특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인구 정책개발이 시급한
지방 중소도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유입 인구에 대한 논의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가
장 먼저 검토되어야할 기본 과제 중 하나이다(이외희, 2000; 채성주 외,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 인구와 유입 인구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1) 김정섭·이정해(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귀농·귀촌 가구의 귀농·귀촌 직전 소득은 4,574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2016년 가구 평균 소득은 5,010만원
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인 3,000~5,000만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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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유출·유입 흐름이 맞물리면서 지역 인구 구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지방 중소도시 유출·유입인구 관
련 선행연구 고찰을 진행하고, 3장에서는 이항 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활용하여
지방 중소도시 유출 및 유입 인구 특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 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유출·유입인구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유출·유입 인구 특성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어왔다. 첫째,
지역 수준에서 유출·유입 인구규모의 연령, 학력 수준, 직업 특성을 파악한 연구들이 있으며,
둘째, 개인 및 가구 특성이 개인의 이동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이상
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 유출·유입인구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개인
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지역 수준에서 유출·유입 인구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권상철(2003)은 제주도를 대상으
로 유출·유입 인구의 규모를 시기별로 분석하고, 이들의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종사상 지위, 직종을 파악하였다. 제주도 유출·유입 인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유출 인구는 유입 인구에 비해 평균 연령이 낮고,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높았으며, 유
출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로 유입되는 인구는 자영
업, 무급가족 노동자,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 뿐 만 아니라 부산,
전남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하는 정환영(2008)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났다. 충청남도의 유출 인구에 20·30대, 전문직·행정직 및 서비스업 종사자, 고등학교 이
상의 학력을 가진 계층의 비중이 높았고, 이들의 수도권 및 인근지역으로의 이동 경향이 두드
러졌다. 반대로 충청남도로 유입되는 인구는 저학력,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 및 단순
노무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인구이동이 충남지역 지역발전에는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공간적 범위를 충청권으로 확대한 홍성호 외(2010)는 2001년과 2008년 두 시점의 유출·
유입 인구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시점과 상관없이 충청권의 유출 인구는 수도권으로 편중
되어 있었고, 수도권으로의 전입 사유의 60% 이상이 직업 때문으로 밝혀졌다. 반대로 충청권
에서도 천안시로의 인구 유입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수도권에 직장을 두고 거주지는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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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으로 하는 생활권 형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채성주 외(2014)는 지역 쇠퇴 정도에 따라 인구이동 특성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아래, 낙후도 유형별로 충청북도 인구이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쇠퇴
지역에 해당될 수 록 20~30대 계층의 유입 비중이 낮았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전입비
중이 높았다. 또한, 쇠퇴지역일수록 7대 대도시로부터의 전입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 거주 중장년층의 귀촌과 귀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보여 진다.
이찬영·문제철(2016)은 2004년에서 2015년 동안 발생한 광주·전남지역의 인구이동 특성
을 분석한 결과, 인구 유출은 주로 20대에서 발생했으며, 행정구역별·기업규모별 취업자 비
중 변수로 대변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인구 유출의 핵심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지역에
는 40~50대의 유입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광주와 수도권에서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귀농·귀촌 인구유입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상의 연구들
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지역에 상관없이 유출·유입 인구의 평균 연령, 학력, 직업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공간적 범위를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한 본 연
구에서도 유출·유입 인구 특성 간에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로, 개인 수준에서 유출·유입인구 특성을 규명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통계
모형을 활용하여 개인 및 가구 특성이 개인의 이동여부에 미치는 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
성우(2001)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나타난 인구이동을 회귀이동과
계속이동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동 유형별 특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계속이동은 정주여
건, 소득 및 고용 기회가 높은 지역으로의 이동 성향이 높은 인구이동을 뜻하며, 주로 연령,
가구원수가 적고 월급생활자일수록 계속이동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회귀이동은 경제
적으로 침체된 지역 혹은 출생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구이동을 의미한다. 주로 무직자, 이
혼 및 사별 상태에 있을수록 회귀이동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진 이성우(2002)의 연구에서는 1990년과 1995년 센서스 테이터를 활용하여 가구 전
체가 이동하는 독립이동,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연계이동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결정요
인들을 분석하였다. 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고 30대 이상의 남성일수록 가구전체가 함께
이동하는 독립이동 성향을 보였다. 반면, 연령이 낮고, 혼인 및 가족 상태에 변화를 겪으며 상
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연계이동 특성을 나타
냈다. 또한, 독립이동과 연계이동 모두 자연환경의 쾌적성이 높은 농촌지역으로의 전입보다는
생활환경,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의 이동성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최근 연구인 남형권·서원석(2018)은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동일하게 지방 중소도
시를 대상으로 유출 인구 특성을 분석하였다. 핵심 분석 결과, 혼인상태·가구원 수의 변화가
발생할 때 쇠퇴도시에서 가구 유출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과 금융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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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고소득층과 기술직·사무직 계층의 수도권으로 집중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개인의
연령, 혼인·가구 상태 변화, 종사상 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는 지방 중소도시로의 유출·
유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지역 및 개인 수준에서 유출·유입 인구 특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
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유출 인구와 유입 인구 중 유출 인구 특성을 분
석하는데 치우쳐왔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 수준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 인구와 유입 인구 특성을 비
교하고자 한다.

Ⅲ. 지방 중소도시 유출·유입인구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1. 변수 구성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 유출·유입인구 특성을 비교 분석을 통해, 지자체 인구 정책 수립
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분석에서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인
구 50만 이하의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 인구 쇠퇴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인구 쇠퇴지역은 인구
성장의 변곡점을 지나 인구소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곳으로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정책
적 고려가 시급하기 때문이다(구형수 외, 2017). 편의 상 본문의 지방 중소도시는 지방 중소
도시의 인구 쇠퇴지역을 줄여서 표현함을 밝혀둔다.
구체적으로 인구 쇠퇴지역 선정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활용하였다. 첫째, 2015년 기준
과거 30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의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이거나,
둘째, 2017년 기준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선별하였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인구 쇠퇴지역으로 간주하였다2).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방 중소도시 중 인구 쇠퇴지역으로 총 91곳이 선별되었
다3). 강원도 18개 시군 중 춘천시와 원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인구 쇠퇴지역에 속했
다.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을,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보령시를 제외한 지역이 인구 쇠퇴지역으로 분류
2) 인구 쇠퇴지역 선별을 위해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 자료(2017년)를 활용하였
으며,「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을 적용함.
3) 남형권·서원석(2018)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쇠퇴도시 선별한 결과 유사하게 101곳이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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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군산시, 전주시, 완주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순천시,
광양시를 제외한 시군이 인구 쇠퇴지역에 포함되었다. 이어서 경상북도에서는 23개 시군 중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을 제외, 경상남도는 18개 시군 중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함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인구 쇠퇴지역으로 나타
났다. 즉, 지방 중소도시 내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에 해당되거나,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 쇠퇴지역에 해당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중소도시 유출·유입인구 특성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3차 조사
(2000년)부터 가장 최근 자료인 20차 조사(2017년)까지 총 18년 기간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유출·유입인구 수가 양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이동 인구에 대한 속
성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년간 자료를 누적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실증 분석은 크게 두 측면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지방 중소도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
동한 사람들 즉, 유출인구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둘째,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지방 중소도시
로 유입된 인구의 특성에 대해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t-1기에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였지만 t기에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험이 있으면 유출인구로 보았다. 반대로 t-1기에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
하지 않았지만 t기에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한 경험이 있으면, 유입인구로 가정하였다. 지방
중소도시 유출인구 특성 분석에 활용된 관측치는 총 6,628명이고, 지방 중소도시 유입인구
특성 분석에 활용된 관측치는 총 57,292명이다. 유출 인구 분석은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 경
험이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유입인구는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모든 개인을 대상으
로 하기 때문에 유출인구 분석에 비해 관측치 수가 많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유출·유입인구 영향요인들을 선정하였으며, 크게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변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거주 지역 특성 변수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인
구통계학적 특성 변수에 개인의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원수, 자녀 유무를 포함하였
다. 연령과 교육수준은 개인의 이동가능성 뿐만 아니라 고용기회 및 결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이다(이성우, 2001). 본 연구에서 연령은 개인의 만 나이 정보를,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하, 대학교 졸업이하, 대학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개인
의 혼인상태 변화와 가구원수의 변화 변수 역시 개인의 이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인
구통계학적 특성 변수에 포함하였다(이성우, 2002; 남형권·서원석, 2018).
다음으로 사회경제학적 특성 변수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과 자산수준은 개
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이동성이 높아지는 경향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각각 1·2·3분위로 구분4)하여 유출·유입 인구에 미치
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개인의 직업과 종사상의 지위 역시 사회경제학적 특성 변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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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직업은 개인의 이동 범위와 직결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취업기회가 전국적인 노동시장에 열려
있는 반면, 단순노무직 종사자일수록 취업기회는 특정지역의 노동시장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
음을 지적한 바 있다(이성우, 2001).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직종을 관리직, 전문
직·사무직, 서비스직·판매직, 농업·기능·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단순노무직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마찬가지로 상용직, 일용직과 같은 종사상 지위는 개인의 고용 상태와
연계되어 있으며, 종사상의 지위가 불안정할수록 개인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
미화, 2013; 남형권·서원석, 2018). 본 연구에서는 종사상의 지위를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 노동자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거주 특성 변수로 주택점유형태 변수를 포함하였다. 대체로 주택점유형태가
자가 소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은영·조대헌, 2005). 또
한, 유출 인구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입 인구 분석에는 이동 전 거주지를 변수로 고려
해주었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로 유입되는 인구의 전출지역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은 <표 1>에 정리되어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된 인구
특성에 대한 분석은 ModelⅠ, 지방 중소도시 유입 인구 분석은 ModelⅡ로 표시하였다.
ModelⅠ의 관측치인 총 6,628명은 지방중소도시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 중
209명이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 중소도
시에서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동한 209명은 1로 코딩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0으로 코
딩하여 ModelⅠ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1> 분석 사용변수와 기초통계
구분
종속변수

독립
변수

인구
통계적
특성

코딩

평균

가구원 수 변화

이동: 1, 비이동: 0
이동: 1, 비이동: 0
남성: 1, 여성: 0
연속형 변수
고등학교 졸업 이하(참조변수)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변화있음: 1, 변화없음: 0

ModelⅠ
0.03
0.82
36.59
0.34
0.58
0.08
0.22

ModelⅡ
0.004
0.82
39.82
0.47
0.45
0.08
0.21

혼인상태 변화

변화있음: 1, 변화없음: 0

0.11

0.08

유출
유입
성별
연령
교육수준

4) 소득과 자산 변수는 남형권·서원석(2018)연구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와 재산세 과세표준을 참고하여
1·2·3분위로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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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코딩
가구원 수
혼인상태
자녀유무
종사상 지위

사회
경제적
특성

직종

소득수준

자산수준

거주
특성

연도(더미)

점유형태
이동 전
거주지

연속형 변수
연속형 변수
있음: 1, 없음: 0
상용직(참조변수)
임시직·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 노동자
관리자 및 전문가
기술 및 준전문가, 사무직종사자(참조변수)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타 종사자
1분위(참조변수)
2분위
3분위
1분위(참조변수)
2분위
3분위
자가: 1, 기타: 0
인구 쇠퇴지역: 1,
인구 비쇠퇴지역: 0
2000~2001(참조변수)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관측수

평균
ModelⅠ
2.50
0.57
0.44
0.66
0.14
0.20
0.18
0.32
0.17
0.33

ModelⅡ
2.36
0.58
0.36
0.61
0.17
0.21
0.15
0.23
0.12
0.51

4036.88

3912.02

4708.43

4028.20

0.24

0.25

-

0.22

0.03
0.03
0.05
0.05
0.09
0.06
0.04
0.07
0.04
0.06
0.06
0.05
0.08
0.03
0.10
0.07
0.10
209(6,628)

0.02
0.05
0.04
0.04
0.07
0.06
0.03
0.06
0.05
0.08
0.08
0.06
0.12
0.03
0.09
0.07
0.08
196(57,292)

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기타 종사자에는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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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Ⅱ의 관측치인 총 57,292명은 거주지를 이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 중 196명이 지방 중소도시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지를 이동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한 사람은 1로, 지방 중소도시 외의 지역
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0으로 코딩하여 ModelⅡ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기초통계분석에서 확인되는 지방 중소도시 유출·유입인구 특성 차이는 다음과 같다. 유출
인구의 평균 연령은 약 37세인 반면, 유입인구 평균 연령은 약 40세로, 기존 연구와 동일하
게 유출 인구 보다 유입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았다. 또한 유입인구 비해 유출인구에서 고등
교육을 이수자 비율이 약 13%, 정규직 비율이 약 5%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및 자산 수
준도 유출인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출인구와 유입인구 간 직업 특성 차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중소도시 유입인구의 51%가 단순 노무직 종사자인 반면, 유출인구에
서는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비율이 32%, 단순 노무 직종 비율 33%로 상대적으로
유입인구에 비해 직종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중소도시 유출·유입인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짓모형을 적용
하였다. 이항 로짓모형은 종속변수가 1과 0 이항일 때 사용되며, 이항 변수는 통계학적으로
배반사건이고 확률적 선택 하에 놓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ModelⅠ과 ModelⅡ
의 종속변수는 이동 할 경우와 이동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선택 범주가 있기 때문에 이항 로
짓모형을 활용하기 적합하다. 이항 로짓모형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위 식에서   은 관찰 불가능한 잠재변수이다.   을 이항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0으로 보
고,   가 0보다 클 경우 관찰 가능한 응답변수    로 표현한다(이성우 외, 2005).





   if 
 

한편, 지방 중소도시 유입인구 특성 분석에 이항 로짓모형을 적용하려면 사전에 검증되어
야할 부분이 있다. 한 개인이 지방 중소도시로 거주지를 이동하는데 크게 두 가지 선택 과정
을 거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동 여부를 놓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면, 두 번째, 이동 지
역을 선택하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 2차 이상의 선택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모형을
일변량 이항선택모형으로 추정할 경우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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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다(정의철·권혜진, 2006; 문근식·이현석, 2016). 따라서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동 선택과
지역 선택 과정을 고려한 이변량 프로빗모형(bivariate 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on)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지방 중소도시의 유입인구 분석을 위해 이변량 프로빗모형 적용을 고려하
였으나, 이변량 프로빗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값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지방 중소도시
유입인구 분석에 있어서 이동선택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항 로짓모형으로 지역선택 모형
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항 로짓모형을 활용
하여 지방 중소도시 유출·유입 인구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2. 지방 중소도시 유출·유입인구 특성 분석 결과
1) 지방 중소도시 유출인구 특성에 대한 실증 분석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된 인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항 로짓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각 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해당 종속 변수를 선택할 확률을 의미하는
승산비(Odds Ratio)를 기준으로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김리영·양광식, 2013).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가 지방 중소도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연령이 적을수록,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에 비해 전문대 및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일수록 지방 중소도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확률이
높았다. 반면, 개인의 성별과 자녀 유무 변수는 타 지역으로의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원 수와 혼인상태 변수도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가구원 수와 혼
인상태의 변화가 생겼을 때 지방 중소도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혼인상태가 변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혼인상태의 변화가 발생한 사람일수록 지방
중소도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할 확률이 2.8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정의한 혼인상태 변화는 미혼에서 기혼으로의 변화, 기혼에서 이혼으로의 변화 등을 모두 포
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 변화 변수 역시 가구원 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경우 모
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혼인상태 변화와 가구원 수 변화를 유형화하여 이
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타 지역으로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소득과 자산 변수로 대변되는 개인의 경제 수준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종사상의 지위 변수 역시 통계적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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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다. 그러나 개인의 직업 특성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문직·사무직에 종사자에 비해 농업·기능·장치기
계조작 및 조립직·단순노무직에 종사할수록 지방 중소도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으려
는 확률이 0.67배 높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직종 종사자들이 지
방 중소도시에 잔존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주택점유형태가 자
가 소유에 해당할 수록 타 지역으로 이동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중소도시 내에
서도 주거 안정화가 이루어진 사람일수록 이동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짐작케 한다.
<표 2> 쇠퇴 지방 중소도시 유출인구 특성분석(ModelⅠ)
Coef.

Odds Ratio

0.48
0.02
-0.07
0.58
0.47
0.43
1.05
-0.12
-0.11

1.02
0.93
1.78
1.60
1.54
2.86
0.89
0.89

Wald
Chi-Square
0.59
0.01
55.10
8.17
1.72
3.31
8.32
1.03
0.20

자녀유무

0.07

1.07

0.07

0.79

2분위
3분위
2분위
자산
수준
3분위
임시직·일용직
종사상
자영업, 무급가족
지위
노동자
관리자 및 전문가
서비스종사자,
직종
판매종사자
기타 종사자
점유형태
이동 전 거주지
AIC
SC
-2 Log L

-0.26
-0.39
-0.29
0.53
0.22

0.77
0.68
0.75
1.69
1.25

1.22
1.01
1.17
1.80
0.86

0.27
0.31
0.28
0.18
0.35

-0.03

0.97

0.02

0.88

0.18

1.19

0.46

0.50

-0.03

0.97

0.01

0.92

-0.40
-0.86

0.67
0.42

3.55
20.78

0.06
<.0001

Variables

인구
통계적
특성

Intercept
성별
연령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교육
수준
대학원 졸업
가구원 수 변화
혼인상태 변화
가구원 수
혼인상태
소득
수준

사회
경제적
특성

거주
특성

1858.25
1865.05
1856.25

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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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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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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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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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유출 인구 특성 분석을 요약하면 젊고,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며, 가구원
수 및 혼인상태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지방 중소도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농업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주택이 있는 사람일수록 지방 중소
도시에서 남으려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타 지역으로 떠나
는 사람들과 남아 있으려는 사람들 특성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2) 지방 중소도시 유입인구 특성에 대한 실증 분석
지방 중소도시 유입인구에 대한 실증분석(ModelⅡ)은 전국에서 주거지를 이동한 사람들
중, 지방 중소도시로의 이동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방 중소도시 유
출 인구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적을수록 지방 중소도시로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기존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인구이동을 통한 기대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령
대가 낮을수록 이동성이 활발하게 나타남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ModelⅠ과 동일하게 성
별, 혼인상태, 자녀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반면, 가구 수가 많을수록 지방 중
소도시로의 이동 가능성이 낮았고, 가구원 수의 변화가 있을 때 지방 중소도시로의 유입을 촉
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수와 가구원 수 변수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로의 유입은 가구
가 축소되었을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력 수준 변수는 ModelⅠ의 분석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Model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전문대·대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지
방 중소도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성향이 강했다. 반면, ModelⅡ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지방 중소도시로의
이동 확률이 1.9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유입 인구의 학력 수
준은 귀농·귀촌 인구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귀농·귀촌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존 농업인들의
학력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약 65%에 육박하는 반면, 귀농·귀촌인들의 학력 수
준은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이상이 비중이 53% 이상 차지하고 있어 귀농·귀촌 인구들이 농
촌의 혁신인재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마상진, 2016). 또한, 지방
중소도시 유입인구의 일부는 공공기관의 이전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특성변수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이다. ModelⅠ에서는 소득과 자산
수준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ModelⅡ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에 해당할수록 지방 중소도시로의
유입 가능성이 0.45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자산 1분위에 비해 2분위에 해당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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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방 중소도시로의 유입 가능성이 1.6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정적인 소득원
이 확보된 사람일수록 지방 중소도시로의 이동 경향이 낮았으며, 6천만원에서 3억 미만의 금
융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표 3> 쇠퇴 지방 중소도시 유입인구 특성분석(Model II)

인구
통계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

Variables

Coef.

Odds Ratio

Wald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3.99

-

36.95

<.0001

성별

0.09

1.09

0.17

0.68

연령

-0.04

0.96

22.61

<.0001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0.25

1.28

1.68

0.20

대학원 졸업

0.68

1.97

4.04

0.04

가구원 수 변화

0.63

1.88

8.69

0.003

혼인상태 변화

0.32

1.37

0.88

0.35

가구원 수

-0.35

0.70

9.08

0.003

혼인상태

0.13

1.14

0.26

0.61

자녀유무

0.05

1.05

0.03

0.85

교육
수준

소득
수준

2분위

-0.18

0.84

0.64

0.42

3분위

-0.79

0.45

4.14

0.04

자산
수준

2분위

0.53

1.69

6.28

0.01

3분위

-0.26

0.77

0.26

0.61

임시직·일용직

0.15

1.17

0.51

0.48

자영업, 무급가족
노동자

0.04

1.04

0.04

0.84

관리자 및 전문가

0.10

1.11

0.16

0.69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0.12

0.89

0.19

0.66

기타 종사자

0.46

1.59

4.86

0.03

점유형태

-0.93

0.40

24.41

<.0001

이동 전 거주지

0.95

2.58

28.46

<.0001

종사상
지위

직종

거주
특성

AIC

2619.03

SC

2627.98

-2 Log L

2617.03

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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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Ⅰ와 ModelⅡ간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직업 변수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ModelⅠ에
서는 전문직, 사무직 종사에 비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
사자에 해당할수록 지방 중소도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 확률이 낮았다. 반면, ModelⅡ에서
는 전문직, 사무직 종사에 비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
자에 해당할수록 지방 중소도시로의 이동할 확률이 1.59배 높았다.
마지막으로 거주 특성인 주택점유형태와 이전 거주 지역 변수는 지방 중소도시로의 이동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자가 소유자에 해당될수록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할 확률이 낮았
다. 반면, 개인의 이동 전 거주지가 지방 중소도시에 해당할 때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할 확률
이 무려 2.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에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비슷
한 거주 환경을 가진 지방 중소도시로의 이동을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유출인구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유입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활발하며, 고학력자일수록 지방 중소도시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지방 중소도시로의 이동 확률이 낮은 반면, 자산규모 2분위 수준에
해당한 사람들의 지방 중소도시 이동 확률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창출
이 낮은 직종 종사자들이 지방 중소도시의 이동을 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요약 및 결론
최근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
시에서 자연적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구유입을 통한 사회적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의 유출 인구와 유입 인구 특성을 인구
통계학적, 사회경제적, 거주 특성 측면에서 규명하였으며,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인구 정책 수립 시 가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지방 중소도시에 타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분석
(ModelⅠ)과 지방 중소도시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들에 대한 분석(ModelⅡ)으로 구성되어
있다. ModelⅠ과 ModelⅡ의 주요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수준 변수에
서 중소도시 유출인구와 유입인구 간의 차이점을 확인되었는데, 중소도시 유출인구는 고등학
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대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유출
경향이 뚜렷한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석사·박사 수준의 학
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지방 중소도시로의 유입 확률이 약 2배 높았다. 또한, 유출·유입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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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연령이 적을수록 이동 가능성이 높았으나, 중소도시에서 유출되는 인구에 비해 중소도
시로 유입되는 인구의 평균 연령이 3~4세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에서 소득과 자산 변수는 중소도시 유입인구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났다.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에 해당할수록 지방 중소도시로의 유입 가능성
이 낮은 반면, 자산 규모가 평균 수준에 해당될수록 지방 중소도시로의 유입 확률이 높았다.
개인의 직업 특성 변수는 지방 중소도시 유출인구와 유입인구 간에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전
문직·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농업·기능·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단순노무직에 종사할수록 지
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전문직·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농업·기능·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단순노무직 종사할수록 지방 중소도시로 유입 가능
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지방 중소도시로 농업·기능·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단순노무직 종
사자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상의 실증 분석 결과는 지방 중소도시 인구 구성원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한다. 먼저, 지
방 중소도시로 고학력에 일정 규모의 자산을 가진 40대 계층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
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최근 유입된 인구들의 정착 목적을 조사해나갈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의 뜻을 품고 지방 중소도시에 정착한 사람과 대도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도피로서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을 선택한 사람들 간에는 정책적 지원 범위와 형태에서부터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점진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직종 종사자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지방 도시로 올수록 소위 좋은 일자리라고 명명되는 고임금의 지
식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양질의 일자리의 약 88%가 수도
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산업연구원, 2013).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의 일자리 정
책은 저임금·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과 지역 자원(e.g.
농업자원)과 연계한 일자리 수 확대를 동시에 펼쳐나갈 필요가 있겠다(김정섭 외, 2016).

<참고문헌>
∙ 구형수·김태환·이승욱,「지방 인구절벽 시대의 ‘축소도시’ 문제, 도시 다이어트로 극복하
자」, 국토연구원, 2017.
∙ 권상철, “인구이동과 인적자원 유출: 제주지역 유출 유입인구의 속성 비교”,「한국도시지리
학회지」, 제6권 제2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03.

- 36 -

지방 중소도시 유출·유입인구 특성 비교에 대한 연구

∙ 권오규·마강래, “변이할당모형을 이용한 수도권 인구 유출입 분석”.「국토계획」, 제49권 제
8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 김리영·양광식,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
발학회지」, 제25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3.
∙ 김영수,「지역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산업연구원, 2013.
∙ 김정섭·이정해,「최근 귀농· 귀촌 실태와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김정섭·엄진영·유찬희,「일자리 없는 농촌, 할 일 많은 농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 김정환,「지방중소도시 인구감소 현상과 고용 여건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8.
∙ 남형권·서원석, “지방 중소 쇠퇴도시의 유출가구 특성 분석”.「국토계획」, 제53권 제4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
∙ 마상진·박대식·박시현·최용욱·남기천·남승희·최윤지, “귀농 · 귀촌 시기별 귀농 · 귀촌 과
정 및 경제 · 지역사회활동 실태 변화 분석”,「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7권 제2호,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15.
∙ 마상진,「귀농·귀촌, 무엇을 어려워하는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 문근식·이현석, “표본선택이변량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지역내외 주거이동특성분석”.「주거
환경」, 제14권 제2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16.
∙ 민성희·변필성·김선희·이순자·황명화·차은혜·김용민·이철호,「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국토연구원, 2017.
∙ 김영수,「지역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산업연구원, 2013.
∙ 이성용·하창현, “제주지역의 인구이동과 지역구조변화 분석”,「국토계획」, 제49권 제2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 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로짓․ 프라빗 모형 응용」, 박영사, 2005.
∙ 이성우,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3권 제3호, 한국
지역개발학회, 2001.
∙ 이성우,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 독립이동과 연계이동” .「지역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지역학회, 2002.
∙ 이외희, “경기도의 인구이동요인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제35권 3호,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2000.
∙ 이찬영·문제철, “광주· 전남 지역의 연령별· 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산업경
제연구」, 제29권 제6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 임동일, “강원도 3대 도시의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
1호, 한국콘텐츠학회, 2011.
- 37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2號(通卷 第52號)

∙ 임미화,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구주 연령별 주거이동발생 요인”, 부동산연구, 제23권 2호,
2013.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상생발전
토론회｣, 2018.
∙ 정의철·권혜진, “도시가구의 주택자금대출 상환방식 선택에 관한 실증 연구”, 국토계획, 제
41권 5호, 2006.
∙ 정환영, “충청남도 유, 출입 인구의 속성비교”.「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
도시지리학회, 2008.
∙ 채성주·배민기·백기영, “지역 낙후도 유형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과 이동 요인”.「국토연구」,
통권 제81권, 국토연구원, 2014.
∙ 최민정, “인구정책의 지방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 최은영·조대헌, “서울 강남구의 경제적 장벽과 인구이동 특성”.「서울도시연구」, 제6권 제4
호, 서울연구원, 2005.
∙ 최은영, “선택적 인구이동과 공간적 불평등의 심화: 수도권을 중심으로”,「한국도시지리학
회지」, 제7권 제2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04.
∙ 통계청,「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7.
∙ 통계청,「2017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2018.
∙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보도자료, 2019.
∙ 홍성호·이진희·채성주·이만형, “충청권과 비충청권 사이 인구이동의 특성 분석-기초자치
단체 간 이동을 중심으로”,「한국비교정부학보」, 제14권 제2호, 한국비교정부학회, 2010.

<투고(접수)일자 2019.04.08. 심사(수정)일자 2019.04.09. 게재확정일자 2019.06.25.>

- 38 -

서울 국가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가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이장우* · 민규식**

A Study on the Price Determinants of Knowledge
Industry Center in Seoul National Industrial Complex
Lee, Jang Woo · Min, Gyu Sik
5)6)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Ⅲ. 분석방법
1. 대상지의 선정 및 현황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지식산업센터의 개념 및 특성
2. 지식산업센터의 가격결정 요인
3. 선행연구 고찰

Ⅳ. 실증분석
1. 상관분석
2. 헤도닉 가격함수의 추정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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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인하여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운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률과, 이에 따른 수요 및 거래량이 크게 증가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투자자의 관심
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정보는 미비한 현실이다. 기존 선행연구는 서울지역 오피스시장
의 임대료, 공실률, 수익률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여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도시문화
를 갖춘 서울특별시의 대표적인 디지털 관련 IT업무시설인 서울 국가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
터 매매가격이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였다. 종속변수와 11개의 독립변수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예측하였으며, 다중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헤도닉 가
격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로 건물 연면적이 크고,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매매층수가
고층의 경우, 건설회사 지명도의 순으로 매매가격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매매면적
이 크고,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매매가격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매매단지, 도로조건, 버스정류장 여부는 매매가격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지식산업센터, ㎡당 매매가격, 서울 국가산업단지, 구로공단, 지밸리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초기의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의 공장입지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제조업 공장의 부지감소
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9년 최초의 지식산업센터가 인천시 주안부근에 건립되었고, 이후 많
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발전하였다. 지식산업센터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정부
가 「벤처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하면서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
다. 2010년 4월에는 정보통신, IT산업 등 지식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아파
트형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특히 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가산동 일대의 노후화된 공장밀집 지역들이 다양한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단지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수요층의 요구에 따
1)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지식산업센터 관리 개선방안, 2018년 9월 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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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급화 되어가면서 지식산업센터가 기존 오피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업무 공간으로 발전하
게 되었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인하여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규제
가 점차 강화되면서,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운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률과, 이에 따른 수요 및 거래량이 크게 증가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투자자
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관련정보는 미비한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다양한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기존의 제조업 공장 중심
에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단지로 변화하고, 새로운 도시문화를 갖춘 서울특별시의 대표적인
디지털 관련 IT업무시설인 서울 국가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이 어떠한 요인에 영
향을 받는지를 연구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정하였다.
첫째,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금천구 일대에 위치한 서울 국가산업단지 내
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2009년 1월에서 2018년 12월까지의 120개월 동안에 서울 국가산
업단지에서 거래된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
는 매매가격과 현지 중개업소의 매매가를 조사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셋째,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은 물리적 특성, 개별적 특성, 지역적 특성으로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총 11개의 특성변수들을 선정하였고, 변수선정은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재구성 하
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관련이론고찰 및 선행연구고찰 등 문헌고찰과 통계적 분석을 통하
여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연구로 이루어졌다.
첫째, 지식산업센터의 가격결정요인과 헤도닉가격기법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연구 분석
의 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서울 국가산업단지의 개요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서울 국가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제곱미터(㎡)당 매매가격을 종속변수로 선정
하여 헤도닉가격기법을 이용하여 서울 국가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가격결정요인을 통계
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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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지식산업센터의 개념 및 특성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동일건축물
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
는 다층형 집합 건출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이며, 동법 시
행령 제4조의6에서 그 요건으로 ①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②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사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③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
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식산업세터는 기존의 아파트형공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던 것을 2010년 4월 한국산업
단지공단에서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화, 지원서비스의 제공, 산업단지 업종 고도화
등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게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던 시
기에는 단순 제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가 주로 공급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 첨단 지식기
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오피스 형태의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었다.2)
지식산업센터는 외관상 일반 오피스와 유사하나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사업체
만이 입주가 허용되어 업종이 제한되고, 풍부한 인적자원, 관련시설들의 집적효과 등에서 차
이가 있다. 이외에도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등의 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의 실수요자
들과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2. 지식산업센터의 가격결정 요인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크게 물리적 특성, 개
별적 특성, 지역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재구성 하였다.
물리적 특성으로 서울 국가산업단지는 크게 1단지, 2단지, 3단지로 구분하게 되며, 1단지
는 IT등 지식기반 산업중심이며, 2단지는 패션 아울렛 중심의 도·소매업 중심이고, 3단지 북
측은 IT등 지식기반 산업, 남측은 기존 제조업 기반이 유지되어 있다.3) 매매면적의 경우 사용
용도 및 용도에 따른 적정 면적에 따라 가격이 높아지게 되며, 매매층수의 경우 고층부에 위
치할수록 업무환경의 쾌적성 등으로 인한 요인으로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허성민, “지식산업센터의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디지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6. pp.6~8.
3)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경제정책과 G밸리종합발전계획, 2018년 12월 1일 방문.

- 42 -

서울 국가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가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개별적 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건물 연면적이 클수록 건물 인지도와 인식이 높아지게 되
어 가격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으며, 경과년수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건물 노후화
가 되어 가격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건설회사 지명도는 인지도·선호도·신뢰도에 따라 매매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지역적 특성으로는 대형 쇼핑몰은 그 지역의 상주인원 이외에 유동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며, 그 지역의 인지도나 주변 인프라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동인구는 그 지역의
주거지 가구수, 상주인원, 방문객, 자연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도로조
건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지조건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큰 대로변에 있는 입지는 인지
도나 접근성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면도로에 위치한 입지는 인지도나 도보
및 차량으로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버스는 지하철보다 수송량이 작
으나, 좀더 근접하고 세분화되어 접근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다양한 버스노선은
주변지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
한 업무활동 및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세권을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으로부터의 거리이다. 역세권이 미치는 명확한 범위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보통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선행연구 고찰
국내에서 진행된 부동산의 가격결정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한 연구
가 대부분이며, 지식산업센터의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기준4)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분양된 서울시에 위치한 28개의 지식산업센터를 대
상으로 지역특성(구로, 강서, 성동, 금천), 입지특성(지하철역 거리, 버스정류장 거리, 코너입
지), 건축계획특성(연면적, 지원시설 비율, 코어유형, 녹지연계개발, 엘리베이터수, 코어유형),
호별특성(입지층, 발코니 접면수, 엘리베이터와 거리, 계약면적), 시점특성(분양연도)이 분양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경림5)은 지식산업센터의 선택결정요인에 대하여 입지특
성, 건물특성, 물리적서비스, 경제특성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임필재6)는
교차로 인접여부, 용도지역, 권역더미 등의 공간종속성을 고려한 지식산업센터의 가격결정요
4) 김기준·김형근·정택수·신종칠, “지식산업센터의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7, pp.71~85.
5) 유경림, "지식산업센터 선택결정요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부
동산대학원, 2018, pp.96~99.
6) 임필재, "공간종속성을 고려한 지식산업센터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일
반대학원, 2013,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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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배성완·유정석7)은 지식산업센터의 가격변수를 종속변수로 하
며, 횡단면변수와 시계열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상준·이상경8)은 지식
산업센터의 가격 및 임대료를 종속변수로 하고, 입지특성, 구조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김주영·신기동9)은 수도권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정택수10)는 2005년 이후 개발된 지식산업센터 33개를 선정
하여 세부적인 건축계획(시공사, 연면적, 인접개별여부, 코어유형, 지원시설비율, 엘리베이터
수)와 호별특성(입지층,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복도유형, 계약면적, 발코니 접면수)을 중심으
로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유상준11)은 헤도닉모형을 이용하여 임대가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입지특성(서울 도심과의 거리, 지하철 거리, 서울과 경기도
구분)과 구조특성(건축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승강기수, 층수)를 사용하였다. 김대봉12)은 구
로구·금천구, 성동구·송파구, 강서구·영등포구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물리적서비
스(전시시설, 보육시설, 회의실 및 접견실)와 주변 환경특성(공원, 호텔)에 대한 선호도를 다
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김형근13)은 중소형빌딩과 매장용빌딩을 대상으로 헤도닉 모형을 통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고, 대지특성(용도지역, 대지면적), 건물특성(용적률, 건폐율, 승강기 및 주차대수, 경과년
도), 입지특성(지하철과의 거리, 권역, 각지여부), 시간특성(거래연도 더미변수)의 변수를 사용
하였다.
본 연구는 헤도닉가격함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위 연구들과 유사하지만, 지식산업센터의
㎡당 매매가격을 종속변수로,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특성, 개별적 특성, 지
역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서울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의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한
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7) 배성완·유정석,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가격결정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 제29권 제1
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6, pp.123~124.
8) 유상준·이상경, "지식산업센터 가격 및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입지 및 구조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국
토계획학회지」, 제46권 제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 pp.202.
9) 김주영·신기동, “지식산업센터 이전기업의 성장효과와 결정요인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6권
제3호, 대한부동산학회, 2018, pp.291~292.
10) 정택수, “지식산업센터의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축계획과 호별특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
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2015, pp.63~66.
11) 유상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도시계확학과,
2011, pp.82~84.
12) 김대봉, “지식산업센터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물리적서비스와 환경특성을 중심으로”, 박사학
위논문,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2015, pp.79~82.
13) 김형근, “소형 오피스 및 매장용 빌딩의 매매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2013,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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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방법
1. 대상지의 선정 및 현황
서울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인 온수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
털산업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964년부터 원래 논밭이 있던 서
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 일대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로, 옛날에는 “구로공단”으로 불리던
지역 이였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옛날에 있던 공장들은 대부분 지방이나 개발도상국 등
지로 이전하였고, 지금은 주로 디지털 관련 IT기업이나 벤처기업 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밸리(G-Valley)”로 불린다.
<표 1> 서울 국가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면적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단지

450,988

319,692

63,869

67,427

-

2단지

387,961

269,971

54,259

63,731

-

3단지

1,086,378

857,797

71,357

157,224

-

계

1,925,327
(100%)

1,447,460
(75.2%)

189,485
(9.8%)

288,382
(15.2%)

-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보고서, 2018년 3분기 기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 일대에 총면적 1,922천㎡에 조성된
단지로, 디지털 1단지, 2단지, 3단지의 3개단지로 구분되며, 산업시설구역 1,447천㎡, 지원
시설구역189천㎡, 공공시설구역 288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한 산업시
설구역은 총면적의 75.2%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지식산업센터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한 2009년 1월에서
2018년 12월까지의 120개월간 공개자료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자료를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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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선정 및 출처
변수

변수의 내용

단위

매매가격

매매가/계약면적
(출처: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만원

매매면적

매매면적
(출처: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

매매단지

1단지,2단지,3단지
(출처: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단지

매매층수

10층이상(1),기타(0)
(출처: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dummy

건물연면적

66,000㎡이상(1),기타(0)
(행정안전부 건축물대장)

dummy

경과년수

"당해년도-준공년도"1년이내(1),기타(0)
(출처: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dummy

건설회사지명도

시공능력순위20위이내(1),기타(0)
(대한건설협회)

dummy

대형쇼핑몰

대형쇼핑몰500m이내(1),기타(0)
(직접조사)

dummy

유동인구

출퇴근시간 시간당통행량3,000명이상(1),기타(0)
(직접조사)

dummy

도로조건

"8m미만"=1,"12m미만"=2,
"25m미만"=3,"25m이상"=4
(출처: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도로넓이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까지도보3분이내(1),기타(0)
(직접조사)

dummy

역세권

지하철까지도보10분이내(1),기타(0)
(직접조사)

dummy

물리적 특성

개별적 특성

지역적 특성

1) 분석자료
(1) 표본의 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서울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모든 지식산업센터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가격이 결정되
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의 주관에 의하여 그 가격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부동산에 대한 정
확한 가격조사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
소화하고 자료의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공인중개사
의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자료를 추출하여 총 398개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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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선정
잠재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가격 차이를 유발시키는 속성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각각
의 지식산업센터는 매매면적, 매매단지, 매매층수의 물리적 요인과 건물연면적, 경과년수, 건
설회사 지명도의 개별적 요인 및 대형쇼핑몰, 유동인구, 도로조건, 버스정류장, 역세권의 지
역적 요인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요인인 속성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할
경우 매수자가 구매하는 것은 이와 같은 속성들의 묶음이며, 매수자는 이들 속성에 대한 선호
도를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3) 분석 지식산업센터의 가격
본 연구의 분석에 있어서 매매가격 총액은 규모의 요인이 가격의 대부분을 설명하기 때문
에 다른 특성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매가격 총액 대신 이를 평준
화한 ㎡당 매매가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당 매매가격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면 매매가
격이 표준화되어 지식산업센터의 면적과 관계없이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지식산업센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물리적 특성, 개별적 특성, 지역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물리적 특성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공개된 자료 중 연구대상지역의 지식산
업센터를 선별하여, 매매면적, 매매단지, 매매층수를 물리적 특성의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개별적 특성 중 건물연면적에 대한 변수는 연면적 66,000㎡ 이상과 기타로 구분하였다.
건물연면적이 클수록 건물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여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경
과년수에 대한 변수는 “당해년도-준공년도”가 1년 이내와 기타로 구분하였고, 새건물 일수록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건설회사 지명도는 시공능력 순위 20위 이내와 기타로 구
분하였고, 시공능력 순위에 따른 지명도가 높아짐으로서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3> 2018년 시공능력 순위
순위

건설회사

순위

건설회사

순위

건설회사

순위

건설회사

1

삼성물산(주)

6

현대엔지니어링(주)

11

(주)한화건설

16

(주)호반건설

2

현대건설(주)

7

(주)포스코건설

12

(주)반도건설

17

두산건설(주)

3

대림산업(주)

8

롯데건설(주)

13

(주)호반건설주택

18

계룡건설산업(주)

4

(주)대우건설

9

에스케이건설(주)

14

(주)태영건설

19

(주)한라

5

지에스건설(주)

10

현대산업개발(주)

15

한신공영(주)

20

코오롱글로벌(주)

자료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2018년 12월 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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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중 대형쇼핑몰의 변수는 대형쇼핑몰이 500m이내와 기타로 구분하였고, 유동
인구는 출퇴근 시간당 통행량이 3,000명 이상과 기타로 구분하였다. 도로조건은 8m 미만,
12m미만, 25m미만, 25m이상으로 구분하였고, 버스정류장은 버스정류장까지 도보 3분 이내
와 기타, 역세권은 도보 10분 이내와 기타로 구분하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의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써 앞에서 변수로 선정한 종속변수인 매매가격과 독립변수와의 상관분석을 통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어떠한 변수가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헤도닉 가격함수
를 통하여 서울 국가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
하여 선형함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추정의 목적이 설명력인 R제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각 변수들이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유의수준과 관계없이 독립변
수를 일시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상관분석
1) 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헤도닉 가격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지식산업센터의 매매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11가지의 지식산업센터 가격결정요인을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기초통계량
은 <표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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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매매가격

최소값

최대값

중위수

평균

117.97 874.64 374.88 375.97

범위

왜도

첨도

개체수

76.20

756.67

1.94

12.70

398

61.45

510.89

3.41

16.86

398

매매면적

8.43

매매단지

1

3

3

2.70

0.70

2

-1.94

1.92

398

매매층수

0

1

1

0.78

0.42

1

-1.35

-0.18

398

건물연면적

0

1

1

0.77

0.42

1

-1.28

-0.36

398

개별적 경과년수
특성 건설회사지
명도

0

1

1

0.52

0.50

1

-0.07

-2.01

398

0

1

0

0.02

0.15

1

6.45

39.76

398

대형쇼핑몰

0

1

0

0.03

0.18

1

5.28

25.99

398

유동인구

0

1

0

0.25

0.44

1

1.14

-0.71

398

도로조건

1

4

3

3.00

0.39

3

-0.24

5.20

398

버스정류장

0

1

1

0.90

0.30

1

-2.62

4.90

398

역세권

0

1

0

0.08

0.26

1

3.23

8.47

398

물리적
특성

지역적
특성

519.32 112.03 119.13

표준편차

2)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
한 것으로 종속변수인 매매가격과 11개 독립변수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변수간의 관
계를 예측해 본다.
<표 5> 물리적 특성과의 상관분석
매매가격

매매면적

매매단지

매매가격

1

매매면적

-.071

1

매매단지

-.077

-.170**

1

매매층수

.168**

-.164**

.673**

매매층수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표 5>는 종속변수인 매매가격과 물리적 특성의 독립변수간 상관분석 결과로써, 매매층수
의 변수만 유의하며, 매매면적과 매매단지는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매층수는 0.168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매매층수가 10층 이상일 경
우 매매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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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별적 특성과의 상관분석
매매가격

면적규모

경과년수

매매가격

1

면적규모

.405**

1

경과년수

-.106*

.473**

1

건설회사지명도

.280**

-.077

-.124*

건설회사지명도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양측).

<표 6>은 종속변수인 매매가격과 개별적 특성의 독립변수간 상관분석 결과로써, 면적규
모, 경과년수, 건설회사 지명도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대상 지식산
업센터의 건물연면적이 크고 건설회사 지명도가 있을수록 매매가격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며, 경과년수가 오래된 건물은 매매가격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지역적 특성과의 상관분석
매매가격

대형쇼핑몰

유동인구

도로조건

버스정류장

매매가격

1

대형쇼핑몰

-0.086

1

유동인구

.181**

.185**

1

도로조건

.112*

-0.038

.146**

1

버스정류장

.154**

0.062

.103*

.195**

1

역세권

.621**

.162**

.424**

0.048

0.034

역세권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양측).

<표 7>은 종속변수인 매매가격과 지역적 특성의 독립변수간 상관분석 결과로써, 유동인
구, 도로조건, 버스정류장, 역세권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쇼핑몰
은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대상 지식산업센터의 유동인구가 많고,
버스정류장이 존재하고, 역세권의 경우, 넓은 도로에 위치할수록 매매가격에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상관분석의 종합분석
헤도닉 가격함수의 추정에 앞서 각각의 변수간 상관분석을 해본 결과, 물리적 특성인 매
매층수가 매매가격에 유의한 반면, 매매면적, 매매단지는 종속변수에 유의하지 않고 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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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특성에서는 면적규모, 경과년수, 건설회사 지명도가 유의하며, 지역적 특성에서는 유동
인구, 도로조건, 버스정류장, 역세권이 유의한 반면, 대형쇼핑몰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헤도닉 가격함수의 추정
본 연구의 통계는 IBM SPSS Statistics 버전23의 다중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유의수
준 p<0.05에서 검증하였으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모든 특성을 투입하여 입력하는 방법으
로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각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수준, 결정계수 등을 분석함으로써 헤도닉
가격함수를 추정하였다.

1) 분석모형 요약
헤도닉 가격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11가지의 가격결정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을 선형함수, 역준로그함수, 준로그
함수, 이중로그함수의 4가지 함수형태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다음 <표 8>은 4가지 함수식
에 의한 분석모형 요약이다.
위 분석모형에 대한 요약은 예측변수는 종속변수와 11개의 독립변수간의 관련정도를 예
측하는 모형으로, 적률상관관계 R값이 0.742~0.779로 설명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결정계
수(R제곱)는 0.550~0.607으로 종속변수의 매매가격이 55.0~77.9%로 표본회귀선에 적합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수정된 R 제곱은 자유도를 고려한 모집단의 결정계수를 추정할 경우
0.537~0.595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는 Durbin-Watson은 1.559~1.762로
이 통계량이 2에 근사하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 분석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선형

0.779

0.607

0.595

48.475

1.669

역준로그

0.742

0.551

0.538

0.137

1.565

준로그

0.778

0.605

0.594

48.553

1.672

이중로그

0.742

0.550

0.537

0.13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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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석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함수식 중 결정계수(R제곱)값이 가장 높은 선
형함수를 선정하여 헤도닉가격함수를 추정한다.

2) 분산분석
<표 9>는 다중 회귀분석의 변량분석의 결과로 회귀선의 변량(추정치)는 127124.524이며,
잔차의 변량은 2349.786으로 잔차변량보다 54.100배 더 크며, 유의 수준 p<0.001의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분산분석
모형
1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1398369.767

11.000

127124.524

54.100

0.000

잔차

907017.480

386.000

2349.786

전체

2305387.247

397.000

3) 분석결과
<표 10>는 중속변수를 매매가격으로 하여 분석된 지식산업센터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선
형함수를 이용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로서 이회귀식은 P = a + bX 이라는 방정식이며, P =
325.074 - 25.617 * (면적) - 0.012 * (단지) + 48.340 * (층수) + 82.898 * (건물연면적)
- 24.324 * (경과년수) + 63.634 * (건설회사지명도) - 34.999 * (대형쇼핑몰) + 21.377 *
(유동인구) + 11.089 * (도로조건) - 18.155 * (버스정류장) + 130.675 * (역세권)으로 분석
되었다. 상수는 Y절편으로 B값 아래와 상수가 만나는 325.074이며, 이때 t값은 14.783,

p<0.001로 상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임을 보여주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또한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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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선형함수를 이용한 추정내용
비표준화 계수
종속변수
물리적
특성
독
개별적
립 특성
변
수

지역적
특성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14.783

0.000

B

표준오차

(상수)

325.074

21.989

매매면적

-25.617

5.189

-0.234

-4.937

매매단지

-0.012

0.043

-0.010

매매층수

48.340

9.942

건물연면적

82.898

경과년수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0.000

0.454

2.202

-0.275

0.784

0.832

1.201

0.264

4.862

0.000

0.347

2.883

10.736

0.459

7.722

0.000

0.288

3.469

-24.324

6.420

-0.160

-3.789

0.000

0.574

1.743

건설회사지명도

63.634

18.064

0.124

3.523

0.000

0.819

1.222

대형쇼핑몰

-34.999

14.859

-0.082

-2.355

0.019

0.846

1.182

유동인구

21.377

8.684

0.122

2.462

0.014

0.413

2.419

도로조건

11.089

6.784

0.056

1.635

0.103

0.865

1.156

버스정류장

-18.155

11.168

-0.073

-1.626

0.105

0.512

1.952

역세권

130.675

12.305

0.453

10.620

0.000

0.560

1.787

회귀식에서의 기울기는 각각 독립변수들이 만나는 값으로, 기울기의 크기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즉, 기울기가 클수록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과 관계의 정도가 커지게 되며, 기울기가 음(-)이라면 변화의 방향과 반대로 독립변수가 증가
하면 종속변수는 감소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다음은 독립변수를 각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물리적 특성의 독립변수는 매매면적, 매매단지, 매매층수이며, 이들의
비표준화 계수 값을 살펴보면 매매면적은 –25.617, 매매단지는 –0.012, 매매층수는 48.340
이다. 이들의 수치를 볼 때 상대적으로 매매층수의 독립변수가 높고 매매단지는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측정치 입력 때문인 것으로 비표준화 계수 값이 높다고 해서
기울기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여러
변수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수 값을 이용한다. 표준화 계수 베타값을 살
펴보면 매매면적은 –0.234, 매매단지는 –0.010, 매매층수는 0.264로 나타났으나, 유의확률
0.05 이내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표준화계수 베타값의 크기에 따라 매매층수>매매
면적 순으로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수집시 10층 이상의 매매층수
는 1, 기타는 0으로 조사하였음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층수일 경우 매매가격의 증가요인
임을 알 수 있다. 매매면적은 실제 거래된 매매면적으로 매매면적이 클수록 매매가격은 낮아
짐을 알 수 있다. 매매단지는 유의확률 0.05 이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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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개별적 특성으로 선정된 건물연면적, 경과년수, 건설회사지명도는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내 이므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살펴
보면 건물연면적은 0.459, 경과년수는 –0.160, 건설회사지명도는 0.124로 건물연면적>경과
년수>건설회사지명도 순으로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물연면적 변수는
66,000㎡ 이상일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하였으므로, 규모가 큰 건물은 매매가격
의 증가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경과년수 변수는 “당해년도-준공년도”가 1년 이내일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하였으므로 매매당시에 1년이내의 새건물일 경우 매매가격의 감소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건설회사 지명도는 시공능력 순위 20위 이내일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지명도가 있는 시공사가 건축한 건물은 매매가격의 증가요인임을 알
수 있다.
지역적 특성으로 선정된 변수 중 유의확률이 0.05이내인 대형쇼핑몰, 유동인구, 역세권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살펴보면 대형쇼
핑몰은 –0.082, 유동인구는 0.122, 역세권은 0.453으로 역세권>유동인구>대형쇼핑몰의 순으
로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 변수는 지하철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를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지하철에서 가까우면 매매가격의 증가요인이 크
다고 할 수 있으며, 유동인구는 출퇴근 시간 시간당 통행량이 3,000명 이상이면 1, 그렇지 않
으면 0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유동인구가 많으면 매매가격의 증가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형쇼
핑몰은 500m이내에 대형쇼핑몰이 존재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 하였으며, 표준화
계수 베타값이 0에 가까우므로 주변에 대형쇼핑몰이 존재하면 미약하긴 하지만 매매가격의
감소요인임을 알 수 있다. 도로조건, 버스정류장은 유의확률이 0.05이상으로 종속변수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분석을 종합해보면, 표준화계수 베타값은 건물연면적>역세권>매매층수>매매면적>경과
년수>건설회사지명도>유동인구>대형쇼핑몰 순이며, 값의 크기가 클수록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것이다. 독립변수로 사용한 변수중 개별적 특성인 건물연면적, 경과년수,
건설회사지명도는 모두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분석에서도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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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기존의 제조업 공장 중심에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단지로 변화하고, 새로운 도시문화를 갖춘 서울특별시의 대표적인 디지
털 관련 IT업무시설인 서울 국가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이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를 헤도닉 가격이론을 통하여 연구 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2009년 1월에서 2018년
12월까지의 120개월 동안에 서울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거래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분석
하는 상관분석에서는 물리적 특성 중에 매매층수의 변수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매
매면적, 매매단지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매면적과
매매대상이 속한 지역에 따른 매매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
째, 개별적 특성의 상관분석에서는 면적규모, 경과년수, 건설회사지명도 모두 종속변수에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가 크고, 건설회사 지명도
가 있을수록 매매가격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경과년수가 1년 이내인 건물은 매매가
격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적 특성의 상관분석에서는 유
동인구, 도로조건, 버스정류장, 역세권은 종속변수인 매매가격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형쇼핑몰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헤도닉 가격함수의 추정을 위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로는 건물연면적>역세권>매매층수>매
매면적>경과년수>건설회사지명도>유동인구>대형쇼핑몰 순으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
며, 독립변수로 사용한 변수 중 매매단지, 도로조건, 버스정류장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상관분석에서는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던 도로조건, 버스정류장은 다중 회귀분석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매매면적과 대형쇼핑몰은 상관분석에서는 서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파
악되었으나, 다중 회귀분석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개발 위주의 획일적인 플랫폼을 양산하는 개
발방식 보다는 수용자의 요구를 중시한 차별적인 상품성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발 및 거
래가 되고 있으나, 수익성 위주의 소형화, 투기적 과수요 등의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어, 이
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 면적규모 유지, 투기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한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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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로는 자료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분석변수들에 대한 상대적 역할관계가
추가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수익률
은 지원시설, 보완시설, 대체시설의 근접성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요소를 포함하기 어려웠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입주업종 구성, 배열형태 등 지식산업센터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추후 보완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의 범위가 서울 국가산
업단지라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객관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산업단지의 추가 연구 수행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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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consumer spending, which are said to be the result of
the effects of assets on housing, and to analyze how they apply to consumer spending. The spatial scope
has designated Seoul, where housing price volatility has recently been high, as an area, and the time span
is based on 2012 and 2015 when it can check for clear housing price falls and rises. The analysis target was
for residential households in order to verify the apparent effect of housing assets. In addition, credit card
consumption data were used to check the exact expenditure on consumer spending and the impa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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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Homeowner household, Housing wealth effect, Housing price, Consumption Expenditure

* 정회원,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료(oldjinu4@naver.com, 주저자)
** 정회원,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kimseunghee@kangwon.ac.kr, 교신저자)

- 59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2號(通卷 第52號)

【국문요약】
이 연구는 주택에 대한 자산효과의 결과물이라 일켜지는 소비지출 차이에 대하여 확인하
고 소비지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최근 주택가격 변동성
이 컸던 서울을 지역으로 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명확한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를 확
인할 수 있는 2012년과 2015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대상은 분명한 주택자산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주택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소비지출에 대한 정확한 지출과 세부 소
비지출항목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소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비지출항목을
9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자가가구의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의 소비지출행태는 서로 다르며, 주택가격
상승 시 소비지출은 늘어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기와 하락기의 가구 특성에 따
라 소비지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가구특성을 고려한 주택가격 상승기와 하락기의
소비지출행태 분석에서 40대 이상의 가구원에서 소비지출 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하였다. 소득
이 낮은 계층에서 유의미한 소비지출 차이가 있었으며,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거주 가구원의
소비차이가 분명하였다.
주제어 : 자가가구, 주택자산효과, 주택가격, 소비지출

Ⅰ. 서 론
1. 연구 배경
2018년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0.2%1)이며, 거주주택이 40.6%, 거주 외 주택이 29.5%로 주택이 가계자산
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주거실태조사에서 2017년 전
국의 PIR값이 6.4로 전년도보다 0.1이 증가한 반면, 수도권의 PIR값은 7.9로 전년도 보다
0.3이 높았다. 이러한 수도권 PIR값의 차는 수도권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더불어 가구의
연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점점 어려워짐을 말한다. 이러한 추이는 서울에서 주택실수요
예정자의 주택 매입 장벽이 점점 높아짐을 말한다.
1) 통계청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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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과는 정반대로 반대급부적인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서울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거나 자가로 점유하고 있는 가구는 주택가격상승으로 하여금 미래의 불로소득2)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미래에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가구보다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주택가격 상승 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미래에 취할 수 있는 소득
을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없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시에 주
택보유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이 높아지고, 하락 시에는 소비지출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주택자산효과3)라고 한다.4)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주택의 자산효과의 결과
물이라 일켜지는 소비지출차이에 관하여 분석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논문은 거시적
측면의 주택 자산효과를 검증하는데 그치거나 횡단면 분석의 미시적인 영향분석을 시도한 선
행논문에서도 간접적인 정책 자료를 인용하여 분석되어 왔다. 소비지출에 대한 명확한 분석
을 위하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차이가 주택가격 변동시점에서
세부소비지출 항목이 어떻게 적용되고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지출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연구의 대상은 최근 주택가격 변동이 가장 심했던 서울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주
택의 자산효과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자가점
유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주택가격변동시기의 소비지출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주택가격
상승기와 주택가격 하락기, 두 시기의 횡단면 분석을 통해 세부 소비지출 항목은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주택가격 하락시점을 기점으로 상승기의 소비지출
차이를 확인함으로서 주택자산효과의 명확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주택가격이 변동하였을 때 이와 관련된 소비지출 및 소비지출차이 등의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 강민규·김준형, “주택에 의한 자산효과가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패털 학술대회 논문집｣,
제10회, 한국노동연구원, 2009. pp.931~949.
3) 최차순, “가계소비에 대한 주택의 자산효과분석”,「감정평가학 논집｣, 제12권 제1호, 한국감정평가학
회, 2013. pp.143~154.
4) 서승환·김갑성, “우리나라 소비의 주택자산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대한부동산학회지｣,제35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7. pp.25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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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가구의 소비지출은 크게 3가지의 이론으로 설명되어진다. 현재의 소득으로 소비를 한다고
하는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현재의 소득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소득에 의해 소비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 그리고 청년기의 소득에
서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아서 소비가 소득보다 큰 노년기에 일부분 사용하게 된다는 모
딜리아니의 생애주기가설 3가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득과 향후 발생 할지도 모르는 예상소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프리드만의 항상소
득가설을 기반으로 한다.
항상소득가설에서의 소득은 항상 소득과 일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상소득은 개인
자산의 인적·금융자산 등으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급여, 사업수익 등 평균수입을 의미하
며, 일시 소득은 평시 없다고 간주되는 소득으로서 세금혜택, 보너스 등이 이에 속한다. 항상
소득가설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Y : 가처분 소득, Yp : 항상소득, Yt : 일시소득
C : 소비지출, Cp : 항상소비지출, Ct : 일시소비지출
k : 비례상수, i : 이자율, w : 소득에 대한 비인간적 자산 비율, u : 기타 경제적 요소

이 연구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수익으로서 주택을 매매함으로 발생되
는 예상시세차익을 일시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현재 처분할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즉 주택에 대한 현재의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에 반응하여 현재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현상을 주택의 자산효과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주택의 자산효과는 주택을 보유하
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발생되며, 자산효과는 가구의 소비지출차이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항상소득가설을 적용한 주택자산효과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ln   ln  ln    ln   
C=소비지출합계 및 세부소비지출항목, P= 총 주택가격 및 아파트가격,
t1=주택가격 상승기, t2=주태가격 하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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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영향분석의 모든 변수는 자연로그를 하여 적용하였다. 이유는 소비지출 및
주택가격의 원자료 차이값이 ‘+’인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 경우 해당 차이값을 ln변
환 하게 되면 영향값이 오류로 나타나 전체적인 효과를 검증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그래서 변환된 주택가격 상승기와 하락기의 소비지출 값 차, 즉 주택가격 하락기를 기준
으로 한 상승기 차이값을 해당 시점의 실제 서울의 주택가격(또는 아파트가격) 차이값으로 나
눈 값을 주택자산효과라고 하겠다.

2. 선행연구 검토
주택의 자산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변동과 소득 그리고 소비지출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연구가 이루어진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적용하
여 자산효과를 분석하였다, 황덕순·정운영(1998)은 한국가구패털조사를 활용하여 점유형태에
따른 소득, 가족수, 가구주 연령 등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진행하였다. 점유형태
는 전체가구 및 이를 구성하는 자가소유가계와 임차가계, 2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자가
소유가계와 임차가계의 소비지출차이는 유의미한 범위에서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
부 소비지출로서는 주거비, 교육비, 요금, 의료비, 소비성지출과 비소비성지출 등에 유의미하
게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다.
여윤경·양세정(2001)은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 비교분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가계소비지출 규모에 대하여 부부와 자녀가구
가 가장 큰 값을 나타냈으며, 다음이 부부2인가구, 그리고 1인가구가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
났다. 부부와 자녀가구를 기준으로 한 차이분석(쌍체 t-분석)에서는 부부2인가구가 유의미한
범위에서 음(-)의 차이를 보였으며, 단독가구도 유의미한 범위에서 음(-)의 차이를 나타나 소
비지출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강민규·김준형(2009)는 자산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결과물인 소비지출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독립변수로 주택가격 변화분, 소득변화분, 가구특성 등 이용하였다. 그 결과 주택가격
변화는 가구 소비지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소득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침을 확
인하였다. 특징으로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가구소비가 증가하지 않았지만, 주택가격 하락기에
는 큰 폭으로 하락함을 확인하였다.
조갑제(2016)는 2003년부터 2015년 까지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비지출은 주
택가격과 가계부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라는 결과를 낳았다. 해당 연구이 분석방법인 벡
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Granger인과관계, 충격반응함수 그리고 분산분해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공적분 분석을 통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은 가계소비지출과 동행성이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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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주택가격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전수민·권선희(2017)은 전체가구에
서 주택매매가격이 가계소비지출에 뚜렷한 자산효과(1% 상승 시 0.13% 상승)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전세가격 상승 시(1% 상승 시) 전세가구의 소비는 줄어듦(0.44% 감소)을 확인
하였다. 근로자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양(+)의 결과를 보였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유의미한 결
과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소득계층별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소득자의 경우만 유효한 결과
를 얻었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먼저,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의 소비지출 및 세부소비지출항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지출은 시장환경,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소비지출을 달리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같은 서울의 자가가구라도 주택가격 하락
기와 상승기에 따라 소비지출 및 그 항목이 달라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차이 및 자산효과 검증이다. 항상소득가설을 기반으
로 하여 소비지출차이를 주택가격 상승값(즉 주택가격 차이)로 나눈 효과로서 상대적으로 비
교를 통해 해석하고자 수치화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 이용되는 분석 자료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이다. 이전의 설문자료와 달리
해당 자료는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소비지출에 대한 행태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확한 설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미흡했던 주택자산효과에 대한 세부
소비지출의 내용을 주택가격 하락기 및 상승기 별로 확인하고, 주택가격 상승기 및 하락기의
세부소비지출의 차를 확인함으로서 주택 자산효과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민감한 세부소비
지출 항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및 방법
1) 시간적·공간적 범위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의하면 2008부터 2017년까지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보면 전국 기준 2012년을 제외하고 모두 양(+)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림 2]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전국 및 서울 등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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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서울의 주택가격 변동률은 타지역과 달리 명확한 하락기와 상승기를 나타내고 있으
며, 2012년에 가장 낮은 가격 변동률(-2.88%)을 보인 반면 2008년 5.030%, 2015년
4.341%의 높은 ‘양’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객관성 있는 최근의 소비지출 자료를
활용한 다는 점과 주택의 자산효과를 설명하기위하여 주택가격 변동이 음(-)의 방향 인 2012
년과 최근 양(+)의 방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2015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자료(onland.kbstar.com)

[그림 1] 전국 및 서울 지역 주택 가격변동률

2) 연구 대상 및 자료
이 연구는 주택의 자산효과의 결과물인 소비지출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가구에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는 자가점유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구특성별 소비지출행태 및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분위, 주택유형, 연령대 등의 가구특성을 적용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소비지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위해 이용될 분석 자료는 실제 소비지출에 대한 가치 판
단이 개입되지 않는 OO신용카드사의 객관적인 실제 신용카드 결제 자료5)를 이용하였다. 소
비지출 분석에 신용카드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높은 카드이용자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명확한
소비지출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6)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민간소비지출의 78%를 카드로 결제하고 있어 민
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지출 패턴을 확인하는데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개인
5) 서울연구원,「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 2018.p7.
6) 여신금융협회,「여신금융보고서｣, 2018.4Q. p19.

- 65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2號(通卷 第52號)

의 소비지출이외 타 산업 분석에도 신용카드사의 카드 결제 자료가 활용7)되기도 한다.

3) 연구 방법
분석 방법은 주택가격 하락기 및 상승기의 소비지출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과 주택하락기
를 기준으로 상승기의 소비지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2가지 형태로 진행한다.
첫번째, 주택가격 하락기 및 상승기에 대한 소비지출 분석에서는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진
행하였으며(단, 소득에 대한 분석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두번째의 소비지출 차이분석에
서는 t-쌍체 검정을 실행하였다.
<표 1> 서울 주택유형별 평균 주택가격 및 차이값 산출
구분

평균 주택매매가격(단위: 만원)
주택가격 하락기

주택가격 상승기

자연로그 변환 값
주택가격 하락기

주택가격 상승기

차이

단독(다가구)

63,841

66,874

20.274

20.320

0.0464

연립/다세대

23,766

24,066

19.286

19.298

0.0125

아파트

50,780

52,475

20.045

20.078

0.0328

종합

46,987

47,205

19.968

19.972

0.0046

소비지출 차이분석 시 주택자산효과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KB국민은행 주택동향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가격 차이에 대한 기준 값을 <표 1>과 같이 제시한다. 서울 의 주택
가격8) 차이값은 0.0046이며, 서울의 주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의 차이값
은 0.0328이다. 주택가격의 차이값은 자산효과의 분모로 이용되며, 서울의 주택 분포 중
58%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와 서울시 주택 평균 차이값, 두가지을 적용하여 자산효과
를 설명하였다.

2. 소비지출 항목선정
이 연구에서 이용되는 신용카드 자료는 서울 거주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추출한 카드결제
자료로서 실제로 해당 가구가 지출한 카드결제내역을 이용하여 자가가구의 소비지출 행태를
분석하였다. 소비지출패턴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준은 UN 등에서 권고하고 있는 소비지출 구

7) 여신금융협회,「해외여신금융동향｣, 2016(26). p4.
8) KB국민은행,「주택동향조사｣,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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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따른 분류방법을 기준9)으로 하였으며, 신용카드의 특징을 살려 소비지출 항목을 분리
또는 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림 2]는 분리 및 합 과정을 구조화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2] 소비지출항목 분리 및 합 과정
12개의 국제표준 소비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소비지출의 변경 전 식은 다음과 같다.

             ⋯       

(변경 전)

※ Ca : 소비지출합계, A1~A12 : 12가지의 국제표준 소비지출항목(A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A2:주류 및 담배, A3: 의류 및 신발, A4: 주거 및 수도광열, A5: 보건, A6: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
스, A7: 교통, A8: 통신, A9: 오락문화, A10:교육, A11:음식숙박, A12: 기타 서비스), α0 : 상수

소비지출항목 분리 및 합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변경 후 식으로 표현하였다.

              ⋯       

(변경 후)

※ Cβ : 소비지출합계, B1~B9 : 9가지의 소비지출항목(B1: 식료품비, B2: 의류비, B3: 주거비, B4:
의료비, B5: 전자상거래비, B6: 취미문화비, B7: 교육비, B8: 외식비, B9: 유흥비), β0 : 상수,
9) 김진우·김승희, “주택가격변동에 따른 가구특성별 가계소비지출 영향분석”, ｢주거환경｣, 제16권, 제4
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19.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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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변환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로부터 유효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9가지 소비지출항목과 이를 합한
소비지출합계에 대하여 왜도와 첨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료의 왜도와 첨도는 정규분포를 구성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분석을
원활히 진행하기위하여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그 값을 다시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분표10)를
확인하였다. <표 2>와 같이 변환 후의 값이 정규분포에 속함을 알 수 있다.
<표 2> 원자료 및 변환자료의 왜도 및 첨도 검정
원자료
구분
소비지출합계
의류비
외식비

변환자료(자연로그)

주택가격 하락기

주택가격 상승기

주택가격 하락기

주택가격 상승기

왜도

첨도

왜도

왜도

첨도

왜도

첨도

11.374

377.57

20.567 1,281.53

-0.435

0.181

-0.460

0.123

44.817 3,230.49

70.277 8,114.14

-0.119

-1.557

-0.015

-1.556

5.656

첨도

80.632

4.398

45.034

-1.429

1.938

-1.412

1.713

식료품비

22.229 1,348.86

11.443

482.508

-1.450

1.992

-1.482

2.053

전자상거래비

48.093 4,263.31

25.523 1,207.40

-0.197

-1.470

-0.235

-1.435

취미문화비

26.185 1,290.24

12.273

329.153

-0.901

0.165

-0.916

0.159

의료비

25.202

894.904

33.331 1,838.73

-0.636

-0.692

-0.721

-0.517

교육비

6.839

80.811

523.961

0.968

-0.540

1.085

-0.231

-1.551

2.573

-1.468

2.367

0.206

-1.398

0.236

-1.277

12.950

주거비

61.108 7,348.22

80.626 9,858.33

유흥비

21.872

10.988

941.307

179.132

Ⅳ. 실증분석
1. 소비지출 및 주택자산효과
1) 가구특성
연구대상은 2012년과 2015년의 서울의 자가 점유 가구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 유효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의 연구대상은 약 4.4만명이며, 연령
10) Kline, R.B.,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urth Edition｣.
New York, NY,US, Guilford Press. 2015. pp.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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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40대~50대가 전체의 63.23%로 가장 밀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택유형은
다가구(N=8,990), 단독(N=5,088), 연립/다세대(N=804), 아파트(N=29,048), 기타 외(N=27)
및 비주택(N=120)으로 아파트 거주 대상이 전체의 약 66%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
은 1~2분위가 63.13%로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였다.
<표 3> 연구대상자의 가구특성
구분

연령대

주택유형

소득수준(분위)

Var

N

%

30대이하

2,858

6.48

40대

12,190

27.66

50대

15,678

35.57

60대

9,942

22.56

70대이상

3,409

7.73

다가구

8,990

20.4

단독주택

5,088

11.54

804

1.82

아파트

29,048

65.9

기타 외

27

0.06

비주택

120

0.27

1분위

10,875

24.67

2분위

16,950

38.46

3분위

8,152

18.49

4분위

4,698

10.66

5분위

3,402

7.72

연립/다세대

2) 소비지출 및 주택자산효과
<표 4>는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의 소비지출에 대한 기초통계량과 가구특성에 대한 기
초 통계량을 정리하였다. 소비지출항목은 소비지출의 합계를 대표적으로 이를 구성하는 의류
비, 외식비, 식료품비, 전자상거래비, 취미문화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유흥비 9가지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택가격 하
락기와 상승기의 소비지출에 대한 합계를 보면, 상승기의 평균은 8.782로 하락기의 8.756보
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의 소비지출 차이에 대한 t-쌍체분석 값을 함께 보면 그 차이가
t=4.99**로 유효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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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t-쌍체분석을 통해 9가지 세부 지출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부적인 지출항목 중 식생활비, 전자상거래비, 취미문화비, 의료비, 유흥비는 양(+)의 차이를
보였으며, 취미문화비를 제외하고 모든 세부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의류
비, 외식비, 교육비, 주생활비에서 음(-)영향이 있었으며, 외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항목에
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비지출 세부항목에 대한 결과는 선행연구 중 김진
우·김승희(2018)의 주거비, 의료비 등의 양(+)의 차이 연구결과와 식료품비 및 의료비 지출
등의 음(-)의 차이 결과 등 이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주택가격 변동시기 자가가구의 소비지출(평균값)
주택가격 하락기(2012년)

변수
(N=44,077)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주택가격 상승기(2015년)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소비지출합계

8.756

1.166

5.298

13.848

8.782

1.180

5.298

14.221

의류비

3.414

2.852

-4.605

11.861

3.194

2.790

-3.963

12.276

외식비

6.233

2.178

-4.605

11.496

6.228

2.245

-4.605

11.275

식료품비

6.313

2.172

-0.223

12.301

6.376

2.184

-4.605

11.454

전자상거래비

4.049

3.170

-4.605

13.221

4.216

3.198

-2.996

12.618

취미문화비

5.526

2.551

-4.605

12.771

5.542

2.537

-0.916

12.183

의료비

4.922

2.784

-1.609

12.686

5.083

2.711

-1.386

12.939

교육비

2.150

2.938

-4.605

10.976

1.999

2.833

-2.526

11.777

주거비

6.716

2.127

-3.689

13.769

6.658

2.125

-3.324

14.198

유흥비

3.199

3.011

-4.510

12.292

3.271

2.034

-4.605

11.804

<표 5>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가가구의 소비지출차이 및 자산효과분석
Difference : 주택가격 상승기(2015년)-주택가격하락기(2012년)

Var

N

소비지출합계

44,077

Mean

t Value

0.0253

Effect(a)

Effect(t)

***

0.77

5.50

***

-6.72

-47.91

4.99

의류비

44,077

-0.2204

외식비

44,077

-0.0044

-0.43

-0.13

-0.96

0.0632

***

1.93

13.74

***

5.09

36.26

식료품비

44,077

-14.98

6.01

전자상거래비

44,077

0.1668

취미문화비

44,077

0.0159

1.36

0.48

3.46

0.1606

***

4.90

34.91

***

-4.61

-32.87

***

-1.79

-12.78

***

2.21

15.74

의료비

44,077

교육비

44,077

주거비

44,077

유흥비
***

p<.001,

44,077

**

-0.1512

11.16
11.4
-10.42

-0.0588

-5.98

0.0724

4.35

*

p<.01, p<.05, Effect(a): 아파트에 의한 자산효과, Effect(t): 전체주택에 의한 자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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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자산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의 하락기의 평균 주택가격과
상승기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각 변동시점에 대한 차이값을 확인하였고 가격변동에 대한 지
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적용한 자산효과 분석에서는 가격변동이 양(+)
의 1만큼 있을 때 소비지출에 합계에 대한 효과는 아파트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은 0.77, 종
합적인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은 5.5만큼 증가하였다. 세부항목으로는 전자상거래비
(e=5.09/36.2),의료비(e=4.90/34.9),유흥비(e=2.21/15.7),식료품비(e=1.93/13.7)가 증가하
였으나 의류비, 교육비, 주거비는 음(-)의 영향을 미쳤다. t-쌍체분석을 통해 분명한 자산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 증감이 있었던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2. 가구특성에 따른 소비지출 분석
1)연령대별 소비지출 및 주택자산효과
연령대별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에서는 30대 이하 부터 70대 이상 5단계로 구분지어 분석
하였다. 주택가격 하락기에서의 연령대별 소비지출에 대한 내용을 보면, 30대 이하의 소비지
출과 40대의 소비지출이 타 연령대보다 소비지출합계가 높았다. 상세항목으로는 30대 이하
의 경우 의류비와 외식비 그리고 전자상거래비, 취미문화비, 주거비에 가장 많이 지출하였으
며, 식료품비 도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대의 경우도 식료품비,
취미문화비, 교육비, 주거비 등에 많은 지출을 하였다. 반면 50대 이상부터 의료비의 증가와
교육비 및 주거비, 유흥비를 비롯한 많은 항복에서의 감소가 눈에 띄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연령대는 40대이며 다음이 50대로, 30대 이하
는 3번째로 낮아 졌다. 세부항목에서도 많은 항목에서 주택가격 하락기의 30대 이하가 가장
높았으나 주택가격 상승기에서는 40대, 50대순으로 소비에 대한 증감이 다르게 나타났다. 하
지만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30대 이하가 공통적으로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전자상거래비
와 취미문화비이다. 반면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이 지출하는 항목
은 의료비로 확인되었다. 주택가격 하락 시에는 30대이하 및 40대의 소비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40대, 50대의 소비지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기와 하락기의 차이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30대 이하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는 값의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경우 명확한 상승효과가 있었다
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40대의 차이(간격)가 유의미한 범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40대의 소비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양(+)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다는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차이는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줄어
듦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40대가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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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자산효과에 긍정적이고, 쉽게 받아들이는 결과라고 판
단할 수 있다.
<표 6> 주택가격 변동시기 연령대별 소비지출(평균값)
주택가격 하락기

Var

①

②

③

④

⑤

주택가격 상승기
F value

①

***

소비지출합계 8.84 8.85 8.81 8.64 8.38 149.98

③

④

⑤

F value

8.80 8.89 8.83 8.66 8.41

145.24***

의류비

3.71 3.41 3.62 3.25 2.66

3.06 3.24 3.39 3.05 2.59

70.02***

외식비

6.64 6.44 6.29 6.00 5.51 180.50*** 6.36 6.42 6.32 6.00 5.59

129.31***

77.29***

6.36 6.50 6.46 6.23 5.92

64.06***

전자상거래비 5.53 4.86 4.03 3.21 2.35 832.66*** 5.63 5.09 4.24 3.31 2.41

902.51***

6.01 5.86 5.66 5.14 4.36 329.91*** 5.85 5.87 5.69 5.19 4.40

302.15***

113.3***

식료품비

6.42 6.45 6.39 6.14 5.83

취미문화비

95.42***

②

의료비

4.83 4.60 4.85 5.24 5.49

4.65 4.72 5.09 5.38 5.78

161.47***

교육비

1.85 2.79 2.60 1.18 0.80 744.04*** 2.08 2.98 2.08 1.02 0.85

862.76***

주거비

6.94 6.83 6.78 6.74 5.72

210.9***

6.73 6.75 6.78 6.65 5.70

194.65***

유흥비

3.07 3.24 3.40 3.08 2.53

65.29***

3.06 3.34 3.46 3.14 2.64

61.62***

<표 7>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연령대별 소비지출 차이 및 자산효과 분석
Difference : 주택가격 상승시점(2015년) - 주택가격 하락시점(2012년)

Var

N

Mean

t Value

Effect(a)

Effect(t)

30대 이하(①)

2,858

-0.0309

-1.50

-6.72

1.26

9.00

40대(②)

12,190

0.0414

4.18

50대(③)

15,678

0.0222

2.61**

0.68

4.83

0.0221

*

0.67

4.80

*

1.16

8.28

60대(④)
70대 이상(⑤)
***

-0.94

***

p<.001,

9,942
3,409

2.11

0.0381

2.28

**

p<.01, *p<.05, Effect(a): 아파트에 의한 자산효과, Effect(t): 전체주택에 의한 자산효과

주택자산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30대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한 값이 나왔다. 아파
트 가격이 1만큼 상승하게 되면 40대의 경우 +1.26의 영향을 미쳤으며, 50대의 경우 +0.68,
60대의 경우 +0.67 마지막으로 70대 이상의 경우 +1.16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 주택가격에서는 40대는 9.00의 양(+)영향, 50대는 4.83의 양(+)의 영향, 60대는 4.80
의 양(+)의 영향, 70대 이상은 8.28의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40대부터 주택자산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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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분위에 따른 소비지출 및 주택자산효과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에서 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에서는 주택가격
하락기 소득이 1만큼 상승할 경우 소비는 0.223 만큼 증가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같은 조건으로 0.243만큼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9>과 같이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분위별로 차이분석을 할 결과 소득 1분위, 2분
위, 4분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인 분위는 소득 1분위
이다. 0.0753(t=7.63)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다음이 2분위 이며 소득 4분위는 타 소
득 분위와는 다르게 음(-)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 4분위가 음(-)의 영향이고 소득 5분
위가 유의미하지 않는 범위에서 낮은 t값을 보인 다는 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변동
에 따른 자산효과를 누리지 못하거나, 누릴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로 현금으로 지출이 일어나는 주택구매비용에 많은 지출을 한 현상 또는 대형 평
수 주택으로의 이전으로 인하여 소비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분석에서는 소득 1분위, 2분위, 4분위에서 유효하였으며,
아파트가격이 1만큼 상승할 경우 소득 1분위의 경우 2.30(주택종합의 경우 16.37)의 자산효
과를 보였으며, 소득2분위에서는 0.62(주택종합의 경우 4.41), 4분위에서는 -1.14(주택종합
의 경우 -8.11)의 자산효과를 나타났다.
<표 8> 주택가격 변동시기의 소득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Var

Par Est

주택가격 하락기
Std Err

t Value
***

Par Est

주택가격 상승기
Std Err

t Value

intercept

8.250

0.0123

670.91

8.175

0.0120

676.94***

소득

0.223

0.0046

48.27***

0.243

0.0045

53.73***

2

2

F=2,329.53(p<.001), R =.050,

adjR

=.050

2

F=2,886.45(p<.001), R =.061,

2
adjR =.061

<표 9>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차이 및 자산효과분석
Difference : 주택가격 상승시점(2015년) - 주택가격 하락시점(2012년)

소득 분위

N

소득 1분위

10,875

Mean
0.0753

t Value

Effect(a)

Effect(t)

분위구간11)(단위 : 만원)

***

2.30

16.37

1,621이하

*

7.63

소득 2분위

16,950

0.0203

2.49

0.62

4.41

1,621초과 3,200이하

소득 3분위

8,152

0.0041

0.35

0.13

0.89

3,200초과 5,000이하
5,000초과 7,850이하

*

소득 4분위

4,698

-0.0373

-2.42

-1.14

-8.11

소득 5분위

3,402

0.0268

1.38

0.82

5.83

***

p<.001,

**

7,850초과

p<.01, *p<.05, Effect(a): 아파트에 의한 자산효과, Effect(t): 전체주택에 의한 자산효과

1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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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유형별 소비지출 및 주택자산효과
자가 가구의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유형별 소비지출을 보면, 주택가격 하락기와 주택
가격 상승기 모두 주택유형별 소비지출에는 분면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부
소비지출 행태에 대한 차이도 상승기의 유흥비를 제외하고 모든 세부소비지출에서 차등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주택가격 하락기에서는 9.02로 오피스텔/비주택의 소비지출이 가장 컸다.
그 다음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기에서도
하락기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주택가격 하락기와 주택가격 상승기에 대한 t쌍체분석을 한 결과를 <표 11>와 같이 보면,
다가구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자가 가구의 경우 유의미한 범위 안에서 양(+)의 효과가 있었
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기타 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가구의 경우 유효하지
않은 범위에서 양의 효과를 보였으나 연립/다세대거주 자가가구와 오피스텔/비주택에 거주하
고 있는 자가가구의 경우 타 가구와 달리 음(-)의 영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주택가격 변동시기의 주택유형별 소비지출(평균값)
Var

주택가격 하락기
①

②

③

④

⑤

주택가격 상승기
⑥

F

①
***

소비지출합계 8.60 8.60 8.79 8.82 8.43 9.02 73.32

②

③

④

⑤

⑥

F

8.66 8.63 8.76 8.84 8.52 8.91 54.08***

의류비

3.49 3.35 3.66 3.39 2.82 4.08 5.14*** 3.24 3.09 3.26 3.19 1.93 3.60 3.55**

외식비

6.04 5.98 6.42 6.32 6.32 6.76 40.23*** 6.07 6.01 6.26 6.31 6.19 6.27 25.74***

식료품비

6.24 6.11 6.56 6.36 5.50 6.57 16.46*** 6.33 6.21 6.49 6.41 5.74 6.22 9.43***

전자상거래비 3.95 3.52 4.70 4.14 3.92 4.84 43.16*** 4.11 3.67 4.68 4.32 4.81 4.85 42.61***
취미문화비 5.21 5.05 5.54 5.70 4.35 6.16 91.51*** 5.28 5.09 5.46 5.70 5.03 6.09 74.81***
의료비

4.78 5.04 5.03 4.93 3.30 5.39 8.95*** 4.99 5.19 4.99 5.09 3.84 5.20 4.96***

교육비

1.87 1.63 2.14 2.33 0.96 1.72 71.7*** 1.77 1.48 2.00 2.16 1.08 1.65 65.31***

주거비

6.56 6.50 6.88 6.79 6.70 6.84 28.36*** 6.51 6.50 6.68 6.72 6.46 6.70 20.15***

유흥비

3.11 3.21 3.32 3.21 3.21 3.66

2.56* 3.22 3.20 3.48 3.28 3.35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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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유형별 소비지출 차이 및 자산효과분석
Difference : 주택가격 상승시점(2015년) - 주택가격 하락시점(2012년)

Var

N

Mean

t Value

Effect(1)

P-diff

다가구(①)

8,990

0.0564

5.19***

1.22

0.0464

단독주택(②)

5,088

0.0275

1.88

0.59

0.0464

804

-0.0365

-1.05

-2.92

0.0125

아파트(④)

29,048

0.0174

2.75**

0.53

0.0328

기타 외(⑤)

27

0.0956

0.38

7.65

0.0125

오피스텔/비주택(⑥)

120

-0.1055

-1.02

-3.22

0.0328

연립/다세대(③)

***

p<.001,

**

p<.01, *p<.05, Effect(1)=<표1> 값 적용, P-diff=<표1> 값의 diff값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격상승과 같은 방향으로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이 뚜렷한 가구는 다
가구 가구와 아파트 가구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비주택의
두 주택유형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가구의 소비지출은 주택가격 상승과 반대로 소비를 줄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항목에 대한 특이점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소비지출에 대한 특
징이다. 주택가격 하락기 및 상승기와 상관없이 의류비, 전자상거래비, 취미문화비, 의료비에
서 높은 지출을 보였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에서 거의 모든 항목
에서 높은 수준의 지출 보였다.
주택유형별로 주택자산효과를 확인해 보면, 다가구에서 거주하는 자가가구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자산효과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다가구에서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
우 주택이 1만큼 상승하였을 때, 1.22만큼 소비가 증가하여 자산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파트거주가구의 경우에서도 0.53만큼 소비가 증가하여 유효한 자산효과를 알 수 있었다.
최우섭 외(2019)은 자가가구의 자산효과는 주택유형별과 같은 가구특성에 따라 소비지출에
대한 차이 있고 소득이나 가구주 연령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분석결
과에 비추어 비교하면 아파트(M=0.0174)의 경우는 주장에 부합되지 않으나 다가구는 선행연
구의 결론에 부합(M=0.0564)하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자가가구의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자산효과와 이에 대한 결과물인 소비지
출차이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주택가격 변동시기의 소비지출차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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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최근 10년 사이 주택가격 변동성이 가장 컸던 서울지역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여러 주택의 보유에 대한 이슈로 인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자가 점유 가구를 대상
으로 한정하였다. 소비지출차이를 확인하기위하여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의 2시기를 선정
하여 진행하였으며, 해당 시기는 2012년을 하락기, 2015년을 상승기로 적용하였다. 소비지
출에 대한 자료는 직접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소비 내용을 이용하였다. 기본적
인 자가가구의 주택자산효과 확인과 더불어 차별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특성을 적
용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가격 상승시기의 소비지출은 주택가격 하락시기의 값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확인하
는 결과이며, 주택가격 상승하면 주택의 자산효과는 양(+)의 효과로 나타남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소비지출을 구성하는 세부소비항목 분석에서는 다양한 분석결과가 나왔다. 식료품비,
전자상거래비, 의료비, 유흥비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고 의류비, 교육비, 주거비
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가장 높게 증가
하는 지출항목이 의료비와 전자상거래비이며, 소비를 줄이는 항목은 의류비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체적인 소비지출 증가와 더불어 소비의 패턴이 바뀌어 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지출이 빠르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Off-Road의 매장에서의
구매는 반대급부적인 성격으로 줄어듦을 예상 할 수 있다.
둘째, 주택가격 변동 시 가구특성에 따른 자산효과가 특성별 명확히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 소비차이를 통한 주택가격 상승 시 소비지출차이에 대한 분석에서는 40
대 이상의 가구에서 양(+)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30대 이하의 가구에서는 유의
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특징을 감안했을 때 결혼 경험이 없거나 30대 이하의 소비지출의 특징은 가족 수에 따
른 1인가구가 가지고 있는 소비지출의 특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기간이 짧은
특징 속에 주택소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등의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 규모가 높아 나
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주택유형별 소비지출차이에서 자산효과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소비지출 차이분석에
서 다가구와 아파트에서 주택가격 상승 시 양(+)의 자산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주택거주 유형 중 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비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
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1인가구 소비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과 타 선행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연립/다세대의 가구특징을 볼 때 주택가
격 상승에 대한 자산효과를 증명할 수 없음과 동시에 임대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가
구와 제도적으로 보다 규격화 되어 있는 아파트의 자산효과는 뚜렷하여 소비지출의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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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소비지출 이론인 절대소득가설 과 항상
소득가설 등의 기본적인 가설 내용이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의 영향 차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서 소비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택가격 상
승에 따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 차이분석에서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유효한 결과가 나타났
다. 즉 1분위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는 자가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주택가격 변동 시 주택에 대한 소비지출 차이를
확인하고 주택 유형에 대한 자산효과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가구 특징이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미침을 분석하여 주택가격 변동이 주택자가가구에 대하여 영향이
미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소비지출 및 소비지출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지출은 주택
가격 하락기와 상승기 별로 다르게 소비되며, 주택가격 상승기와 하락기의 소비지출 차이분
석으로 통해 주택가격 변동에 의한 자산효과의 유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택가
격 변동시기의 가구 특성 별로 다양하게 적용되는 소비지출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신용카드자료를 횡단면 자료로 활용하여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소비지출에 대한 변화는 경기 패턴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중장기적인 지표와 함
께 연구되어 지면 더욱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연결성 및 연속성
있는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명확한 자산효과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지출 차이분석 만으로 주택의 자산효과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향후 주택가격
변동, 소비지출 그리고 다양한 경기 지표 등을 더불어 이용하여 주택에 대한 자산효과가 면밀
히 분석되어진 후속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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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ether care hospitals were evenly distributed throughout the
nation, and what the regional factors affecting the location of care hospitals a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closed hospitals is higher than the number of new ones since
2009. By region, The number of beds per 1,000 people is high in Gwangju, Busan and Ulsan. Chungbuk,
Jeju, Gangwon, and Seoul were analyzed as the lower group in the number of beds per 1,000 people. The
effect of local factors on care hospitals was analyzed by panel data. R-square of the panel model was
0.91.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average number of beds was significant at the 5% level.
GRDP, GRNI per capita, and population over 65-year-old were significant at the 1% level. Of 16 Region
variables, except for Gangwon, the metropolitan areas were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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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s in the capital area due to land price, traffic, and other reasons. Further research and
countermeasures by the government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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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 광운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21hippo@hanmail.net, 주저자).
** 정회원, 광운대학교 교수, 법학박사(1cw@kw.ac.kr, 교신저자).

- 79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2號(通卷 第52號)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요양병원이 16개 시도별로 적절하게 분포해 있는지, 요양병원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은 무엇인지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2000년 이후 신설된 병원과 폐업
한 병원의 수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쟁이 치열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부
산, 경남, 서울 4개 지역이 개업 및 폐업한 요양병원 수에서 각각 상위그룹을 형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광주, 부산, 울산 순으로 많고, 충북, 제주, 강원, 서울은
하위권으로 파악되었다.
요양병원에 미치는 지역요인을 파악하고자 패널 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0.91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평균 병상수는 5% 수준에서, 1인당 지역총소득, 지역내 총생산, 65
세 이상 인구수는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총생
산, 개인소득은 유의하지 않았다. 16개 지역 중 광주는 5% 수준에서, 강원, 경기, 부산, 서울,
울산, 인천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강원을 제외하면 대도시권역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의 폐업 사유를 분석하여 조기 폐업을 최소화 하도록 정책으로 유도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인구 천명당 병상수를 보면 산간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인 제주, 강
원, 충북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산업이 부족한 3개 지역 내 요양병원에 대한 지
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은 인구 천명당 병상수가 최하위로 분석되었다. 지
가 등 다른 사유로 인해 공급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주제어 : 고령사회, 요양병원, 입지, 영향요인, 패널 분석.

Ⅰ. 서 론
2019년 3월 통계청에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증가하다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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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성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6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3.8%에서 46.5%로, 0~14세 유소년 인구는 13.1%에서 8.1%로 감소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증가
해 2067년에는 120.2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소년인구 1백명 당 고령인구는 2017
년 100명을 넘어 2067년 574.5명으로 5.7배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그림 1] 연령별 인구구성비, 1960~2067

[그림 2] 총부양비, 1960~2067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고령자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의
병원 이용과 관련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부양의무를 떠안던
자녀수의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에 의한 부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던 치매,
중풍 등의 노인문제를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9년 통계청 발표대로라면 노인
부양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노인 등 고령층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치료보다 생활 하는 것이 주
된 목적이라면 요양원을 이용하고 있다. 건강상태에 따라 재가복지, 요양원, 요양병원의 순으
로 이용하고 있다. 요양원은 생활시설로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노
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다1).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2)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서「의료법｣,「국민건
강보험법｣에 의거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조남연·문신용,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의사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에 관한 인식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지｣, 제30권 제2호, (사)대한부동산학회, 2012, pp.141~166.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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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로 접어든 이후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넘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부양가족 등 보호자들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지역별로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중요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따
라서 요양병원의 입지는 이용자들의 선호도, 만족도에 연동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병원이 16개 시도별로 적절하게 분포하고 있는지, 요양병원
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별로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요양병원의 개념
「건축법｣상 의료시설로는 병원과 격리병원이 있다. 노유자시설로는 아동관련 시설, 노인
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과 근로복지시설이 있다.
<표 1>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9.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1.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과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그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자료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에서 노유자시설에 속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의료복지시
설은 다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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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외사항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준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기타서비스제공기관

자료 :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참조 재구성.

「노인복지법｣의 노인요양시설은「건축법｣의 요양병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요양병원
은「건축법｣상 의료시설이자「의료법｣상 병원이고,「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이 된다. 요양
병원은 설립시 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3)
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 등에 비해서 요양병원은 병원이란 특성상 부동산시장
에서 주목 하는 상품이 아니었다. 따라서 분양대상인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에 비
해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왔었다. 더욱이「장기요양보험법｣은 도입 된지 이제 10여년
정도가 경과한 관계로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축적되기에는 시간이 상대
적으로 적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 요양병원 입지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
는 많지가 않다. 그나마도 대부분은 보건, 의료관점에서 수행된 것이기에 입지를 분석하는 본
논문의 직접적 선행연구라 하기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실버주택, 실버타운 등의 복지주택은 고령층 중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는
분들이 입주하는 공간이다. 운전도 가능하고 거동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 입주를 한다.
요양병원과는 입지조건, 생활환경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지낸다는 점, 접근성과 경제적 요인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
에서는 노인복지주택과 요양병원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입주민 대부분이 고령자
이기에 인근의 병원을 자주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실
버타운 등에 대한 선행 연구도 같이 검토하고자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지정 의제된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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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병원 입지 및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
윤서중 외(2004)4)는 노인병원의 영향요인 중에서 의료의 신뢰도나 병원의 명성, 시설보
다는 직원들의 친절, 배려 깊은 간호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송경언 외(2005)는 수도권 노
인의 주거·의료서비스 입지요인으로 자연친화적 환경과 편리한 교통을 중시했다.
류정건(2006)5)은 물리적환경, 입원비수준, 의료진수준, 제도적 시스템, 사회적 평판을 주
요 선택요인으로 파악했다. 특히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보다 케어를 목적으로 하
는 시스템요인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서종범(2008)6)은 요양병원의 선택 요인으로 물리적 환경, 진료비 수준, 인적서비스, 서비
스 시스템을 선정하였는데 이중 진료비 수준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권진(2011)7)은 노인요양병원 선택시 직원친절, 시설과 환경,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환자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행정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는 재이용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하였다.
이승연(2013)8)은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인허가 행정서비스, 입지면적,
지역 이미지, 인근 병원과의 협력관계를 선정하였다. 정은영 외(2014)9)는 요양병원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65세 이상 노인인구(인구밀집), 사업체수(소득수준), 일인당 자동차수
(인구밀집) 등으로 분석했다.
길혜민 외(2015)10)는 신설 요양병원들은 65세 이상 인구 밀집지역, 종합병원 5km(구급
차 5분거리)이내, 토지규모가 크고 공시지가는 낮은 지역에 집중된다고 분석하였다.

4) 윤서중·유승흠·김영훈·이지전, “노인병원과 종합병원의 선택요인 및 환자만족도 분석”,「병원경영학회
지｣, 제9권 제2호, 한국병원경영학회, 2004, pp.31~70.
5) 류정건, “고령화 사회의 요양병원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마케팅관리연구｣, 제11권2호, 한국마케팅관
리학회, 2006, pp.101~130..
6) 서종범, “요양병원 선택요인과 관계의 질이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7) 권진, “노인요양병원 선택요인이 환자만족도와 재이용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한국콘텐츠학회논
문지｣, 제11권 제10호, 한국콘텐츠학회, 2011, pp.301~311.
8) 이승연, “요양병원 입지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보건과 복지｣, 제15집, 한국보건복지학회, 2013,
pp.79~95.
9) 정은영·방효중·문경준·이광수,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의 지역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
연구｣, 제40권 제4호, 대한보건협회, 2014, pp.17~28.
10) 길혜민·박혁서·박지윤, “GIS기반 커널밀도함수분석과 LISA분석을 활용한 요양병원 입지선정요인분
석”, 「한국주거환경학회지｣, 제13권 제4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15, pp.283~299.

- 84 -

요양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에 관한 연구

2) 실버타운 등의 입지 및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
윤정득 외(2007)11)는 고령자주택단지의 평당 입주금액의 결정요인을 연구했다. 종합병원
과 연계운영을 하거나 복합형으로 운영할수록 정(+)의 방향으로 탄력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고경동 외(2009)12)는 실버타운이 대도시와 도시지역에 가까울수록, 경제적 부담이 적은 임대
형 계약방식일수록 입주의사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조남연 외(2012)13)는 노인복지주택은 시설의 고급화보다는 도시 근교 입지여부, 저가의
입주보증금과 관리비가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영민 외(2015)14)는 실버타운의 위치와 접근성을 중요한 요소로 분석했다. 외곽에 있으
면 도시보다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고 외롭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 자녀들이 다니기 편한
곳,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호한다고 파악하였다.

3. 차별성
본 연구는 2019년 1월 전국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1,570개소 중에서 2000년 이후 설
립된 요양병원을 전수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첫째 2000년 이후 설립된 요양병원들이 16개 시도별로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16개 시도별 요양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
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 후 패널 분석을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의 차별성을 분석대상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의 차별성
구분

분석대상

연구방법

윤서중 외(2004)

노인병원 종합병원 각 2개소 환자 381명

설문조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송경언 외(2005)

노인 주거·의료 서비스시설 60개소 종사자

설문조사, 심층인터뷰(FGI)

류정건(2006)

요양 시설 및 장기요양병원 보호자 360명

설문조사, 선형구조분석

11) 윤정득·조주현, “고령자주택단지의 특성요인이 입주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 연구”, 「주택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주택학회, 2007, pp.149~179.
12) 고경동·김상구, “실버타운의 입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3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pp.125~153.
13) 조남연·문신용, 전게논문, pp.141~166.
14) 이영민·송정아, “수도권 실버타운의 공간적 분포와 이용자 인식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
회지｣, 제21권 제2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5, pp.2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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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대상

연구방법

권지(2011)

서울·경기 5개 노인요양병원 환자 475명

설문조사, 다중회귀분석

이승연(2013)

전국 요양병원 214개소 경영자 및 담당자

설문조사, Tukey test, IPA분석

정은영 외(2014)

전국 요양병원 1,216, 요양시설 4,184개소

회귀분석,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GWR)

길혜민 외(2015)

서울, 경기, 인천 요양병원 424개소

GIS 커널밀도함수 및 LISA 분석

윤정득 외(2007)

서울·경기 소재 고령자주택단지 10개소

다중회귀분석

고경동 외(2009)

경남 부산 실버타운 9개소 입주자 410명

설문조사, 다중회귀분석

조남연 외(2012)

노인복지주택 입주의사 분석을 위한
수도권 거주자 230명

설문조사, 요인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영민 외(2015)

수도권 소재 노인복지주택 18개소,
유료 양로시설 16개소 입주민

심층인터뷰(FGI)

본 논문

전국의 노인요양병원 1,570개소

16개 시도를 패널 개체로 설정 후
패널 데이터 분석(Fe, Re)

Ⅲ. 요양병원 현황
1. 전국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전국의 요양병원은 1,570개소로 이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등급심사를 받은 병원은 1,02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개설한 요양병원의 수는 1,496개소, 폐업한 요양병원의 수는 1,524개소로서 2000년 이후
개·폐업된 요양병원의 수가 각각 1,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의 <표 4> 및 [그림 3]의 개·폐업 요양병원 수에 대한 누적 그래프는 전국 요양병원들
전체가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폐업 요양병원의 수가 많은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2009년 이후에는 설립된 병원보다 폐업한 병원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연도별 개·폐업 요양병원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개설요양병원 6 12 21 15 35 51 93 142 114 89 84 105 106 123 113 93 116 100 78 1,496
폐업요양병원 4 0 5 7 12 17 38 93 130 86 133 142 148 128 119 136 106 108 112 1,524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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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재구성.

[그림 3] 개·폐업 요양병원(누적)
누적이 아닌 연도별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07년 요양병원 설립이 급증
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정책으로 인
한 시장에서의 공급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를 살펴보면 폐업 요양병원이 급증한 2006년부터 2008년은 공급이 증가한
2005년에서 2007년보다 1년 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이후에는 설립된
병원보다 폐업한 병원이 더 많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 공급의 급격한 증가로 경쟁이 치열
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재구성.

[그림 4] 연도별 개·폐업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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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별 현황
세종시를 제외한 2019년 1월 기준 16개 시도별 요양병원의 수는 <표 5>와 같다. 개업 요
양병원의 수는 경기, 부산, 경남, 서울, 경북 순으로, 폐업 요양병원의 수는 경기, 부산, 서울,
경남, 인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시도별 개·폐업 요양병원
(단위 : 개소)
개업
폐업

경기 부산 경남 서울 경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충북 울산 강원 제주
317

179

136

117

117

87

81

80

70

61

61

51

49

41

33

10

경기 부산 서울 경남 인천 경북 대구 전북 충남 광주 전남 울산 충북 대전 강원 제주
290

214

156

127

99

91

85

80

77

67

65

64

39

33

18

17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재구성.

개·폐업 상위 4개 지역이 경기, 부산, 서울, 경남 지역으로 동일한 지역으로 파악되기에
시도별 개업·폐업 요양병원의 수를 연도별 그래프로 살펴보았다. [그림 5]와 [그림 6]을 보면
2000년 중반 이후 인구가 수도권과 영남권이 타 지역보다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그 이후
큰 변동 없이 순위가 유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인구집중도가 높은 서
울보다도 경기의 상승이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재구성.

[그림 5] 시도별 연도별 개업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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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재구성.

[그림 6] 시도별 연도별 개업 요양병원
시도별 누적 일반 병상수는 [그림 7]과 같다. 전국의 일반 병상수는 249,813개로서 시도
별로는 개업 요양병원 수의 순위와 유사하게 경기(48,560), 부산(30,842), 경남(24,721), 경
북(20,201), 서울(18,161) 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재구성.

[그림 7] 시도별 누적 일반 병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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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구 천명당 일반 병상 수는 광주, 부산, 울산, 대전, 전북, 경남 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인 인천, 경기는 중하권역, 서울은 최하위인 것을 알 수 있다. 지방대비
수도권에 요양병원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재구성.

[그림 8] 시도별 인구 천명당 일반 병상 수

Ⅳ. 연구 설계 및 분석
1. 변수 선정
요양병원의 특성, 선행연구 등을 고려해 요양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범주를 크게
접근성, 수요공급, 병원 경쟁력, 환경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동일지역이
라 하더라도 해당 병원에만 적용되는 개별요인과 동일지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에 시도별
누적 병상수를 종속변수로 채택하고 선행연구 등에서 지역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지역요
인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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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요인과 독립변수
구분

도로/교통
접근성

개별요인
송경언
고경동
조남연
이영민

외
외
외
외

(2005)
(2009)
(2012)
(2015)

지역요인

지역요인관련 변수

ㅇ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수

ㅇ

시도별 총생산(GRDP)
시도별 1인당총생산
시도별 1인당총소득
시도별 개인소득

ㅇ

보건 및 사회복지업 총생산
시도별 평균 병상수

ㅇ
ㅇ
ㅇ
ㅇ

종합병원

이승연
(2013)
길혜민 외 (2015)
윤정득
(2007)

65세 이상 인구수

정은영 외 (2014)
길혜민 외 (2015)

토지면적

길혜민 외 (2015)

ㅇ

토지가격

길혜민 외 (2015)

ㅇ

경제적요인
(소득, 진료비)

서종범
(2008)
고경동 외 (2009)
조남연 외 (2012)
정은영 외 (2014)

ㅇ

수요공급

제도 /
행정적 시스템

병원
경쟁력

(2006)
(2008)
(2011)
(2013)

의료수준
/ 명성

윤서중 외 (2004)
류정건
(2006)
서종범
(2008)
권 진
(2011)

ㅇ

친절/배려

윤서중 외 (2004)
서종범
(2008)
권 진
(2011)

ㅇ

의료환경
환경

류정건
서종범
권 진
이승연

ㅇ

물리적환경
(시설수준)

류정건
서종범
권 진

(2006)
(2008)
(2011)

ㅇ
ㅇ

지역요인 변수 중 지역 총생산, 1인당 총생산, 1인당 총소득, 개인소득은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였다. 하지만 지역의 행정시스템이나 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변수는 찾기 어려웠다. 이
에 대안으로 16개시도의 연도별 평균 병상수와 보건 및 사회복지업 총생산을 독립변수로 채
택하였다. 병상규모가 클수록, 또 관련 산업이 클수록 제도적, 행정적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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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수는 전체 인구보다는 요양병원의 직접적 수요자인 65세 이상 인구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연도별 영향을 살펴보고자 16개 지역과 연도를 각각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분석 모형의 변수는 <표 7>과 같다.
독립변수들에 대한 패턴을 [그림 9]에서 살펴보면 지역내 총생산과 1인당 지역내 총소득
은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을 많이 했다고 바로 소득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내 총생산(GRDP)을 장래인구추계로 나눈 1인
당 총생산은 1인당 총소득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1인당 총생산은 변수에서 제
외하고 지역총생산과 1인당 총소득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총처분가능소득을 의미하는 개인소득은 1인당 총
생산, 1인당 총소득과는 각각 다른 패턴을 보였다. 이에 개인소득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1인당 총생산과 1인당 총소득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7> 변수 정의
구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누적 병상수

지역
요인
관련
변수

변수 정의
BN

2000년 이후 연간 시도별 누적 병상수

65세이상
인구수

P_+65

- 2000년 이후 연간 인구수
-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가 많을수록 요양병원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지역내 총생산

GRDP

- 2000년 이후 연간 지역 총생산
- 시도별 총생산과 시도별 총소득이 높을수록 병원시설이
좋고 이용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

1인당총소득

I_GRNI

개인소득

I

보건및사회복지
업 총생산

Welfare

평균 병상수

ABN

- 제도적, 행정적 시스템에 대한 대안지표
- 관련업 총생산 및 평균 병상수(규모)가 클수록 제도적
행정적 시스템이 지역내에 잘 정비되어 있다고 추정

연도변수

yYEAR

- 더미변수로서 종속변수에 대한 해당 년도의 영향 분석

지역변수

Province

- 지역 총생산을 장래추계인구로 산출
- 1인당 생산, 소둑 수준이 높을수록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고 요양병원 이용이 많을 것으로 추정

- 더미변수로서 종속변수에 대한 지역별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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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총생산(GRDP)

1인당 지역내 총소득

1인당 지역내 총생산

개인소득

65세 이상 인구수

보건 및 사회복지업 총생산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그림 9] 지역요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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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기본단위
는 16개 시도로 설정하였다. 통계청의 자료 구성이나 시간에 따른 지역의 영향을 관찰하기에
는 시도별 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1) 패널데이터
본 연구는 16개 시도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반복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이에 분석 모형으로 패널모형을 채택하였다. 패널모형에 사용되는 패널데이터는 사람,
기업, 지역, 국가 등고 같은 동일한 개체를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해 구축한 데이
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패널데이터는 횡단면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개체 간 변이를 포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이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명확히 하자면 본 패널모형의 개체는 16개 시도이다. 시간변수는 2000년부터 2017년까
지의 연도15)이다. 16개 시도에 대해 18년 동안 독립변수의 궤적을 추적하면 288개의 패널데
이터가 생성된다.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Stata 14.2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구축된 데이
터는 시간 갭(time gap)이 없는 균형패널(balance panel data)로 나타났다. 패널데이터 분
포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패널데이터 분포
지역

1, 2, ... ,16

Distrib min
ution
100.00 100.00
111111111111111111
of
18
100.00
XXXXXXXXXXXXXXXXXX T_i:

Freq. Percent Cum.
16
16

연도

Pattern

2000, 2001, ... , 2017
5%
18

25% 50% 75% 95% max
18

18

18

18

18

독립변수들의 18년간 평균값을 살펴보면 누적 병상수는 6,040개, 평균 병상수는 약 169
개, 지역총생산은 72조원, 보건 및 사회복지업 총생산은 2조5천억원, 65세 이상 인구수는 32
만명, 1인당 총소득은 2,200만원, 개인소득은 1,27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데이터의
기초통계량은 <표 9>와 같다.

15) 독립변수 데이터 중 일부가 2017년도 까지 조사되어 있어서 2018년 대신 2017년으로 기간을 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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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패널데이터 기초 통계량
Variable

BN
누적 병상수(개)

overall

GRDP
지역내 총생산(백만원)

Max

Observations

6,040

7,679.081

0

45,696

N = 288

4,618.073

424.9444

18,458.83

n =

16

6,237.381 -12418.83 33,277.17

T =

18

63.72543

26.5

611.3333

N =243

between

30.68866

121.7205

236.6021

n = 16

within

56.60403

6.261708

601.2021

T-bar =
15.1875

overall

7.22E+07 7.81E+07

5,582,400

4.14E+08

N = 288

between

7.44E+07

1.07E+07

2.67E+08

n = 16

168.8638

within

2.99E+07

-5.29E+07

2.42E+08

T = 18

187,608

1.75E+07

N = 288

483,059.9

9,744,405

n = 16

1,571,044 -3,738,916 1.06E+07

T = 18

overall 2,499,861 2,948,007
between

P_+65
65세 이상 인구수(명)

between

I
개인소득(천원)

Min

within

Welfare
보건및사회복지업총생산
(백만원)

I_GRNI
1인당 총소득(천원)

Std. Dev.

between
overall

ABN
평균병상수(개)

Mean

within

2,571,839

overall 324,542.8 289,121.5
within

36,071

1,468,215

N = 288

64,375

999,009.6

n = 16

106,330.4 -197,428.6 81,4297.4

T = 18

277,193.8

overall 22,034.18 8,339.459

10,346

50,548

N = 288
n = 16

between

5,954.1

17,019.78

39,863.56

within

6,016.243

7,424.622

35,508.79

T = 18

7,148

21,429

N = 288

overall 12,754.64 3,235.117
between

1,227.535

11,319.33

15,698.11

n = 16

within

3,008.055

6,770.531

18,581.53

T = 18

2) 연구 모형
종속변수는 시도별 누적 병상수, 독립변수는 지역요인관련 변수, 연도변수, 지역변수이다.
연구 모형과 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10]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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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 종속변수    의 i는 16개 시도를, t는 연도를 의미한다.

3. 분석 결과
1) 1차 분석
패널분석은 체계적 차이(  )가 존재하면 고정효과 모형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확률효과 모
형으로 분석한다. 확률효과 모형은 독립변수와 오차항(개체 특성) 간 상관관계, 즉 개체별 체
계적 차이를 나타내는 cov(   ,  )를 “0”으로 가정한다. 반면에 고정효과 모형은 체계적 차이
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 값을 추정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 간 적정성 검증은 하우스만 검정16)
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고정효과(Fe)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0.5251(overall), cov(   ,  )는 –
0.7889로, 확률효과 모형의 설명력은 0.9124(overall)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합한 모형 추
정을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모형 간 계수는 거의 동일하고 체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효과 모형이 연구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7).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1차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16)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에서 귀무가설(H0)은 cov(    ,   )=0 이고, 귀무가설이 채택되면 확률
효과 모형이,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고정효과 모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17) 민인식 외(2016)에 의하면 cov(    ,   )=0 일 경우 두 모형의 추정량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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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차 분석 결과 (확률효과 모형)
구분

Coef.

z

P>|z|

구분

Coef.

z

P>|z|

평균 병상수

-7.429053

-2.37*

0.018

y2016

-969.3213

-0.92

0.355

지역내총생산

0.0001088

3.98**

0

y2017

0 (omitted)

보건및사회복지
-0.0003423
서비스업총생산

-0.68

0.494

강원

-3420.483

-3.21**

0.001

65세 이상 구수

3.73**

0

경기

-14300.17

-4.62**

0

1인당지역총소
-0.8076669
득

-4.89**

0

경남

1290.694

1.18

0.239

1인당 개인소득 0.5196277

0.78

0.438

경북

1828.205

1.53

0.125

0.014071

y2000

-16962.47

-2.99**

0.003

광주

2535.759

2.2*

0.028

y2001

-15694.08

-2.93**

0.003

대구

-1578.837

-1.39

0.163

y2002

-15639.88

-3.02**

0.003

대전

1444.415

1.2

0.229

y2003

-16956.46

-3.46**

0.001

부산

4574.565

3.74**

0

y2004

-15165.72

-3.36**

0.001

서울

-23659.07

-7.07**

0

y2005

-14815.17

-3.59**

0

울산

12298.51

3.96**

0

y2006

-13456.08

-3.46**

0.001

인천

-2588.743

-2.67**

0.008

y2007

-11700.33

-3.36**

0.001

전남

1862.459

1.54

0.123

y2008

-10448.4

-3.28**

0.001

전북

1810.13

1.72

0.085

y2009

-9321.883

-3.14**

0.002

제주

-607.2424

-0.48

0.632

y2010

-8170.518

-3.29**

0.001

충남

2129.474

1.56

0.119

y2011

-7084.944

-3.24**

0.001

충북

0 (omitted)

y2012

-5695.034

-2.94**

0.003

_cons

17360.34

1.71

0.087

y2013

-4725.06

-2.83**

0.005

sigma_u

0

y2014

-3752.377

-2.63**

0.008

sigma_e

2554.8579

y2015

-2559.423

-2.26*

0.024

rho

0

*, ** : 각 유의수준 5%, 1%

1차 분석 결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총생산, 개인소득 두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평균 병상수는 5% 수준에서, 1인당 지역총소득, 지역내 총생산, 65세 이상
인구수는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연도변수가 2000년부터 2014년 까지 5%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분석은 [그림 5]의 우상향
하는 시도별 그래프와 일치하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16개 지역변수 중에서 광주는 5% 수
준에서, 강원, 경기, 부산, 서울, 울산, 인천은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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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6개 지역 모두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대도시권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2차 분석
1차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두 변수를 제외한 후 확률효과 모형으로 다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0.9121(overall)로 거의 같았고, 유의한 변수들도 1차 분석과 동
일하게 나타났다. 연도변수 중 2015년도가 5%수준에서 1% 수준으로 높아졌고, 변수들의 설
명력이 미세하게나마 높아졌다는 점에서 1차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결과는 아래의 <표 11>
과 같다.
<표 11> 2차 분석 결과 (확률효과 모형)
구분

Coef.

z

P>|z|

평균 병상수

-7.461176

-2.43*

0.015

지역내총생산

.0000932

6.63**

65세 이상 인구수

.0136571

1인당지역총소득

Coef.

z

P>|z|

강원

-3612.593

-3.47**

0.001

0.000

경기

-12684.61

-5.77**

0.000

3.68**

0.00

경남

1668.28

1.69

0.091

-.7358815

-5.17**

0.000

경북

2041.153

1.92

0.055

y2000

-20351.51

-7.19**

0.000

광주

2562.955

2.44*

0.015

y2001

-19029.89

-7.18**

0.000

대구

-1350.78

-1.32

0.188

y2002

-18852.93

-7.68**

0.000

대전

1787.622

1.84

0.066

y2003

-19981.03

-8.17**

0.000

부산

4861.04

4.60**

0.000

y2004

-17921.12

-8.04**

0.000

서울

-21594.93

-9.21**

0.000

y2005

-17293.08

-8.21**

0.000

울산

13226.05

4.66**

0.000

y2006

-15788.11

-7.89**

0.000

인천

-2482.742

-2.59**

0.010

y2007

-13751.94

-7.55**

0.000

전남

1454.147

1.42

0.155

y2008

-12303.73

-7.29**

0.000

전북

1779.776

1.72

0.085

y2009

-11077.44

-7.00**

0.000

제주

-491.0977

-0.42

0.678

y2010

-9550.712

-6.76**

0.000

충남

2313.719

1.87

0.061

y2011

-8263.56

-6.44**

0.000

충북

y2012

-6689.931

-5.55**

0.000

_cons

y2013

-5485.139

-4.77**

0.000

sigma_u

y2014

-4329.111

-4.00**

0.000

sigma_e

y2015

-2860.798

-2.87**

0.004

rho

y2016

-1228.473

-1.28

0.201

y2017

구분

0 (omitted)

*, ** : 각 유의수준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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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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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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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요양병원의 입지는 이용자들의 선호도, 만족도에 연동되는 중요 사항으로 간주된다. 지역
별로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입원 환자
뿐 아니라 부양가족 등 보호자들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6개 시
도별로 요양병원이 적절하게 분포하고 있는지, 요양병원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전국 1,570개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2005년에서 2007년 요양병원 설립이 전
국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요양병원이 급증한 시점은 2006년에서 2008년으로
서 신설 병원이 급증한 연도보다 1년 후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09년 이후에는 설립
된 병원보다 폐업한 병원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부산, 경남, 서울 4개 지역이 개업 및 폐업한 요양병원 수에서 각각 상
위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누적 병상수는 경기, 부산, 경남, 경북, 서울 순이었다. 그
러나 인구 천명당 병상수는 광주, 부산, 울산, 대전, 전북, 경남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충북, 제주, 강원, 서울은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양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을 분석하고자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 분석했다.
패널 모형의 설명력은 0.91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평균 병상수는 5% 수준에서, 1인당
지역총소득, 지역내 총생산, 65세 이상 인구수는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총생산, 개인소득 두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6개 지
역변수 중에서 광주는 5% 수준에서, 강원, 경기, 부산, 서울, 울산, 인천은 1% 수준에서 유의
하게 분석되었다. 강원을 제외하면 6개 지역 모두 수도권과 대도시권으로서 인구밀집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 병원 수만큼 많은 수의 요양병원이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사유를 분석하여 조기 폐업을 최소화 하도록 정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 천명당 병상수를 보면 산간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제주, 강원, 충북이 하위
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역소득, 지역내 총생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산업이 부족한 3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은 인구 천명당 병상수가 최하위로 나타났다. 서울의 소득, 65세 이상 인구수,
인구집중도를 고려 시, 지가 등 다른 사유로 인해 공급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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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Korea Consumer Reports (2017), 67.2 percent of the elderly safety accidents in Korea
are at home, while the number of safety accidents in the home is in the order of bathrooms, kitchens,
living rooms, bedrooms and staircases. Therefore,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residential model of safe
house for the elderly is needed in the face of the deepening aging population in Korea.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residential and residential safety
accident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present basic data on the 'old safe house' for prevention of
housing safety accidents. For the research, the ministry will utilize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s "Residence Survey (2017),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Elderly (2017)" and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lans to Reform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Continuing Elderly Community" (Lee Yoon-kyung, 2017). Further, it will
use the Korea Consumer Agency's 'In-depth analysis of safety accidents (2017)'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Household Trend Survey (2016)' in its analysi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into five main categories. First, improvement in structure and public
space layout in residential spac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housing system for the elderly using
ICT. Third, securing diversity of residence according to health level and family structure. Fourth,
development of generation-friendly co-housing model. Fifth, it was found that more support for housing
refurbishment was needed for the elderly.
Key words: elderly, safe housing, residential safety accident, prevention, housing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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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소비자원 보고서(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 노인안전사고 발생지역의 67.2%는 가
정이고, 가정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는 욕실, 주방, 거실, 침실, 계단 등의 순인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령화가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인을 위한 안심주택
의 주거모델에 관한 포괄적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목적은 독거노인들의 주거 및 주거안전사고실태를 분석하고, 주거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노인 안심주택'에 대한 주거모델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국토교통부
의 ‘주거실태조사(2017)’,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2017)’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
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이윤경, 2017)’을 활용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고령자 안전사고 심층 분석(2017)’ 및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2016)’도 분
석에 활용한다.
연구결과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거 공간 내 구조 및 공적 공간 배치의
개선. 둘째, ICT를 활용한 노인주거시스템 구축. 셋째, 건강 수준과 가족구조에 따른 주거의
다양성 확보. 넷째, 세대 공존형 코하우징 모델 개발. 다섯째, 노인층에 대한 주택개조 비용
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노인, 안심주택, 주거안전사고, 사고예방, 주거지원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통계청 인구 추계 기준으
로 고령자 비중이 14%를 넘어선 것은 2003년 고령자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2016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내국인 인구는 4994만 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712만 명으
로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이미 고령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1)에 진입했으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화한 것이다.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
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 2016년 9월 07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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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 일본의 경우도 1970년 7.1%에서 1995년 14.9%로 25
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8년이나 빠른 속도다. 이처럼 노인 인
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안전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노인의
안전문제는 단순히 가정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
제중의 하나로 등장했다. 특히 노인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
비자원에 따르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 안전사고는 욕실, 주방, 거실, 침실, 계단 등의 순으
로 많고, 다세대 주택의 계단, 정원 및 마당 등의 순으로 가정 내 사고가 67.2%에 이르는 것
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안심주택의 주거모델에 관한 포괄적 연구가 필요하다.2) 그러나 노인
을 대상으로 한 안심주택에 대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고령자의 주거
환경과 시설 개선을 통해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심주택의 주거공간창출 방
안모색에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2017년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
인실태조사(2017년도) 및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2017년) 등을 참고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고령자 안전사고 심층 분석(2017년)
및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2016년)자료를 분석에 활용한다. 본 연구대상은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의 수행방법은 안심주택의 공간계획 모델개발을 통한 모형제시를 하는 것
으로 진행한다. 문헌연구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논제와 관련된 전문서적, 대학교 학위논문,
학술지 및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등을 참고한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고행현(2017)은 도시의 소형 밀집 주거공간의 화재위험도에 관한 연구에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공간 형태 및 구조, 소방시설 및 소방진압여건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기감지
및 초기소화를 위한 소방시설의 적용, 각 실별 및 실외 경보설비의 확충, 건물 외부로의 피난
용이성 확보, 각 실별의 방화구획성능 확보, 공용복도(피난통로)의 배연창 설치, 소방 활동 여
건 개선을 위한 차고지 증명제를 통한 불법주차 차단 및 이면도로 확보기준 강화 등 화재위험
도를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김지연·고영준(2017)은 고령자 안전생활 지원 서비
2) 한정란, “고령친화, 가정 내 노인안전에서 출발해야”, 백세시대, 2012년 12월 01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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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개선을 위한 ICT 융합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에서 개인적인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태의 접
근이 필요하며 외부와 소통 할 수 있도록 ICT를 통한 서비스 구축을 주장하였다. 문희정
(2003)은 재가 노인 단독세대의 주거환경 특성과 요구에서 노인들의 주거 실내에 대한 지원
성을 높게 해서 주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임은주(2015)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공동주택 U-health 서비스 통신망 구축방안 연구
에서 U-Health 기기 등 관련 산업발전 유도 등의 기대효과를 연구하였다. 정정훈(2007)은
한국 노인 주거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 안전주택 공급과 법령의 정비와 관리
체제를 보완해서 노인 주택의 공급 주체, 입주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
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일
반 민간주택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부여한 신개념의 공
공임대주택으로써, 2012년부터 시행되어 관련 선행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이연수 외 3
인(2014)3)은 장기안심주택의 공급활성화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에서 임대주택관련 전문가
및 불특정다수 입주가능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박귀현(2017)4)은 일반주택의 경우 건축설계나 설비가 노인을 위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있었으며, 노인들이 사용하는 건물 입구의 경우 휠체어의 사용을 고려한 경사로가 없고,
대부분 단차가 있어 접근이 힘들고 복도나 실내부에도 노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손잡이가 부
착되어 있지 않았다. 바닥의 미끄러움을 많이 호소했으며,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가 컸으며,
문손잡이도 돌리는 방식이라 불편해 하였다.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욕실 내에 앉을
곳이 없다는 점과 거동이 불편할 경우 욕조나 세면대 주변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지적
을 했다.
선행연구에서는 노인 주거의 안전사고 관련 연구는, 노인의 고령화로 인한 주거복지와 거
주하는 주거 환경 내 어떤 점이 안사회문제에 관한 접근방법, 법규의 제안과 디자인 모델 제
안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노인이 전사고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노인 주거안전 현황
과 실태 및 정책 방향 측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시설에 관한 대안 제시는 흔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토대로 주거 안전사고 유형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노인 안심주택' 의
주거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차별성을 기하고자 한다.

3) 이연수·류훈·박성진·강준모, “장기안심주택 공급 실효성과 거주의사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
회지, 34권 제3호, 2014. pp.1023~1031.
4) 박귀현, “노인 안심주택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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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노인의 개념과 특성
1) 노인의 개념
노인의 일반적 개념은 나이든 사람을 호칭할 때 사용한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가 고령자이다. 존칭으로는 어르신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영문으로는 Older Person,
Elderly, Aged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생활방식도 과거 의존형에서 자율
형으로 바뀌는 경향으로 자녀로부터 자유로운 제2의 생활을 영위하려는 Golden Age나
Tonk(통크족)5)이 늘어나는 추세다.6)
WHO는 인간의 뇌세포의 감소과정을 기준으로 65세부터를 노인이라고 규정지었다. 20
세 전후까지 성장을 완료한 뇌세포는 이후 하루에 10만 개 씩 감소하기 시작하며 대략 65세
가 되면 뇌 세포의 감소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본의 경우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65%였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구분은 시대와 사회, 문화에 따라 다르며, 생물학적인 연령은 출생 시
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노인과 비노인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 등 사회제도를 구성하는 기준연
령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법령에 따르면「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를 55세 이상, 준
고령자는 50세~55세로 규정하고,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인자를 고령자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노령 연금 수급권자인 노인을 60세부터 규정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법률적
연령은 <표 1>과 같다.

5) Two Ony No Kids의 약칭으로 경제적 여유와 건강하면 둘만의 노후생활을 미리 계획하여 자신들의
인생을 추구하려는 생각으로 자녀에게 부양받기를 거부하고 부부끼리만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세
대를 의미함.
6) 도미향·이기숙·주정·최순옥·문순영·양한영, 건강가정론, 신정, 2011,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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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인에 대한 법률적 근거
구분

연령구분

근거 및 내용
*「고령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5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호법」: 65세 이상
*「기초연금보호법」: 65세 이상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수급 기준 : 60세
*「노인복지법」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5세 이상
*「대법원」 노인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논의7)

자료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0, p. 412

2) 노인의 특성
노인은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서 감태 현상이 나타나며 자체조직으로 환경변화에도 적
응하는 능력이 결핍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도 결손 되어
심리적인 면에서도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면에서도
쇠퇴기에 접어들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역할이 축소되는 편이다. 더불어 소득 감소와 노화, 배
우자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상실감, 절망감, 무력감을 가져다주며 이러한 노인들의
생활 변화는 개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으로는 소외감과 괴리감을 느끼
게 된다. 노인은 다른 노인집단에 비해 주거·여가 및 사회참여·소득·건강 등 생활 전반에 걸
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지속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8)
또 다른 특성은 신체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특성, 경제적인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
거적인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노화에서 시작되는 건강상의
어려움·정서적 지지체계 미약 등에서 오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 상실의 어려움, 고독 및 경제
적 빈곤의 어려움, 소외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개인적
현상들은 노인의 자살이나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측
면에서의 대응이 요구된다.

7) 대법원 전원 합의체,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서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올린 바 있다. 2019년 2월21일.
8) 정경희, “노인의 삶과 일상”, 한국 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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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사회환경
1) 연령별 성별 및 지역별 인구
통계청 2017년 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유소년인구는 6,632천명 (13.3%),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7,115천명(14.2%)으로 유소년인구 보다 484천명 많게 집계되었다.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1960년대 73만 명이던 노인 인구가
2005년에는 6배가 넘는 440만 명에 이르렀고 2017년에는 711만5천명에 도달했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인구 증감률은 95~99세가 1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세 이
상(12.1%), 85~89세(8.7%) 순으로 나타났다. 100세 이상 고령인구도 3,908명으로 2016년
에 비해 422명(12.1%) 증가세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성별 및 연령별 고령인구 현황은 <표 2>와 같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세종시만 (‘16년 9.6%→‘17년 9.3%) 비율이 감소하고, 그 외
시도는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경기도가 1,42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90천명, 부산
550천명 순으로 집계되었다.9) 동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12.5%이며, 읍 지역은 15.5%, 면
지역은 28.6%로 나타났으며,시도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22.0%)이 가장 높고, 경북
(19.0%), 전북(19.0%), 강원(18.0%) 순이며, 세종시(9.3%)가 가장 낮다.10)
<표 2> 65세 이상 성 및 연령별 고령인구 현황(2016년~2017년)
(단위 : 천명, %)

연 령

2016년

2017년

차이(B-A)

계(A)

남자

여자

계(B)

남자

여자

증감

증감률

65세 이상

6,775

2,863

3,912

7,115

3,028

4,087

340

5.0

65 ~ 69세

2,180

1,045

1,135

2,282

1,098

1,185

103

4.7

70 ~ 74세

1,736

786

950

1,745

798

948

9

0.5

75 ~ 79세

1,418

583

835

1,537

641

896

119

8.4

80 ~ 84세

881

306

574

940

334

606

59

6.7

85 ~ 89세

399

107

292

434

119

314

35

8.7

90 ~ 94세

130

29

101

141

31

110

11

8.6

95 ~ 99세

28

5

22

32

6

26

4

15.3

100세 이상

3

0

3

4

1

3

0

12.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8년 8월 27일, 보도자료, p. 20

9) 김진·김행조, “고령자의 복지예산과 이를 위한 정책 제한”, 대한부동산 학회지, 제32권 제2호,2014, p.37.
10)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2018년 8월 27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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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인구 규모
지속적인 기대수명 연장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크게 증가 할 전망이다.
2015년 654만1천명(남자 274만9천명, 여자 379만3천명)으로 여성이 더 높다. 2025년에는
1천508만 명으로 1,500만 명이 넘어서고, 2035년에는 1천5백1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50년에는 1,881만3천명까지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5년 12.8%에서 2026년 20.0%, 2037년 30.0% 2058년 40.0%를 초과할 전망
이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2015년 51만2천명에서 2025년 114만 명으로 100만 명이
넘어서고, 2065년 504만9천명으로 2015년 대비 10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구성비는 2015년 1.0% 수준에서 2065년 11.7%로 증가할 전망
이다.11)

Ⅲ. 노인의 주거 및 주거안전사고 실태
1. 노인의 주거
노인의 거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의 활동 장애 및 신체적 쇠약을 고려한 무장애적
인 건축설계가 필수적이며, 구조의 디자인측면에서도 노인 스스로 독립된 생활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최대한 제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 등을 배려하기 위한 대
책 수립 평가는 5단계의 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노인을 위해 많은 부분을 배려할수록 등급
이 높으며, 세부기준들은 이동할 때 안전성과 개조 용이성 등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
이다.12)
또한 주택의 물리적 구조 외에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지원
성까지를 포함한 주거의 개념이 되어야 하고 생존을 위한 수단, 경제적 보장 및 재산 가치,
사회적 지위와 정체감의 상징, 사회적 관계망 구축의 도구, 신체적, 경제적 독립성의 표현, 사
생활의 자유 보장, 생활기능 저하의 보완 및 수용으로서의 개념 등이 필요하다.13) 일본건축센
터의 경우 노인주택이란,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집합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노인 거
1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5〜2065년, 2016.12.8 보도자료, p.15, 재구성
12) 권오정·김진영·이용민. “고령자 주택개조 관련 제도 현황 분석”, 한국 실내 디자인학회 논문집,
27(2), 2018, pp.24~36.
13) 이호성, “고령 친화 아파트 단위주택의 계획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
문, 2011, p.61.

- 108 -

노인 안심주택에 관한연구

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장애화 설계(barrier free)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 이외의 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14)

1) 노인 주거환경 특성
국토부 주거실태조사(2017년도)에 따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비중이 51.2%
로 가장 많고, 아파트 34.3%, 연립주택 2.5%, 다세대주택 8.3%,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9%, 주택 이외의 거처 1.9%의 비중으로 집계되었으며 노인의 거처 현황은 < 표 3 >과
같다.
<표 3> 노인 주거환경 특성
(단위 : %)

구

분

주거실태조사(2017년도)

아파트

34.3

다세대

8.3

연립주택

2.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9

주택 이외

1.9

단독주택

51.2

누

100.0

계

자료 : 국토부, 주거실태조사(2017), 재구성

국토부 주거실태조사(2017년도)에 따르면 노인 가구는 전국적으로 21.0%를 차지하고 있으
며 수도권은 17.5%, 비수도권은 24.2%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
다. 그 중 2인 가구가 44.7%, 1인 가구 40.2%로 대부분의 노인 가구는 1인 또는 2인 가구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5)가구 형태는 노인 부부가구가 48.4%, 노인 단독 가구가
23.6%, 자녀동거 가구 23.7%로 나타나, 노인 부부가구의 비중이 2014년 대비 3.9% 높게 나
타났다.
반면 자녀동거의 경우 28.4%에서 4.7% 낮아진 23.7%를 나타남으로써 독거노인 가구가
주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뒤를 이어 노인 부부가구 비중이 높아져 자녀와의 동거
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일반 가구 평균 거주기간은 8.0년으로 나타났
14) 박귀현, “노인 안심주택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pp.
18~19.
15)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7년도) 연구보고서(특성가구)”, 2017,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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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노인 가구는 15.5년으로 집계되어 한번 정착하면 오랜 기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종합하면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가구 소득·가구 형태·교육수준·거주 지역·취업상태 등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주거 위치는 전체의 96.6%가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반지하 3.3%, 옥탑 0.2% 순이다.

2) 주택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문제점
노인들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생활하는 데 있어 주택의 구조 및 설비 이용에 불편함
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는 주택의 구조 및 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한국소비자원의 고
령자 안전사고 심층 분석(2017년도)에 따르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 안전사고의 위해 다발
품목 현황은 ‘침대’가 2,953건(4.2%)으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2,695건(3.8%), ‘비닐 바닥재’ 1,681건(2.4%), ‘콘크리트 계단’ 1,632건(2.3%) 순으로 나타
났다. 물론 주거 내 공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위험요소를 우선하여 제거하고 사고의 반복도
를 파악하여 주거구조나 설비 등을 개·보수해야 주거 내 안전사고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 주거안전사고 실태
2017년 12월에 발표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노인16) 안전
사고에서 65세 이상 노인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 접수된 65세 이상 노인 위해
건수는 2014년 4,453(16.2%), ‘15년 5,111건(14.8%), ’16년 5,795건(13.4%)으로 매년 증
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는 5,795건으로 전 연령 안전사고의 8.4%를 차지하였다. 최근 3년
간 노인 안전사고 접수 건수 및 전 연령 안전사고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15년(5,111건)과 비교하여 13.4% 증가했다. 전 연령 안전사고 중 노인이 차지하
는 비율은 2014년 6.6%, 2015년 7.5%, 2016년 8.4%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CISS에
접수된 노인 안전사고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17)

16) 고령자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다르나 통계청에서 주로 만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자 통계 조사대상으
로 정함에 따라 본 조사에서도 만 65세 이상을 고령자의 기준으로 함.
17) 보건복지테이터 포털, 시도별 노인(65세 이상) 안전사고 경험률(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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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인 안전사고 현황(2014년~2016년)
(단위 :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 연령 안전사고(건)

67,037

68.002

69,018

노인 안전사고(건)(증가율)

4,453(-)

5,111(14.8)

5,795(13.4)

노인 비율(%)

6.6

7.5

8.4

자료 : 한국소비자원 위해 분석팀, 고령자 안전사고 심층분석, 2017.

또한, 노인실태조사(2017년도)에 따르면 노인의 0.6%가 화재·가스·누수 등 안전사고 경
험이 있고, 15.8%는 낙상 경험이 있으며, 2016년 1년간 낙상 횟수는 평균 2.1회로 나타났으
며, 낙상의 주된 이유는 바닥의 미끄러움이 26.4%, 다리에 힘이 풀려서(갑자기 주저앉아서)가
20.1%로 나타나 노인에 대한 주거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
는 주택의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욕실·화장실·주방 등의 사용 불편(25.1%)이며, 거주하는 동
네의 주거환경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각종 생활·문화시설 부족 또는 이용 불편(32.3%)으로
나타났다.

1) 발생 장소별 노인 위해정보 현황
노인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주택’이 3,506건(60.5%)이 가장 많고, 이어서
‘도로 및 인도’ 246건(4.3%), ‘숙박 및 음식점’ 219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생 장
소별 위해정보 건수는 ＜표 5＞와 같다.
<표 5> 발생 장소별 노인 위해정보 건수
(단위 : 건, %)

구

분
주
택
도로 및 인도
숙박 및 음식점
농·수·축산업 지역
의료서비스시설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복지 및 노인 요양시설
교통시설
기
타
합
계

건
수
3,506
246
219
176
174
135
116
113
1,110
5,795

자료 : 한국소비자원 위해 분석팀, 고령자 안전사고 심층분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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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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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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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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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내 낙상 횟수별 위해정보 현황
한국소비자원(2017)은 가정에서 발생한 노인을 위해 안전사고 3,506건을 세부 분석한 결
과, ‘주택’이 사고다발장소 1위인 점은 같으나 비중이 10% 이상 높았고, 노인 종사자수 및 이
용도가 높은 ‘농·수·축산업 지역’, ‘의료서비스시설’,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았으며, ‘침실·방’이 868건(15.0%)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실/욕실’ 638건
(11.0%), ‘거실’ 487건(8.4%), ‘주방’ 414건(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사고 발생
장소 위해정보 건수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가정 내 사고 발생장소 위해정보 건수
(단위 :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침실/방

868

15.0

화장실/욕실

638

11.0

거

실

487

8.4

주

방

414

7.1

계

단

313

5.4

현

관

81

1.4

정원/마당

40

0.7

기

타

98

1.7

미

상

567

9.8

합

계

3,506

전 연령 대비 60.5

자료 : 한국소비자원 위해 분석팀, 고령자 안전사고 심층분석, 2017.

3) 위해 내용별 현황
위해의 내용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물리적 충격’이 3,469건(59.9%)으로 가장 많
았고, 이어서 ‘식품 및 이물질’ 913건(15.8%), ‘제품 관련’ 666건(11.5%) 등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전 연령 안전사고와 비교할 때 노인에게 ‘물리적 충격(미끄러짐·넘어짐)’으로 인한 사
고의 비율이 2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은 일상생활 중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 낙
상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별 내용은 <표 7>과 같다.18)

18) 정경희 외 10, 앞의 논문,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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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위해 내용별 건수
(단위 : 건, %)
구

분

넘어짐/미끄러짐

건

수

비

율

2,278

39.3

락

468

8.1

부 딪 힘

386

6.7

눌림·끼임

257

4.4

추

기타 물리적 충격

80

1.4

식품섭취 관련

638

11.0

이 물 질

225

3.9

부패·변질

50

0.9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269

4.6

파열·파손·꺾어짐

138

2.4

기능 고장

71

1.2

부품탈락

20

0.4

조작·사용성 불량

16

0.3

기타 불량 및 고장

152

2.6

화재·발열·과열·가스

212

3.7

의료시술 및 약물

164

2.8

피부 관련

136

2.3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

118

2.0

기

타

103

1.8

미

상

14

0.2

합

계

5,795

100.0

자료 : 한국소비자원 위해 분석팀, 고령자 안전사고 심층분석, 2017.

3. 노인 연령대별 상위 5개 품목별 위해 내용 현황
노인 연령대별 다발 품목을 살펴보면 ‘바닥재’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침실가구’, ‘계단 및 층계’, ‘농업용 기계’ 등이 상위 5개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의 경우 상위 5개 품목 비중이 28.0%로 특정 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품목에
서 안전사고가 나타났으며, ‘70~79세’는 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이 46.8%로 상승하였고, ‘80세
이상’의 경우 상위 5개 품목에서 62.4%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일부
제한된 품목에서 안전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19) 연령대별 위해내용은 <표 8>과 같다.
19) 이한나·김승희,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비교분석", 대한부동산 학회지, 제35권
제1호, 2017,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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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령대별 상위 5개 품목별 위해 내용 현황
(단위 : 건, %)

순위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노인 전체

1

바닥재190(9.7)

바닥재516(22.4)

바닥재577(37.8)

바닥재1,283(22.1)

2

주방 가전138(7.0)

농업용 기계164(7.1)

침실가구149(9.8)

침실가구357(6.2)

3

계단 및 층계77(3.9)

계단 및 층계154(6.7)

계단 및 층계100(6.6)

계단 및 층계331(5.7)

4

농업용 기계73(3.7)

침실가구139(6.0)

문75(4.9)

농업용 기계288(5.0)

5

의약품72(3.7)

문104(4.5)

농업용 기계51(3.3)

문234(4.0)

계

1,967(100.0)

2,302(100.0

1,526(100.0)

5,795(100.0)

비중

28.0

46.8

62.4

43.0

자료 : 한국소비자원 위해 분석팀, 고령자 안전사고 심층분석, 2017.

Ⅳ. 노인 안심주택의 주거 모델 제안 및 개발
1. 주거 공간 내 구조 및 공적 공간 배치
노인은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심리적 · 신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고, 불안정적인 주거환경은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이 주거 내에서
장판 등에 미끄러져 다치거나, 욕실에서 넘어져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집
안 내에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 잡고 걸을 수 있도록 하거나 잠깐 앉아 쉴 수 있는 의자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화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소방시설 등의 설비, 미끄럼 방지 자재 개발
및 설비로 주거 내의 형태와 구조를 노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실내 공간)구조 및
형태에 대한 지원성을 높일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동선을 고려한
계획도 필요하다.20) 주거약자를 위한 한국형 유니버설 디자인21)의 구체화 추진이 필요하며
자가에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주택 집단 규모는 50호 내·외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이유는 노인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
으면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건물의 층수는 3층 이하
가 적당할 듯하다. 이유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승강기로 높은 장소로 이동 시 고장이 발생
20) 고영아, “노인 안심주택의 주거모델에 관한 연구 : 주거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p.69~72
21)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공간과 생산품의 디자인을, 가능한 모든 연령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원리이다.; 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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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대처가 어렵고, 고소공포증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22)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실내가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소득
에 상관없이 침실과 연결된 욕실, 침대, 간이 의자, 붙박이장, 화장대, 서랍장, TV에 대한 선
호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부부가구에 대한 침실 및 기타 가구목록과 면적을 <표 9>와
같이 예시한다.
<표 9> 노인 부부가구 침실 가구배치(예시)
(단위 : %)
가구 종류

가구 치수 가로세로(mm)

가구 면적(㎡)

2인용침대

1800×2200

3.96

1200X1000

1.2

원탁 테이블

700×700

0.7

붙박이장 4개

(450×4)X550

0.9

화 장 대

1000×500

0.5

서 랍 장

1000×500

0.5

T

1000×400

0.4

욕

실

V

따라서 노인부부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과 가구 목록은 넓은 침대, 욕실, 테이
블, 붙박이장, 화장대, TV, 서랍장 등이다. 노인주택 실내 평면도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노인주택 실내 가구배치 평면도
22) 이윤재·이현수, “노인주택 면적계획을 위한 요소로써 행위면적 산출연구”, 2009, 한국 주거학회, 한
국 주거학회 논문집, 2009, 20권 1호, 2009,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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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 공적공간은 사용자가 편리한 무장애 공간 활용에 목적이 있다. 특히 공통적인
가구배치와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복도 폭(1200㎜)과 회전반경(Ø1500)이 나오도록 현관, 공
동거실 및 다목적실, 공동식당, 부엌, 공동세탁실 공간 등을 고려한 구조로 계획하였다. 현관
은 거주구성원 모두가 출입 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며 충분한 수납공간과 휠체어 보관 공간도
중요하다. 낮은 수납장과 간이의자를 이용하여 신발 탈착 시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23) 현관 공간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자료 : 남희경,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주거형 공공임대주택 모델 p. 63. 참조 연구자 재구성.

[그림 2] 현관 공간계획 도면

2. ICT를 활용한 노인주거시설의 구축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기반을 이용해 쌍방향 소통과 실시간 정보전달이 되는 ICT
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노인들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 제품개발이 요구된다. 노인에 대한 주거
23) 남희경,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주거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제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p. 63. 참고 재구성. 원형탁자는 그룹구성원 간의 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Donald C.Pennington, 한지은, 유승민 역, 소그룹 내 행동의 사회심리학, 서울 : 시그
마프레스(주), 재인용.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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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
사고를 미리 감지하여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는 안전사고 위험의 효율적인 예방과 선제 대응에 목적을 두고 노인 주거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안전사고 여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노인의 주거지 내에 게이트웨이·가스감지 센서·화재감지 센
서·출입감지 센서·무선외출 버튼·응급호출기·활동 감지 센서·무선전등 스위치·네트워크 카메
라 등을 사물인터넷 기술과 연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112에 자동으로 응급상
황을 알리는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지원 영역을 확대하여 향후 현장에 대응하고 사후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옷을 입히거나 배변을 보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역
할, 부축하여 동행하기 등 간병인을 대체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실버로봇, 인공지능 로봇 개
발 등을 통하여 주거안전사고 발생할 때 자동 신고하는 시스템, 가정 내로 제한된 고정형 장비
뿐만이 아닌 소지형 장비도 제조하여 생활 내 안전 범위를 주거공간뿐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
대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감지기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피드
백해주는 시스템 또한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부가적으로 이러한 ICT 기반 제품 및 서비스 연
구는 보조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고용 창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3. 건강 수준과 가족구조에 따른 주거의 다양성 확보
고령화는 노인 및 부부 노인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주택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주거 형태 변화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주택구조나 수요
변화보다도 노인의 건강상태와 노인 돌봄 자원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더 나은 지역사회 주
거 형태가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주거 형태는 개인·임대 등 주거 형태 또
는 생활 시설(주로 요양 시설) 형태로 양분되어 있다. 그러나 Aging in Place의 개념대로 노
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안적 중간 주거모델이 필요한 상황이
다. 즉, 노인의 가족구조 변화와 건강수준을 반영한 노인주거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은 노인주택을 규율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육성토록 하고 있으나,
선언적 상황에 불과할 뿐이고 정책적 움직임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택의 버
리어 프리화(Barrier-Free) 등 노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노인용 주택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삶을 영위하다 여생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인주택에 관한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고
려하여 노인들의 특성에 맞도록 생활 및 문화 공간, 노인의 안전보장, 노인에게 적합한 내부
의 공간계획, 노인에게 적합한 외부의 환경적 조건,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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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거복지모델을 위한 연구 방향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집합 주거복지모델·공동 주거복지모델·단지 주거복지모델·공유 하우스 등과 같은 신개념의
노인 주거복지모델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주거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주거
복지 문제 및 주거관리 문제를 전담 해결하는 방안 또한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주거복지모델
이 공급된다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과 함께 거주하며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고 홀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고독사를 비롯한 주거안전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웃들이 서로 가족이 되어 보살피며 각자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함께 도와가면서 거주할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의 형성은 노인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4. 세대 공존형 코하우징(Co housing) 모델 개발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세대공존(Generational Coexistence)개념의
주거 공간구조가 필요하다. 노인과 젊은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존형 코하우징(Co
housing)24)을 설립하여 노인의 고립 및 세대 간 단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대 공존형 코
하우징 설립을 위해서는 폐교나 빈집 등 지역 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인
들만 출입하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 코하우징 구축이 필
요하다.
세대 간의 교류를 위하여 세대 공존형 코하우징 내 어린이집이나 편의점·수영장·피트니스
클럽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노인을 위해 개인의 독립적 주거공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외로움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내 세대 공존형 공용공간을 제공25)하는 것이다. [그림 3]과 같이 1층
및 부속 건물의 공용 공간을 북 카페 및 인터넷카페·세미나실·공동식당·세탁실·공동요리실·
공구실·취미 여가실·공용 창고 등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개방
을 하고 저렴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다. 거실도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가구배치를 포함
한 동선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구성원들이 상시 담소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원형 탁자를
배치하여 저렴하게 운영한다.
코하우징 모델이 개발되어 보급된다면 노인의 주거 편의성이 증진되고 공용 공간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젊은 1인 가구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
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노인 개인 단위 세대들의 전용공간 외

24) 코하우징(Co housing) 이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협동 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주거 형태’이다.
25) 남희경,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공동생활 주거형 공공임대주택 모델 제안”,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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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용 및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제안할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식당
관련 서비스 구비시설은 식당 및 주방, 다목적실,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한다. 큰 식당 공간
에서는 친목을 도모하며 식사를 하도록 하고, 소규모는 주택과 같은 층의 작은 식당에서 식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거실 관련 시설은 공통으
로 거실, 라운지, 담화 코너, 휴게실로 구성한다.26) 이러한 시설은 한곳에 대규모 설치보다는
소규모로 각 층별로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③ 입욕 서비스 관
련 시설인 공동욕실은 탈의실과 화장실, 수납공간을 포함한다. 단위세대에도 욕실은 설치하지
만, 공동욕실은 입욕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노인 전용 탈의, 준비, 입욕을 위한 시설 일체가 갖
추어져야 한다. ④ 주택 및 서비스 업무 사무시설은 1층에 배치하여, 비상시 연락 및 대처서
비스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수납 관련 시설인 창고 등을 만들고 그 외의 기타시
설로 다양한 식물을 재배는 옥상 및 난간 정원이나 부지 내 공간을 활용하여 꽃과 나무에 관
한 취미활동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3] 공동시설 및 다목적 공간 구조(예시)

26) 장학희·이한나·김승희, 은퇴후 주거선택 요인과 은퇴자 마을 거주의향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7
권 제1호,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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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 비용 지원 확대
차상위계층 노인 중 건강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고령층 주택 가이드라인27)’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주택개조비용을 LH, SH 지역 내 관련 자원 등과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조 및 보수의 경·중·대를 결정하고 있으나, 노후에 상관없이 ‘고령층 주
택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경우 주택보수개량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집안에서
의 손잡이 설치, 높낮이 차 해소, 미끄럼방지, 변기교환 및 원활한 이동을 위한 건축재료 변경
및 개조비용의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Ⅴ. 결 론
우리나라 노령층의 경우 압축성장의 영향 등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한
관계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진한 형편이다. 특히 60대 중·후반 이상 연령층 대부분의 경우
생존과 자녀교육 등에 우선을 둔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 대비에는 등한
시하며 작금에 이르게 된 것이 현실이다. 건강상태 역시 젊은 시절부터 소홀한 탓으로 좋지
않다.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홀로 지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낙상 등 가정 내 안전사고 위험
에도 노출되어 있지만, 시설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
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조기 퇴직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정년제도 개편을 포함
해서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령관련법 개정은 물론 국가도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기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시적으로 실현될 때 노령층의 주
거 내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며, 노령층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 공간 내 구조와 공
적 공간 배치의 개선이다. 노인들이 잡고 걸을 수 있는 안전구조물, 간이의자, 소방시설 재배

27) 현재 대부분국가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자 문제 모두를 ‘사회적 보호’에서부터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에 따라 제정된 세계 각국의 무장
애 건축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들은 이미 공공 건축뿐 아니라 주택건축에서도 세부적인 설계 규정
과 기준들이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8월 22일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 치
수 원칙 및 기준’ KSP 1509 (이하 ‘KS 표준’으로 표기)가 제정, 고시(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6~0357호)된 바 있다. (이호성·최찬환,이특구), 앞의 논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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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 주거 내 공간구조를 노인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실내에 대한
지원성을 높인다. 둘째, ICT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으로 노인들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빅 데이터·음성인식·이미지인식 등 기술을 반영한 장비 도입 등 독립적인 생활과 소통을 동
시 충족하는 맞춤형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건강 수준과 가족구조에 따른 주거의 다양
성 확보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집합·공동·단지형 주거복지모델·공유 하우스 등 다양
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세대 공존형 코하우징 모델 개발이다. 노인의 고립 및 세대
간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과 젊은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공존(Generational
Coexistence)의 주거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노인층에 대한 주택개조 비용 지원확대이다.
주택의 노후 정도에 상관없이 ‘고령층 주택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은 주택 개·보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안심주택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아, 사례분석을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 자료가 많지 않는 한계가 있다.
향후 고령자들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에 적합한 주거정책과 더
불어 안전한 설계를 바탕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쪽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이동성을 고려
한 공간적 차원의 후속 연구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영아, “노인 안심주택의 주거모델에 관한 연구 : 주거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상명대
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 고행현, “도시의 소형 밀집 주거공간의 화재위험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7년도) 연구보고서(특성가구), 2017.
∙ 김봉재,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의 문제진단 및 정책제안”,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2015.
∙ 김지연·고영준, “고령자 안전생활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ICT융합 선행연구 및 사례분
석”, Journal of Digital Interaction Design, Vol. 16 No. 3, 2017.
∙ 김진·김행조, “고령자의 복지예산과 이를 위한 정책 제한”, 대한부동산 학회지, 제32권 제
2호, 2014.
∙ 남희경,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공동생활주거형 공공임대주택 모델 제안”, 이화여
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121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2號(通卷 第52號)

∙ 도미향·이기숙·주정·최순옥·문순영·양한영, ｢건강가정론｣, 신정, 2011.
∙ 문희정, “재가노인 단독세대의 주거환경 특성과 요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박귀현, “노인 안심주택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17년) 결과 보고, 보도자료, 2018.
∙ _________, 제2차 노인종합지원 대책, 보도자료(2018. 4. 26), 2018.
∙ _________, 노인 현황 조사, 2017.
∙ _________, 노인 생활실태 분석 및 적정 보호 인구 추계(2016. 1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과 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 _________, 시도별 노인 안전사고 경험률(2014), 보건복지테이터 포털, 2015.
∙ 오정·김진영·이용민, “고령자 주택개조 관련 제도 현황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7(2), 2018.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0.
∙ 이연수·류훈·박성진·강준모, “장기안심주택 공급 실효성과 거주의사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지, 34권 제3호, 2014.
∙ 이윤경,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이윤재·이현수, “노인주택 면적계획을 위한 요소로써 행위면적 산출연구”, 한국 주거학회
논문집(2009), 20권 1호, 한국 주거학회, 2009.
∙ 이한나·김승희,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비교분석", 대한부동산 학회지,
제35권 제1호, 2017.
∙ 이호성, “고령 친화 아파트 단위주택의 계획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 논문, 2011.
∙ 임은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공동주택 U-health 서비스 통신망 구축방안 연구”, 성균
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장학희·이한나·김승희, "은퇴후 주거선택 요인과 은퇴자 마을 거주의향 분석", 대한부동산
학회지, 제37권 제1호, 2019.
∙ 정경희, “노인의 삶과 일상”, 한국 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
∙ 정경희·오영희·이윤경·오미애·강은나·김경래·황남희·김세진·이선희·이석구·

홍송이, 노

인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7년), 보건복지부, 2017.
∙ 정정훈, “한국노인 주거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정책적인 면을 중심으로 ”, 인하대학
- 122 -

노인 안심주택에 관한연구

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 한국소비자원, 고령자 안전사고 심층분석, 위해 분석팀, 2017.
∙ 한정란,“고령친화, 가정내 노인안전에서 출발해야”, 백세시대 보도자료(2012. 12.1).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www.stat.molit.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index/index.d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

<투고(접수)일자 2019.05.09. 심사(수정)일자 2019.05.09. 게재확정일자 2019.06.25.>

- 123 -

산업단지 면적과 주거지역 비중이 지역 내 총생산(GRDP)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소속 시, 군을 중심으로 김경환* · 민규식** · 김행조***

A Study on the Effect of Industrial Complex Area and
Housing Area Ratio o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GRDP)
- Focused on the Cities Belonging to Chungcheongnam-Do Kim, Kyung Hwan · Min Guy Sik · Kim Haeng Jo
28)29)30)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Ⅲ. 분석방법과 변수설정
1. 분석방법
2. 변수의 설정

Ⅱ. 이론적 고찰
1. 이론적 논의
2. 선행연구 분석

Ⅳ. 실증분석
1. 기초통계량
2.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ABSTRACT
The income gap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areas is a chronic problem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industrial imbalance under the policy of concentrating the metropolitan area is the reason
why the problem continues to escalate.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per capita of the province. Especially, by analyzing the ratio
of residential area and industrial complex area, providing implication point on further development plan
is main purpose of this study. For that, we set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per capita as
a dependent variable and conducted a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control variables are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industrialization characteristics,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real estate
characteristics. The variables with positive correlation are the area of the industrial complex, workers
per thousand people, financial independence, housing supply rate, and the Composite Index. The
variables of negative correlation are the population, the ratio of residential area, the rate of land price
fluctuation, and the distance from the Seoul.
Keywords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Industrial Complex Area, Raio of Residential Area,
Inequality of Income in the Capital Region and Localities

* 정회원,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sinbee012@naver.com, 주저자)
** 정회원,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gsmin@jj.ac.kr, 교신저자)
*** 정회원, 나사렛대학교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kimhaengjo@hanmail.net, 공동저자)

- 125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2號(通卷 第52號)

【국문요약】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격차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특히 수도권집중육성 정책에
의한 산업불균형은 해당 문제가 지속, 심화되는 원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업단지 지
정면적과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개발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거
시경제지표, 산업화특성, 인구특성, 부동산특성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진
행하였다. 분석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로는 산업단지지정면적, 인구 천명 당 종사자,
재정자립도, 주택보급률, 경기종합동행지수이며,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주민등록인구,
도시지역대비 주거지역면적 비율, 지가변동률, 수도권과의 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의 수, 인구증가율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주거지역위주의 개발보
다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의 성장에 유리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지역 내 총생산(GRDP), 산업단지, 주거지역 비율, 수도권·지방 소득 불균형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이다. 이는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산업화하여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방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
도권 집중화 정책은 최대의 효율을 통해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1). 하지만 고도의 성장시대가 끝난 현재에는 해당 정책의 부작용이 남아 수도권과 지방
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은 소득의 불균형, 인구의 수도권
집중,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과열, 농촌의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
다. 게다가 해당 현상들의 결과로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다시 위의 현상
1) 김진영, “한국의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대책”, ｢한국행정논집｣, 제17권 제2호, 한국정부학회, 2005,
pp.3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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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산업시설의 수도권집중은 수도권과 지방
의 불균형 중에도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2)
다행인 점은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수도권 집중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3) 특히 기업의 생산시설 탈 수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생
산시설이 입주하는 지방 도시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산업, 주거 인프라가 형성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구성원의 상당수가 해당 생산시설의 종사자 혹은 관련 직무 종
사자이기 때문에 고용율과 소득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특히 산업시설
의 면적과 주거지역의 비중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
다.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이라는 상반된 부동산 자원의 활용이 지방 도시의 소득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향후 지방 도시의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업
시설의 이전이 포함되지 않은 지방 신도시, 재개발 등 주거용 부동산 개발을 지방도시 발전의
수단으로 가정하는 일부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지방도시의 주거지역 개발보다는 산업시설의 지방이전을 통한
산업시설의 확충이 지방도시 소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지
표와 각 시, 군의 특성을 통제하여 해당 변수들이 1인당 지역 내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려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1인당 지역 내 생산(GRDP)에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의 비중이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 소속된 전체 15개 시, 군(계룡시, 공주시, 금산
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
군, 홍성군)을 대상으로 2010년~2016년 1인당 지역 내 생산(GRD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였다.
대상지역인 충청남도는 국토의 중앙이며, 다양한 특성의 시, 군을 포함하여 지방 도시의
여러 속성을 대표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
양군, 홍성군 등 농업, 임업, 축산업 중심의 도시와 태안군 등의 어업 중심 도시, 당진시, 서

2) 박완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가?”, ｢응용경제｣, 제10권 제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9, pp.197~223.
3) 염상덕, “물류창고 입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67권, 한국부동산학회, 2016,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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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아산시, 천안시 등의 3차 산업 중심도시 뿐 아니라 계룡시와 논산시와 같은 행정, 군사
중심의 도시 등 다양한 지방도시의 형태를 비교적 잘 반영한다. 충청남도 지역의 광역시인 대전
과 특별시인 세종시, 2012년에 세종시에 편입된 연기군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연구의 대상기간인 2010년~2016년은 국제경기가 안정화를 보여 거시경제지표의 특이사
항이 비교적 통제되었으며,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등 연구대상 도시 중 일부에 급격한 산업
화가 진행되어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화가 큰 기간이다. 이를
통해 주요 설명변수의 영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기간으로 선정하
였다.
연구방법은 해당 도시의 당해년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선형회귀분석이다. 통제변수는 거시경제지표, 산업화특성, 인구특성, 부동산특성 등으로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산업단지 지정면적’과 ‘도시지역 대비 주거지역 비율’을 포함한 ‘산
업단지 수’, ‘주민등록인구’, ‘인구증가율’, ‘인구 천 명당 종사자’, ‘지가변동률’, ‘주택보급률’,
‘수도권 접근성’, ‘재정자립도’, ‘경기종합동행지수’를 설정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은 IBM의
통계프로그램 SPSS25 버전을 활용하여 진행했다.

Ⅱ. 이론적 고찰
1. 이론적 고찰
1)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현황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의한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통계청 ‘시도별, 산업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통계에 따르면 전국
1,950,338개 산업체, 17,362,903명 종사자 중 서울 437,391개 산업체, 4,389,417명 종사
자, 경기도 468,641개 산업체, 4,056,901명 종사자, 인천 92,664개 산업체, 817,885명 종
사자를 나타낸다. 사업체 기준으로 서울은 전국의 22.4%, 경기도는 24%, 인천은 4.7%의 점
유율을 갖는다. 즉 전국의 사업체 중 51.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종사자 기준으로 서
울은 전국의 25.2%, 경기도는 23.3%, 인천은 4.7%의 점유율을 갖는다. 즉 전국의 사업체 종
사자 중 53.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4)

4)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2019. 3. 18 방문하여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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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대하여 2001년 OECD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작
성한 한국지역정책보고서에서는 전통적인 지역격차에 더불어 도시빈곤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
다고 제언했다.5)

2) 지역 내 총생산(GRDP)현황
지역 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일
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 즉 각 시, 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
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6) 해당 통계는 매년 연말에 통계
청에서 작성하여 발표한다. 지역 내 총생산의 추계방식은 산업관련 통계조사, 물가지수, 생산
지수, 산업연관표 등 1,370여개의 기초자료를 활용한다.7)
본 통계의 목적은 경제주체, 지역 간 소득순환을 파악하고 지역경제실태를 포괄적으로 파
악하여 재정, 경제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2017년 기준 전국의 GRDP는 1,732조원
으로 경제성장률 3.1%보다 높은 5.5%가량 증가했다. 시, 도별 규모는 경기(414조원), 서울
(372조원), 충남(124조원) 순이다. 현재 지역별 GRDP는 경기, 제주, 인천 등이 높은 성장률
을 보이는 반면, 대구, 경남 등에서는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8)

3)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의 비중 현황
산업단지는 제조업과 지식산업육성을 위해 공장과 기업지원 서비스 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입지를 말한다.9) 더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 활동지원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설립되어 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해당 공단에서는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인반산업단
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업단지 규모는 2017년 4분기
기준, 국가산업단지는 44개 788,177㎢, 일반산업단지 650개 542,478㎢, 도시첨단산업단지
27개 7,348㎢, 농공단지 468개 75,745㎢로 집계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5개 13,807㎢, 일반산업단지 53개 40,959㎢,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 688㎢, 농공단지 91개
10,979㎢이다.10)
5)
6)
7)
8)
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지역정책보고｣, 2001, p.30.
통계청 통계설명DB(http://meta.narastat.kr/), 2019. 3. 18 방문하여 참조 작성.
김종희, ｢GRDP 추정을 통한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p.207.
e-나라지표 홈페이지(http://www.index.go.kr/), 2019. 3. 18 방문하여 참조 작성.
김경환, “산업집적지역의 활성화가 지역내 총생산(GRDP)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학교 행정대학원, 2018,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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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
된 지역을 말한다. 또한 위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포함되며, 전용주거지역, 일
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에 의하면 전 국
토의 면적은 106,059.8㎢로,

농림지역 49,285.4㎢(46.47%), 관리지역 27,206.5㎢

(25.65%), 도시지역 17,609.5㎢(16.60%), 자연환경보전지역 11,958.4㎢(11.28%)로 조사되
었으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46.9㎢(15.03%),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66.8㎢(6.63%), 녹지지역 12,625.7㎢(71.70%), 미지정지역 839.2㎢(4.77%)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경우 전체 면적 8762.4㎢, 농림지역 3996.5㎢(45.61%), 관리지역 3134.8㎢
(35.78%), 도시지역 905.1㎢(10.33%), 자연환경보전지역 725.9㎢(8.28%)으로 나타났다.11)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용도지역 지정현황
시도

전체면적
(㎢)

도시지역
면적(㎢)

비율(%)

관리지역
면적(㎢)

비율(%)

농림지역
면적(㎢)

27,206.5 25.65% 49,285.4

자연환경보전지역

비율(%)

면적(㎢)

비율(%)

46.47%

11,958.4

11.28%

전국 106,059.8 17,609.5

16.60%

서울

606.1

606.1

100.00%

0.0

0.00%

0.0

0.00%

0.0

0.00%

부산

993.5

940.8

94.69%

0.0

0.00%

0.0

0.00%

52.7

5.31%

대구

883.6

798.0

90.31%

0.2

0.03%

37.1

4.20%

48.3

5.47%

인천

1,156.7

580.2

50.16%

313.4

27.09%

263.1

22.75%

0.1

0.00%

광주

501.2

481.6

96.07%

15.0

2.99%

4.7

0.94%

0.0

0.00%

대전

539.6

495.5

91.84%

9.2

1.71%

28.3

5.24%

6.6

1.21%

울산

1,144.6

755.5

66.01%

61.6

5.38%

283.8

24.79%

43.7

3.81%

세종

465.5

141.0

30.29%

173.3

37.22%

148.6

31.93%

2.6

0.56%

경기

10,365.5

3,367.5

32.49%

2,998.5

28.93%

3,569.4

34.44%

430.1

4.15%

강원

16,909.5

1,027.2

6.07%

3,256.7

19.26% 10,867.3

64.27%

1,758.2

10.40%

충북

7,405.4

729.0

9.84%

2,270.7

30.66%

3,570.3

48.21%

835.4

11.28%

충남

8,762.4

905.1

10.33%

3,134.8

35.78%

3,996.5

45.61%

725.9

8.28%

전북

8,131.2

885.7

10.89%

2,562.2

31.51%

4,000.9

49.20%

682.4

8.39%

전남

15,316.0

1,697.9

11.09%

3,453.8

22.55%

6,258.5

40.86%

3,905.8

25.50%

경북

19,128.6

1,855.4

9.70%

4,974.1

26.00% 11,166.4

58.38%

1,132.7

5.92%

경남

11,700.5

1,889.8

16.15%

2,880.1

24.62%

4,982.6

42.58%

1,948.0

16.65%

제주

2,049.9

453.2

22.11%

1,102.8

53.80%

107.9

5.27%

386.0

18.83%

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10)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icox.or.kr/), 2019. 3. 18 방문하여 참조 작성.
11) 국토교통부, ｢2016 도시계획현황통계｣, 2017, pp.7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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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대한 선행연구는 수도권 집중 정책에 의한 격차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있다. 김진영(2005)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적 불균
형의 원인이 중앙집권적 통치체계라고 주장하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민철
(2007)은 1980년대 중앙집권적 정부형태에서 수도권 과밀규제 제도를 갖추었으나 그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민주화 이후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어 갔으나 외환위
기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다시 심화되었다고 분석했다. 김선기(2008)은 균
형발전에 대한 논의에서 16개 지역을 7개 권역으로 통합하여 분석했을 때, 권역 간의 격차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균형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완규
(2009)는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1998년 이후로는
그 폭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OLS분석을 통해 광역자치단체들의 지역 경제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GRDP에 관한 선행연구는 GRD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혹은 GRDP를 기준으로 여타 경
제지표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박충훈(2008)은 GRDP 비중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부담과 부족한 재정지출을 지적하며, GRDP를 기준으로 한 적절
한 지방재정이 성립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송부용(2001)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외자도입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존 GRDP 추세치를 분석하여 기업유치가 1인당 GRDP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기업유치와 외자유치가 GRDP성장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 제
시하였다. 김정태(2012)는 충청남도 5개 농업중심 군을 대상으로 GRDP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여 농촌지역의 지역경제에 지역 외부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정책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희(2010)은 16개 광역수준이 아닌 232개 기초자치단체 수
준의 GRDP를 추계하여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고 이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며, 10년간 기
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산업단지와 관련된 연구는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고경수(2008)
은 산업단지 별 분양률을 분석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입지의 효율적이
지 않으며, 시장원리에 따른 입지선정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환(2018)은 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산업단지의 규모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확인하고, 국가산업단지의 다양성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가설을 기각했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문제들이 지역 내 총
생산(GRDP)을 통해 대표된다고 가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동산개발,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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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함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정치적 요인을 수도권
과 지방 불균형의 원인으로 분석, 비판한 선행연구의 주된 흐름과 달리, 산업단지 비율과 주
거지역 비율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여 부동산 개발형태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안한 점이 선행
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성이다.

Ⅲ. 분석방법과 변수설정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였다. 회귀분석은 독립(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신뢰도를 계량하여 이를 바
탕으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함수관계를 분석, 모형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회귀분석에는 독립(설명)변수의 수에 따라 독립(설명)변수가 1개일 경우 단순회귀분석이라
하고, 2개 이상일 경우 다중회귀분석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총생산(GRDP)를 종
속변수로 설정하고 산업단지 지정면적, 산업단지의 수, 주민등록인구, 인구증가율, 인구 천명
당 종사자, 재정자립도 등 다수의 독립(설명)변수를 활용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진행했을 때 종속변수와 독립(설명)변수들의 관계는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위 식에서 Yi는 종속변수, Xn는 각각의 독립변수를 나타낸다. 또한 a는 회귀식의 절편이
고 ei는 오차항이다. bn은 회귀식의 기울기로,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2. 변수의 설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010년~2016년 각 년도의 충청남도 소속 시, 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이다. 예를 들면 2010년 천안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2016년 태안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등이다.
해당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는 통계청과 각 시, 군청의 통계연보에 기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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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는 ‘천원’이다. 또한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에 흡수된 연기군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2) 독립(설명)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거시경제변수와 지역특성변수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각
지역의 1인당 GRDP는 해당 기간의 거시경제환경과 지역특성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거
시경제변수는 경기종합동행지수를 활용하였다. 경기종합동행지수의 경우 ‘2015년=100’을 기
준으로 통계청에서 작성, 발표한 자료를 사용했다. 경기종합동행지수는 가장 대표적인 종합경
기지표로 각종 경제지표를 합성하여 작성되며, 동행종합지수의 경우 현재 경기상태를 나타내
는 지표로 해당기간의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변동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10개 지표로
구성된다.12) 해당 변수를 통해 해당 연도의 국내 거시경제 환경이 1인당 GRDP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연도별 통제의 효과를 반영하였다.
지역특성변수의 경우 인구특성, 산업화특성, 부동산적 특성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인구
특성은 주민등록인구수,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를 활용하였다. 각각 해당 시, 도의 인구규모,
인구의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인구의 규모, 변화율, 자립도가
지방의 1인당 GRDP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였다.
지역의 산업특성은 산업단지 지정면적, 산업단지의 수, 인구 천명당 종사자를 활용하였다.
산업단지 지정면적과 산업단지의 수는 각 지역의 산업단지규모가 1인당 GRDP에 미치는 영
향을 나타내며, 산업단지의 면적과 수를 구분하여, 면적의 규모와 개수의 규모를 모두 반영하
도록 하였다. 인구 천명당 종사자는 해당 도, 시의 취업, 경제참여비율이 1인당 GRDP에 미
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지역의 부동산적 특성은 지가변동률과 주택보급률, 수도권 접근성, 도시지역 대비 주거지
역 비율을 선정했다. 지가변동률, 주택보급률, 도시지역 대비 주거지역 비율은 각 시, 군청의
통계연보를 참고하여 활용, 작성하였다. 또한 수도권 접근성은 해당 시, 군청과 서울시청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지가변동률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는
지, 하락하였는지를 나타내며, 주택보급률은 해당 시, 도의 전체적인 생활수준과 부동산의 수
요, 공급의 비교를 나타낸다. 위의 두 변수는 해당기간,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여건을 전체적으
로 반영할 수 있다. 수도권 접근성은 수도권집중화를 특징으로 하는 국내부동산시장에서 해
당 지역부동산시장 가격, 관심도, 교통 등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더불어 수도권중심으로 확장
형으로 발전한 국내산업을 고려했을 때, 1인당 GRDP에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어 선정하였
12) 통계청 통계설명DB(http://meta.narastat.kr/), 2019. 3. 18 방문하여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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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구성
구

분

종속변수
거시경제
지표

인구특성

독
립
변
수

산업화특성

변수 명

단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천원

해당 년도, 해당 지역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통
계청 및 해당 시, 군 통계연보 기준.

경기종합동행지수

점

해당 년도의 전국 경기종합동행지수. 2015년=100
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

주민등록인구

명

해당 년도, 해당 지역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신고
기반 인구 수.

인구증가율

%

해당 년도, 해당 지역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신고
기반 인구 증가율. 각 시, 군청 통계연보 기준.

재정자립도

%

해당 년도,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각 시, 군청
통계연보 기준

산업단지지정면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포함)

㎢

해당 년도, 해당지역의 지역 내 산업단지 지정 면적.
한국 산업단지공단 발표 중 해당연도 연말 기준.

산업단지 수

개

해당 년도, 해당지역의 지역 내 산업단지 수. 한국
산업단지공단 발표 중 해당연도 연말 기준.

인구 천 명당 종사자

명

해당 년도, 해당 지역의 인구 천명당 종사자. 각
시, 군청 통게연보 기준

지가변동률

%

해당 년도,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각 시, 군청
통계연보 기준

주택보급률

%

해당 년도,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 각 시, 군청
통계연보 기준

수도권 접근성

㎞

해당 지역의 시, 군청과 서울시청의 거리. 네이버
지도 기준.

주거지역 비율

%

해당 년도, 해당 지역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각 시, 군청 통계연보 기준.

부동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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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표 3> 기술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N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37468.3832720643

20357.4278624982

105

경기종합동행지수

94.2571428571429

5.81396698569968

105

주민등록인구

136429.466666667

136628.036309991

105

인구증가율

0.405809523809524

1.72778525472551

105

산업단지 지정면적

6.959469657

8.565177490

105

산업단지 수

9.37142857142857

4.46408131400202

105

인구 천 명당 종사자

344.086095238095

72.2501619973595

105

재정자립도

23.0704761904762

10.9561619807296

105

지가변동률

1.11695238095238

0.55928547102105

105

주택보급률

111.021427612009

7.97128326145918

105

수도권 접근성

139.353333333333

31.2921462150423

105

주거지역비율

14.8554097604249

5.72478605400527

105

본 연구의 관측치는 총 15개 시, 군에 2010~2016년, 7개년을 곱한 105개이다. 종속변수
인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평균은 37,468,383원으로 해당 기간의 전국 평균인
28,565,710원을 상회하였다. 하지만 본 통계에서는 각 시, 군의 자료를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충청남도 평균인 45,680,000원 보다는 낮게
계산되었다. 해당 종속변수의 시, 군별 통계는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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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그림 1] 시, 군별 1인당 GRDP

2. 실증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에 미치는 요인들
을 분석하였다. 특히 산업단지의 면적과 도시지역 대비 주거지역의 비율을 독립변수로 분석
하여, 각 상반된 지역개발 방식 중 GRDP에 더 큰 효과를 갖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와 같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인 거시경제지표와 각 지역의 인구적 특성
및 위치, 부동산적 특성을 통제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는 <표 4>와 같다.
<표 4> 실증분석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t

유의확률

-3.479

0.001

B

표준오차

(상수)

-77525.723**

22285.471

산업단지
지정면적(㎢)

459.738**

131.598

0.193

3.494

산업단지 수(개)

234.533

268.306

0.051

도시지역 대비
주거지역
비율(%)

-697.674**

170.612

-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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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선 통계량
공차

VIF

0.001

0.377

2.656

0.874

0.384

0.333

2.999

-4.089

0.000

0.501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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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주민등록인구
(명)

-0.065**

0.011

-0.438

-5.947

인구증가율(%)

270.375

635.392

0.023

인구 천명당
종사자(명)

137.345**

18.827

지가변동률(%)

-5877.403**

주택보급률(%)

공성선 통계량
공차

VIF

0.000

0.213

4.699

0.426

0.671

0.397

2.520

0.487

7.295

0.000

0.259

3.868

1724.002

-0.161

-3.409

0.001

0.515

1.944

341.812**

120.441

0.134

2.838

0.006

0.519

1.927

수도권
접근성(㎞)

-112.405**

37.984

-0.173

-2.959

0.004

0.339

2.953

재정자립도(%)

1201.592**

194.857

0.647

6.167

0.000

0.105

9.528

경기종합동행
지수

403.738*

168.956

0.115

2.390

0.019

0.496

2.017

*p<0.05, **p<0.01

인구특성의 경우 주민등록인구수는 1인당 지역 내 생산량(GRDP)와 유의수준 1%이하에
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구증가율은 1인당 지역 내 생산량(GRDP)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주민등록인구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에 대하여 충청남도 시, 군
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방 시, 군의 경우 1인당 생산가능 토지가 많을수록 1인당 생
산량이 높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수가 적은 시, 군이 더 높은 1인당 지역 내 생산량(GRDP)
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산업화가 진행된 시, 군의 경우는 전통적인 대도시와 새로이 산업화된 도시를 비교
해 볼 수 있다. 근래에 산업단지, 대기업 생산시설 유치 등으로 산업화가 진행된 도시의 경우
새롭게 유치된 생산시설 등 고소득 생산직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큰 반면, 대도시의 경우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다양한 소득군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고용
문제가 심각했던 본 연구의 대상기간에는 인근 지역의 취업희망자들이 대도시로 이동하여 구
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소득군에 속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1인당
지역 내 생산량(GRDP)이 낮아지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산, 서천, 당진 등 대기업의 대규모 생산시설이 계속 입주하고 있는 충청남도 시,
군의 특성에 비추었을 때 위와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주민등록인구수가 1인당 지역
내 생산량(GRDP)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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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으로 인구 천명당 종사자의 경우 1인당 지역 내 생산량(GRDP)와 1%이하
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생산량과 고용, 생산인
구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가변동률의 경우 유의수준 1%이하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기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분석기간인 2010~2016년의 충청남도 전체의 지가지수는 전국
의 지가지수에 비하여 상승폭이 작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홈페이지(www.r-one.co.kr)

[그림 2] 한국감정원 지가지수 전국, 충청남도 지수
이와 반대로 주택보급률의 경우 유의수준 1%이하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지역 내 생산량(GRDP)가 높을수록 주거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소
득이 확보되며, 주택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확보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에서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유의수준 1%이하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도권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1인당 지역 내 생산량(GRDP)이 높
은 것은 국내 산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의 거리가 짧은 지역
이 먼저 산업화되었기 때문에 수도권과의 거리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1인당 지역 내 생산량(GRDP)과 유의수준 1%이하에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는 지역 내 생산이 지방세의 상당부분의 차지하고, 이는 재정자립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을 경우 산업단지 등 지역 내 신사
업 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지역 내 생산량(GRDP)과 선순환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경기종합지수의 경우 1인당 지역 내 생산량(GRDP)와 유의수준 5%이하에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국내의 전체적 경기가 좋을 때에 지역 내 생산량(GRDP)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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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인 산업단지 지정면적, 산업단지 수, 도시지역 대비
주거지역 비율은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경우 유의수준 1%이하에
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넓을수록 1인당
지역 내 생산량(GRDP)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산업단지의 수는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산업단지의 숫자보다는 면적이 1인당 지역 내 생산량
(GR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반대로 도시지역 대비 주거지역 비율은
유의수준 1%이하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임야 등을 제외한 개발
가능 지역 중 주거지역 비중이 클수록 1인당 지역 내 생산량(GRDP)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산업단지 지정면적과 주거지역 비율이 상반된 상관관계를 갖는 점과 주택보급률이 주거지
역 비율과 상반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지방의 부동산, 토지 개발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단지는 수보다는 면적을 늘렸을 때 1인당 GRDP에 유리하며, 주거지역은 그 수
가 늘어나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는 것은 유리하나,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불리하다는 점이다.
결국 새로운 지방 부동산, 토지의 개발은 산업단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때에 지방도시의 1인당 GRDP를 높이고,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방도시의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특히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의 비중
이 지방도시 소득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
는데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 소속된 15개 시, 군(세종특별
자치시에 흡수된 연기군 제외)을 대상으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요인을 다중선형
회귀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으로 해당 년도의 연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산업단지 지정면적과 산업단지 수, 도시지역 대비 주거
지역 비율을 제외한 통제변수에서 주민등록인구, 지가변동률, 수도권과의 거리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에 유의수준 1%이하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구 천 명당 종사자, 주택
보급률, 재정자립도는 유의수준 1%이하에서, 경기종합동행지수의 경우 유의수준 5%이하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를 확인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지정면적, 산업단지 수, 도시지역대비 주거지
역 비율의 경우 각각 다른 분석결과를 보였다. 먼저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경우 1인당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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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산과 유의수준 1%이하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산업단지 수의 경우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도시지역대비 주거지역 비율의 경우 유의수준 1%이하에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거지역의 비중이 클수록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산업단지의 확충이 주거지역의 개발보다 지역의 생산량 발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지역의 확충은 생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이 단순 주거지역으로 활용됨에 따라 지역 내 생산량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산업단지의 숫자보다는 그 규모가 중요함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 시, 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산업지역의 확대가 추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유치, 산업의 이전 등이 지방을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국내 산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기업, 공장 등
산업시설이 집중되어있다. 이를 지방으로 이전, 확대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요인이 요구된다.
반대로 주거지역의 확대 자체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향상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의 확대는 산업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에 의해 자연스레 나타
나는 현상이 되어야하며, 주거지역 확대 자체로는 지방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
문에 지방 신도시, 아파트 재개발 등의 주거위주 부동산정책을 지방 불균형 해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를 종합하면 지방 시, 군의 발전과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발전을 통한 인구유입을 전제하지 않은 주거
용 재개발, 신규 주거시설 공급은 수요가 없는 공급과잉으로 오히려 지방 부동산시장의 가격
인하와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지방 시, 군의 발전과 불균형의 해소를 위
해 주거지역 위주의 개발보다 산업단지의 유치, 산업의 이전 등이 진행 될 수 있는 노력과 유
인이 필요할 것 이라고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대상기간이 2010년부터 2016년으로 비교적 짧고 년 단위 패널로 구성하여
그 계절성을 상쇄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긴 기간을 대상으로 짧은 단위로 구성하여
시계열 분석방법 등을 활용한다면 더욱 정확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1인당 GRDP 통계의 특성 상, 일정 시점을 설정하여 횡단면 분석을 진행하기에 그
측정치의 수가 부족했다. 때문에 연도별로 세분화 하여 측정치 수를 확대하고, 거시경제지표
를 통해 연도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더욱 세부적 지역 단위의 1인당 GRD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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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다면 일정 시점에 대한 횡단면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독립변수 설정 시 주거지역내에 포함되지 않은 농촌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의 주거지역
면적을 포함되지 못한 점, 수도권과의 접근성에서도 단순 거리로만 측정하였고 교통수단 등
시간단위 개념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다음으로 연구의 대상지역이 충청남도로 한정되어 전국의 지방지역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충청남도는 농촌과 도시, 내륙과 해안 도시가 혼재되어 다양한 지방지역 특색을 갖추었다고
는 할 수 있지만, 수도권과 인접하기 때문에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각 변수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모든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더욱 대표
성을 갖는 연구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내 생산량의 차이를 직접 분석하지 못하고, 선행연구와 일반론적인 문
제점만 확인했다는 점이 한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내 생산량의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
을 직접 연구하여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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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
하여 부동산 펀드 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들이 부동산 펀드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
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펀드의 본질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수단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위
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 구성과 실증분석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자본시장법의 법체계는 공모펀드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며 사모펀드는 많은 예외 규정
을 두어 법적용에 특혜를 주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모펀드의 투자액을 자본시장법 기
준을 적용하여 투자액 을 일정금액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기준이 초과되면 자본시장법이 자
동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모펀드는 많은 규제로 인해 펀드에 들어가는 비용
이 높아 사모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높다. 셋째,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현금흐름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투자하도록 개선할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주제어 : 부동산 간접투자, 부동산 펀드, 공모펀드,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재의 투자 형태는 간접투자에 주목한다. 투자자가 직접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
라 전문적인 투자 관리자에게 자산 운용을 위탁하여 투자한다. 그 투자 관리자는 투자대상에
직접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가 분배받는 간접투자 형태이다.1)
본 연구의 배경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인 부동산펀드가 건전
하고 투명하며 선량한 투자수단으로 활성화 되도록 제도의 개선을 고민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1) 박 훈, “부동산 간접투자의 법적 구조와 세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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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였다.2) 부동산 펀드는 고령화 시대의 자산운용에 적합한 운용수단으로 주식에 비해 위
험이 적고 수익이 안정적인 대체자산에 개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펀드3)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연구된 자료는 경제가 발전된 국가들은 부동산 간접투자에 자산의 대부
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부동산 펀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여 부동산 펀드가 활성화 되도록 그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시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부동산 간
접투자 제도 도입가 도입된 2001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제도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즉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제시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실증
분석을 병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은 전문가와 투자자들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분석은 392부를 대상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7년 8월에서 10월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자기기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시점이후 현재까지 연구 범위에서 제도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 자료의 신뢰도
는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분석은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에서 제시된 네 개의 연구가설은 각각의 가설에 대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의 채택․기각 여부를 판단하였다.

2) 남영우, “은퇴계층의 주택다운사이징과 점유유형 선택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연구”, ｢부동산학회지｣,
제35호 제3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2017, p.268.
3) 마지혜, "개인도 대체투자 쉽게 할 수 있는 부동산 공모펀드 출시할 것", 매일경제, 2018, 8, 16.
4) Wechsler․Steven A, “The Role of REITs in Strategic Investment Portfolios. In Ramón
Sotelo”, Stanley McGreal (Ed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in Europe (Evolution,
Regulation, and Opportunities for Growth).” Berlin :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3,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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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적 고찰
1. 부동산 펀드(REF : Real Estate Fund)
1) 부동산 펀드(REF)의 개념
부동산 펀드(REF)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등에 투자하
여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분배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5)을 의미한다. 또한, 자금의 운용성과
에 따라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투자신탁(investment trust), 투자회사(corporation)
등이 있다. 「자본시장법」6)은 부동산 펀드에 대해 투자자들이 모은 자금을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한 투자단위인 집합투자기구로 규정하였으며, 미국의 펀드도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자산, 대출, 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도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부동산 펀드가 출시될 수 있는 법적인 기반7)을 만들어 놓았다.

2) 부동산 펀드(REF)의 구조
부동산 펀드의 구조는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매입하는 것과 달리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한 수익성 검토가 선행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경향은 실적이 저조할 경우 더 높은 투자처를 찾아 높은 투자실적을 추
구함8)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의 특성은 거액의 자금과 권리 관계, 투자수익률 분석 등 전문지
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접 취득하거나 운용하기에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인이 거
액의 자금을 가지고 전문지식과 수많은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부동산에 직접투자를 하기보다
는 전문가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것이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9) 투자의 특성상
5) 김은주, “부동산 펀드 성과와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0, p.7.
6)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7) 김은주, 전게논문, p.7.
8) David H. Downs․Steffen Sebastian․Christian Weistroffe, “Real Estate Fund Flows and the
Flow-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 Economics, 2016,
p.380.
9) 유선종, ｢부동산 금융용어사전｣ 부연사, 2004,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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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고정된 이자율을 보장하지 않으며 원본손실

을 가져올 수도 있

다. 부동산 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부동산 투자신탁,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자금 모집방식에 의해 공모 부동산 펀드와 사모 부동산 펀드로 구분된다.
아래 <그림 2-2>는 부동산펀드의 일반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 : 펀드닥터 (http://www.funddoctor.co.kr) 홈페이지 펀드스쿨

[그림 1] 부동산펀드의 일반구조

3) 부동산 펀드(REF)의 종류
부동산 펀드의 종류는 ① 실물형 부동산 펀드, ② 대출형 부동산 펀드, ③ 권리형 부동산
펀드, ④ 증권형 부동산 펀드, ⑤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 ⑥ 준부동산 펀드 등 여섯 가지가
있다.11)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김은주(2010)12)는 공모형 부동산 펀드 시장이 활성화된 때보다 침체한 때는, 대출형 부동
산 펀드 회귀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가 81.2%로 높게 나와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이 대
출형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 변화를 상당 부분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부동산 펀드는
규모가 클수록 성과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10) 김형석, ｢부동산 펀드｣ 매일경제신문사, 2005, p.23.
11) 김재태·김호진·문형철, ｢부동산 금융｣ 부연사, 2011, pp.157∼165.
12) 김은주, “부동산 펀드 성과와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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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2008)13)은 간접적인 투자기구를 이용하는 부동산금융은 대개는 다수의 투자자가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이용하여 부동
산에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도 집합투자에 해당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사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자본시장법」 적용이 배제되어 충분한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정숙연(2008)14)은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의 연구로서 집합투자규제를 진입규제, 재무규
제，행위규제，조직규제，공시규제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집합 투자업의 활성화와 투
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집합투자 규모를 대형화하고，펀드판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자산운
용규제·공시규제·지배구조 모두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용(2008)15)의 집합투자 기구의 법적 구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
로 구성원의 법률관계와 집합투자기구의 형성과 종료 및 운용 등에 관하여 고찰하면서 그 문
제점으로써 해석상의 문제와 법적 구조상의 문제 및 운용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개선과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삼철(2010)16)의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된 연구는 이원화되어 있는 부동산 펀드 법체
계를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하여 부동산 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
다. 고 주장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 에서도 위탁관리형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같은 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도 위탁관리형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법체계를
이원적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펀드 규제법을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하게 되면,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에 관한 사항
은 관련 세법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으로 생각
된다고 주장 하였다.

2) 차별성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문헌분석과 정부자료 및 제도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개선방
안을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는 현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여 선
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특이점은 첫째, 부동산 펀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요인별로 구분하여 측정 도구를 제작하였다. 설문의 대상은 간접투자와 관련된 금융
기관, 투자회사 종사자 및 기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문항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측정하
13)
14)
15)
16)

고동원, “부동산금융의 유형 및 특징과 개선 과제”, 일감 부동산 법학 제3호, 2008.
정숙연，“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규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1.
박근용,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2012.
박삼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일감 부동산 법학, 제18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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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둘째, 본 연구는 부동산 펀드의 실증분석을 위해 ⅰ) 관리업무의 일원화, ⅱ) 공모펀드
활성화, ⅲ) 자본시장법의 부동산펀드 적용, ⅳ) 현금흐름 확보 후 투자 등 네 개의 요인을 가
설로 제시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를 부동산 펀드의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
하였다.

Ⅲ. 연구설계 및 가설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주제인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된 설문의 문항 내용은 부
동산 펀드 활성화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변수와 세부
측정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설문 항목은 5점 리커트(Likert)척도에 의해 분석하였다. 또
한, 부동산 펀드 활성화의 신뢰도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에서 분석 자체가 추상적으로 흘러 분
석목표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단순화시켜 그 개념이나 분석의 결과가 명
료하도록 모형을 설정하였다.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중심으로 첫째, 관리업무의 일원화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공모펀드 활성화는 부동산펀드 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자본시장법의 부동산펀드 적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현금흐름
확보후 투자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제도개선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일원화, 사모펀
드, 펀드적용, 현금흐름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해
보고, 변수 간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2. 연구가설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ⅰ) 관리업무의 일원화는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 공모펀드 활성화는 부동산펀드 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 자본시장법의 부동산펀드 적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ⅳ) 현금흐름 확보후 투자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9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2號(通卷 第52號)

부동산 펀드 활성화 를 위한 제도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검정 방법은 첫
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부동산 펀드의 감독업무를 일원화, 사모펀드 관리, 자본시장법의 부동산펀드 적용,
현금흐름 확보 후 투자 등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하였다. 또한, 변수계산에 의한 가설검증 자
료를 준비하였다.
셋째, 연구에서 제시된 네 개의 연구가설은 각각의 가설에 대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의 채택․기각 여부를 분석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설문에 답한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 조사자 392명
중 남성과 여성이 각각 292명과 92명으로 75.5%와 24.5%로 나타났고，연령별 분포는 60대
가 5.4%로 가장 적었으며，20대가 12%，30대가 31.4%，40대가 35.7%，50대가 15.6%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포는 고졸이 1.5%로 가장 적었으며 대졸이 40.6%로 가장 많았다. 직업
은 금융·투자회사 6.4%，정부·지자체·공기업 4.6%，교수·전공자 28.6%，건설·부동산
27.8%，관련 기관 7.7%，투자자 12.2%，기타 12.8%로 밝혀졌다. 재직기간은 20년 이상이
6.9%로 가장 적었으며 3-5년 미만이 33.4%로 가장 많았다.
아래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빈도수(명)

구성비율(%)

남자

296

75.5

여자

96

24.5

합계

392

100.0

20 대

47

12.0

30 대

123

31.4

40 대

140

35.7

50 대

61

15.6

60 대

2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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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력

직업

기간

빈도수(명)

구성비율(%)

고졸

6

1.5

전문대졸

45

11.5

대졸

159

40.6

석사

131

33.4

박사

51

13.0

금융·투자회사

25

6.4

정부·지자체·공기업

18

4.6

교수·전공자·연구자

112

28.6

건설·부동산

109

27.8

관련 기관

30

7.7

투자자

48

12.2

기타

50

12.8

1년 미만

30

7.7

1-3년 미만

71

18.1

3-5년 미만

131

33.4

5-10년 미만

84

21.4

10-20년 미만

49

12.5

20년 이상

27

6.9

2.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1)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으로 하며, 요인 적재치
는 0.40 이상을 선택기준으로 하였다. 총 30개 측정변수에 대해 주성분 분석을 하였으며, 이
론구조에 맞지 않은 8개의 측정변수는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2개의 측정변수를 분석에 이용
하였다.17) 측정변수 22개는 일원화, 사모펀드, 펀드적용, 현금흐름 등 4개의 요인(독립변수)
으로 분류하였으며, 4개 요인에 대한 세부항목 22개 측정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는 아래 <표 2>와 같다

17) 송지준, 「통계분석방법」21세기사, 2017,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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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개념

요인

현금흐름

펀드적용

제도개선

일원화

사모펀드

측정변수
변수명

변수 설명

요인
적재량

D1

위험 회피에 대한 규제

.875

.778

D3

금융회사의 대출

.858

.738

D4

부동산개발 금융

.834

.698

D8

시공사의 신용도

.830

.734

D5

자원배분의 효율성

.817

.711

D6

투자자 보호

.814

.690

C2

간접투자기구

.802

.670

C1

부동산 펀드 규모

.799

.662

C4

자본시장법 적용 일원화

.797

.659

C8

피 감독기관 업무 부담

.795

.644

C3

신탁방식 부동산 펀드

.778

.613

C5

부동산 펀드 법체계

.769

.624

A4

공·사모 차등규제

.748

.633

A2

공·사모 관리업무

.745

.582

A7

자본시장법 적용

.743

.556

A5

예외 규정

.740

.552

A1

인적구성과 자산운용
방법

.736

.493

B4

수수료 비중

.820

.702

B7

투자자 선택

.812

.692

B3

부동산펀드 발전 요소

.789

.636

B5

사모펀드비중

.756

.632

B2

공모펀드 비중

.584

.429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8.533

26.665

5.611

17.534

3,642

12,427

2.915

9.111

2) KMO와 Bartlett의 검정
Kaiser-Meyer-Olkin(KMO)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
도를 나타낸 값이다. 보편적으로 KMO 값이 0.90 이상이면 매우 좋은 것이고，0.8-0.89이면
꽤 좋은 편이며，0.70-0.79는 적당한 편이고，0.60-0.69는 평범한 편이며， 0.50-0.59는
바람직하지 못한 편이다. 0.50 미만이면 사용할 수 없는 수치로 판단한다. KMO와 Bartlett
의 검정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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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20

근사 카이제곱18)

11026.061

자유도

492

유의확률

.00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3)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은 측정코자 하는 개념이 설문 응답자들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
가 확인하는 것이다.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Cronbach a(알파)와 같은 신뢰도 척도를 계산한
값을 가지고 판단하며, Cronbach a(알파) 값은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의 전체 설문 문항에 대한 Cronbach a(알파) 값은 아래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측정변수의 Cronbach a 값(신뢰도)
요인
측정변수

현금흐름

펀드적용

신뢰도

일원화

사모펀드

공유치

Alpha if ltem
Deleted

D1

.875

.778

.943

D3

.858

.738

.943

D4

.834

.698

.944

D8

.830

.734

.943

D5

.817

.711

.944

D6

.814

.690

.944

C2

.802

.670

.897

C1

.799

.644

.897

C4

.797

.623

.898

C8

.795

.624

.897

C3

.778

.613

.897

C5

.769

.582

.902

Cronbach a

.949

.909

18) 카이제곱 분포는 관측자료와 설정모형 간의 차이에 대한 기준분포로 자주 쓰인다. 원 교차표(two-way
crosstabulation)에서 개 행과 개 열 간의 독립성을 테스트하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이 전
형적인 예이다. 카이제곱분포 [chi-square distr- ibution](수학백과, 2015. 5, 대한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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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변수

현금흐름

펀드적용

신뢰도

일원화

사모펀드

공유치

Alpha if ltem
Deleted

A4

.748

.702

.757

A2

.745

.636

.794

A7

.743

.632

.780

A5

.740

.624

.797

A1

.736

.613

.798

B4

.820

.798

.794

B7

.812

.619

.796

B3

.789

.613

.798

B5

.756

.610

.795

B2

.584

609

783

Eigen-value

8.533

5.611

2.915

2.713

분산설명(%)

26.665

17.534

9.111

8.478

Cronbach a

.844

.823

검정결과 본 연구의 규제 완화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Cronbach a의 값이 0.909으로 신
뢰도가 높다. 끝으로 활성화의 신뢰도 분석 역시 Cronbach a의 값이 0.949으로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요인분석 22개 변수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는 유
효성이 확보되어 통계분석에 신뢰도를 높인다.

3. 연구가설의 검정
본 연구의 목적인 가설 ⅰ) 관리업무의 일원화, ⅱ) 공모펀드 활성화, ⅲ) 자본시장법의 부
동산펀드 적용, ⅳ) 현금흐름 확보 후 투자 등 네 개의 가설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가설 ⅰ) 관리업무의 일원화는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리업무의 일원화가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준화 계수(β)는 0.280, t 값은
26.818, 유의확률(p값)이 .000으로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공차 한계
(Tolerance) 값이 .660으로 한계 값인 0.1 이상이므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
다. 따라서, 가설 관리업무의 일원화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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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ⅱ) 공모펀드 활성화는 부동산펀드 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모펀드 활성화가 부동산펀드 발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준화 계수(β)는
0.316, t 값은 10.148, 유의확률(p값)이 .000으로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고 공차 한계(Tolerance) 값이 .544로 한계 값인 0.1 이상이므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가설 공모펀드 활성화는 채택되었다.

가설 ⅲ) 자본시장법의 부동산펀드 적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본시장법의 부동산펀드 적용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준화 계수(β)는
0.052, t 값은 1.126, 유의확률(p값)이 .252로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가설 자본시장법의 부동산펀드 적용은 기각되었다.

가설 ⅳ) 현금흐름 확보후 투자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금흐름 확보후 투자함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준화 계수(β)는 -0.371, t
값은 –15.795, 유의확률(p값)이 .000으로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공차
한계(Tolerance) 값이 .438로 한계 값인 0.1 이상이므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가설 현금흐름 확보 후 투자함은 채택되었다. 아래 <표 5>은 제도개선의 가설
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5> 제도개선의 가설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종속변수

제도개선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상수

.122

.132

일원화

.245

.046

공모펀드

.295

펀드적용
현금흐름

표준화
계수

t 값

유의확률

베타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8.232

.000

.280

26.818

.000**

.660

1.512

.052

.316

10.148

.000**

.548

1.862

5.379E-02

.046

.052

1.126

.252

.682

1.412

-3.26

.057

-.371

-15.795

.000**

.438

2.276

R= .627, R²= .392, 수정된 R²= .389,
F=84.354, p=.000 Durbin-Watson=1.765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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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문제를 전문가의 설문분석을 통해 도출
하였으며, 제도가 발전되어 투자자들이 부동산 펀드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선
행연구를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설문분석과 가설검정을 통하여 부동산 펀드의 발전을 위한 핵
심적인 개선요인을 제시하였다.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흐름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펀드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설문분석과 가설검정을 통하여 부동산 펀드
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개선요인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 구성과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분석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를 종합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관리업무의 일원화가 미치는 영향요인은 자본시장법
의 법체계는 공모를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나, 사모펀드는 많은 예외 규정을 두어 법적용에 특
헤를 주고 있다, 현재 펀드시장의 법 적용상황은 자본시장법이 모집액이 극히 적은 공모펀드
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펀드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실효성은 지극히
미약하다. 부동산펀드의 관련법이 현실에 맞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모펀드는 자본
시장법의 적용 기준을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여 펀드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자본시장법
이 자동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모펀드 활성화가 부동산펀드 발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공모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는 상품이다. 소액으로도 투자대상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규제사항을 살펴보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증권에
투자할 수 없으며, 동일 종목이나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투자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는 점이 공모펀드의 단점이다. 그리고 많은 규제로 인해 펀드에 들어가는 비용도 높아 사모펀
드에 비해 수수료가 높다. 공모펀드는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일선에서 은퇴한 많은 베이비부
머 및 일반인의 자산운용에 적합한 간접투자 수단이다. 공모펀드를 활성화하여 국민 개인의
자산운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현금흐름 확보 후 투자함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현재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대부분 금융회사의 대출 또는, 건설사의 자체자금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
식은 2002년부터 유동화와 부동산펀드를 매개로 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개발금융이 시
작된 이후 펀드 및 유동화를 통한 부동산개발금융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자금수요자
는 사업초기에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금융회사로 부터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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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이용하여 시공사의 신용도를 토대로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간단한 절차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고, 투자자도 동일등급의 회사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이들 상품
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보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펀드를 통한 부동
산개발에 대해 위험 회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
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현금흐름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투자하도록 개선
할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의 한계로 느낀 점은 부동산 간접투자가 대체로 수도권 및 서
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이 현재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후
속 연구에서 전국적으로 보완되고 발전된 연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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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종사자에 대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소위 갑(甲)질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
다. 그러나 부당간섭 등 관리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발생 현황과 개선방안 관련 학술적 논의는
미약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에 종사하는 사무직원, 시설관리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고용환경 및 부당지시 실태 관련
기초분석과 부당지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당지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아파트 종사 근로자
의 고용환경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관련법에서 부
당지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시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부당지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매
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규약 개정, 아파트 종사 근로자 보호지침 개정, 아파
트 관리방식 개선 등을 부당지시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아파트 종사 근로자, 부당지시, 공동주택관리법, 고용환경

Ⅰ. 서 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주택은 1712만호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아파트는 1,038만호(60.6%)로, 2016년 1,003만호(60.1%)에 비해 35
만호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비율은 1990년 22.6%에서 2000년
47.8%, 2005년 52.7%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종사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
과 배려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많은 아파트 종사 근로자들은 입주자들의 부당지시 등 소위
말하는 ‘갑질’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
부당한 간섭,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이득,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부당’이라는 단어는
사회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부당(不當)은 ‘이치(理致)에 맞지 아니함’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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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며, 이치(理致)는 사물의 정당한 조리 또는 도리에 맞는 취지 등으로 해석되고 있
다. 법률적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의 이념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서의 ‘부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하고, 일례로 ‘행정처분이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처럼 법규위반은 아니지
만 제도의 목적상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부당지
시’라는 용어 또한 오래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의 개념적 의미
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법률적 범위로 한정하고자 한다.2)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부당지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과 근로자 간
의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이치에 맞지 않는 지시를 부당지시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조문에서 부당지시의
피해를 받는 내용 및 대상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즉, 사무직원, 시설관리직원, 경비원, 환경
미화원 등 아파트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환경 및 부당지시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으
며, 또한 부당지시 피해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환경과 고용승계 문
제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열악한 고용환경측면에서 살펴본 대부분
의 연구들에서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들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김준우 외
(2017)3)의 연구에서는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
석결과, 아파트 경비근로자는 경비업무 이외에도 택배관리,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업무 등
주업무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신이 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용역․위탁업체에 고용된 1년 단위의 계약직의 간접
고용이며, 지휘명령 및 인사권은 위탁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1) 이병태, 법률용어 사전, 2016.
2)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
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김진우·김용구·전동진,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실태와 개선방안”, 「인천학연구」, 제26권,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7, pp.30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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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김재희 외(2015)4)의 연구에서는 경비 및 청소 근로자의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경비 및 청소 근로자의 고용양상과
임금수준, 업무상 고충, 노동환경 및 휴게 현황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근
로자는 업무 부담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고,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
며, 상당수의 아파트 근로자는 ‘간접고용’때문에 고용안정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하
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지역공
동체 실행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세부적인 아파트 근로자 지원방안으로
는 입법과 행정적 집행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개선, 지역사회(지역주민)를 대상으로 한 노동
권, 인권 교육과 아파트 입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아파트 근로자인 당
사자의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들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승계가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노동법적 쟁점과 입법과제를 살펴본 하경효(2015)5)의 연구에 의하면, 관리업체 변경시의 고
용승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판례에서 스스로 정리한 사업개념과 사업양도의 요건에 관한 판
시내용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행정해석의 입장과도 달라 혼란스럽다고 언급하면서, 고용승
계가 되지 않는 판례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아파트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 사업양도 해
당성과 이에 기한 고용승계 인정여부는 관리주체 변경의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는 그 당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제시하면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입법을
통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아파트의 위탁관리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조성혜(2012)6)의 연구에 의
하면,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은 서류상의 형식적 사용자(관리업체, 용역업체)와 실질적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이중적 종속관계에 있으면서도 (파견법의 보호도 제대로 못 받음으로
써)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존재하기 때문에, 위탁관리에 대하여 (설령 외형적으로 적법
한 사내하도급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의 인사․경영에 관여하는 한
실질적인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과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실에서 위․수탁관리계
약의 내용이 노동법에 반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해야 관리업체 또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
자들의 지위가 최소한이라도 보장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4) 김재희․인수범․남우근․강지윤,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 경비․청소 노동자의 실태 분석과 대안 모
색”,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5) 하경효,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노동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노동법포럼」, 제14회, 2015,
pp.145~171.
6) 조성혜, “아파트의 위탁관리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 : 위수탁관리계약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노동
법학」, 제42권, 한국노동법학회, 2012, pp.27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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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아파트 종사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매우 열악한 고용환경과 고용승계의 어려움
등의 환경에 처해있다. 그 결과 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부당지시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본 장에서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 간의 고용환경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자료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에서 수집한 자료
를 활용하였으며, 일반 근로자의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2017)에서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자료를 활용하였다. 상호 비교를 위해서 설문문항 및 응답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또한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직종(관리사무소장, 사무직원, 시
설관리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은 일반 근로자의 직종(관리자, 사무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자)과 유사한 직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일반 근로자와 아파트 종사 근로자 간의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았다. 일반 근로
자의 임금은 관리자 467만원, 사무종사자 292만원 장치기계조작 근로자 260만원, 단순노무
종사자 14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근로자 전체의 평균 임금은 24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임금은 관리사무소장 295만원, 사무직원 199만원, 시설관리직원
239만원, 경비원 185만원, 환경미화원 12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근로자와 아파트 종사 근로자를 비교하면, 경비원이 단순노무종사자보다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면, 아파트 종사 근로자는 유사한 업종의 일반 근로자보다 임금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단, 경비원은 평균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경비원의 경우
에도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자보다 –172만원, 사
무직원은 사무종사자보다 –93만원, 시설관리직원은 장치기계조작 근로자보다 –21만원, 환경
미화원은 단순노무종사자보다 -20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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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

(아파트 종사 근로자)

[그림 1] 임금 비교
다음으로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일반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관리자 8.8시간, 사
무종사자 8.2시간, 장치기계조작 근로자 8.8시간, 단순노무종사자 8.2시간으로, 전체 근로자는
평균 8.3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관리사무소장 8.2
시간, 사무직원 8.0시간, 시설관리직원 10.7시간, 경비원 12.6시간, 환경미화원 6.5시간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아파트 종사 근로자 간의 평균 근로시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임금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시설관리직원, 경비원은 일반 근로자보다 하루
에 2~4시간 더 근로를 하고 있지만, 임금수준은 이러한 추가 근로시간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와 달리 평균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임금수준도 다른 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

(일반 근로자)

[그림 2] 평균 근로시간 비교

2. 고용환경
일반 근로자와 공동주택 종사 근로자 간의 정규직 비율을 살펴보았다. 일반 근로자의 정
규직 비율은 관리자 86%, 사무종사자 87%, 장치기계조작 근로자 75%, 단순노무종사자 22%
로 나타났으며, 전체 근로자의 평균은 62%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종사자의 정규직 비율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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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근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관리사무소장 46%, 사무직원 48%, 시설관리
직원 42%, 경비원 42%, 환경미화원 37%로 조사되었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경우에는 2명
중 1명도 정규직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근로자들보다 정규직 비율이
낮아 고용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선정하여 추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향이 아파트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

(일반 근로자)

[그림 3] 정규직 비율 비교
다음으로 근로계약 기간 정함 비율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근로계약 기간 정함’의 의미
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근로하는 반면, 비정규직 및 고용안정성이 낮은 정규직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는 비율은 관리자 15%, 사무종사자 7%, 장치기
계조작 9%, 단순노무종사자 26%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근로자 평균은 12%로 조사되었
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는 비율은 그
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는 비
율은 관리사무소장 83%, 사무직원 88%, 시설관리직원 89%, 경비원 88%, 환경미화원 46%
로 나타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즉,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 비율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어서, 근로계약 기간 이후에는 근로를 계속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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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할지 모르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지게 된다. 이러한 원인은
아파트 관리방식 중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위탁관리 방식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
단된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

(일반 근로자)

[그림 4] 근로계약 기간 정함 비율 비교
마지막으로 일반 근로자와 아파트 종사 근로자 간의 일자리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일자리
안정성은 설문응답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안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일자리가 안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았다. 일반 근로자의 일자리 안
정성은 관리자 92%, 사무종사자 93%, 장치기계조작 근로자 89%, 단순노무종사자 53%로 나
타났으며, 전체 근로자 평균은 79%로 조사되었다.
반면,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은 관리사무소장 26%, 사무직원 31%, 시설관
리직원 43%, 경비원 68%, 환경미화원 63%로 조사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경비원과 환경미화
원보다 관리사무소장, 사무직원의 일자리 안정성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은 일반 근로자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들의 일자리 안정성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근로자)

(아파트 종사 근로자)

[그림 5] 일자리 안정성(안정적이다 응답한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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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당지시 실증분석
1. 사용자료 및 분석방법
본 실증분석에서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 중 사무직원, 시설관리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지에서는 부당지
시에 대한 법적 조항 인지 여부, 부당지시 피해 경험 존재 여부, 업무유형별 부당지시, 부당지
시 처리 과정, 개선방안, 일반현황 등으로 구성하여 이메일 및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표 1> 설문조사 구성항목
부당지시에 관한 설문지
∙
∙
∙
∙
∙
∙

부당지시에 대한 법적 조항 인지 여부
부당지시 경험 존재 여부
업무유형별 부당지시
부당지시 처리 과정
부당지시 거부 어려움의 원인
부당한 대우 관련 조사

∙
∙
∙
∙
∙

개선방안
폭언, 폭행, 성희롱(성추행, 성폭력 등) 관련
일반 현황
현 근무 단지 현황
기타 제안 사항

본 연구에서는 부당지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종속변수가 이항 값
(Binary : 0-부당지시 경험 없음, 1-부당지시 경험 있음)을 가진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주요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부당지시 영향요인 사용변수
변수
종속변수

설명

부당지시

0 : 부당지시 미 경험, 1 : 부당지시 경험

성별
개인적
특성

독립변수
관리단지
특성
고용환경
특성

0 : 여성, 1 : 남성

연령

만 나이

학력

0 : 고졸 이하, 1 : 대졸 이상

종사업무

사무직, 시설관리직, 경비원, 환경미화원 (참조변수 : 사무직)

소득

월 소득(만원)

아파트 여부

0 : 아파트가 아닌 단지 관리, 1 : 아파트 단지 관리

관리방식

0 : 자치관리, 1 : 위탁관리

단지규모

0 : 500세대 미만, 1 : 500세대 이상

수도권 여부

0 : 비 수도권, 1 : 수도권

정규직 여부

0 : 비정규직, 1 : 정규직

고용 안정성

0 :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 1 : 고용이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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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지시 관련 기초분석
아파트 종사 근로자 총 268명(사무직원 58명, 시설관리직원 86명, 경비원 69명, 환경미
화원 55명)을 대상으로 부당지시 관련 법적 조항 인지 여부, 부당지시 경험, 부당지시 처리과
정, 개선방안 등의 기초분석을 수행하였다.

1) 법적 조항 인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6항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법 조항 인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70.3%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29.7%는 관련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알고 있을 것으로 예
상되었지만, 10명 중 3명은 관련법에서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법적 조항 인지 여부

2) 부당지시 경험
부당지시 경험은 부당한 지시를 명령하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입주자등
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16년 24.0%, 2017년 26.5%
로 조사되었다. 즉, 아파트 관리 근로자들의 4명 중 1명은 부당지시 피해 경험이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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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7년)

[그림 7] 부당지시 경험 비율(행위자 : 입주자등)
다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비율은 2016년 15.6%, 2017년
15.1%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입주자등 보다는 부당지시 경험 비율이 약간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2017년)

(2016년)

[그림 8] 부당지시 경험 비율(행위자 : 입주자대표회의)
마지막으로, 관리주체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비율은 2016년 4.3%, 2017년 5.1%로
나타났다. 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비율 보
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016년)

[그림 9] 부당지시 경험 비율(행위자 :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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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유형별 부당지시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아파트 단지 환경미화 관련 업무, 부당지시자
개인적 업무, 규정 및 법규 위반 업무 등에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
년을 비교한 결과, 아파트 단지 환경미화 관련 업무의 비율은 34.6%에서 33.9%로, 부당지시
자 개인적 업무의 비율은 33.9%에서 30.6%로 감소한 반면, 규정 및 법규 위반 업무의 비율
은 14.2%에서 16.9%로, 근로시간 밖의 업무 비율은 7.9%에서 8.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3> 업무유형별 부당지시 비율
업무유형

2016년

2017년

아파트 단지 환경미화 관련 업무

34.6%

33.9%

부당지시자 개인적 업무

33.9%

30.6%

규정 및 법규 위반 업무

14.2%

16.9%

근로시간 밖의 업무

7.9%

8.9%

기타

9.4%

9.7%

3) 부당지시 처리 어려움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부당지시를 거부하는지 또는 수행하는지 등 아파트 종사 근로
자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2016년에는 75.6%가, 2017년에는 72.3%
가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부당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보다는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016년)

[그림 10] 부당지시 수행 여부
부당한 지시를 받은 근로자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해고,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이 두려워서’가 4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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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시를 받아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가 20.5%로, ‘부당지시에 해당하는지 잘 몰라서’가
15.1%로 나타났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는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해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
움으로 인하여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법조문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만 되어 있지, 만약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
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거부할 수 있는지, 부당한 지시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부분이 설문조사 결과에 영
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부당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

4) 개선방안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의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근로자에
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문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공동주택 종사 근로자의 62.2%는 ‘조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근로자의 37.8%
는 ‘조문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조사되었다.

[그림 12]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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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당한 지시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고용승계,
직업안정성 등 고용환경개선’ 69.1%,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11.8%, ‘입주민,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생협약’ 7.3%,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률개정’ 6.7%, ‘자리관리로의 전환’ 5.1%
등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는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 상생협약, 법률개
정 등보다 직업안정성 등 고용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러는 결과
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고용상의 보복 등의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3]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3. 부당지시 영향요인 분석
부당지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을 제외한 사무직원, 시설관리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아파트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개인적 특성 변수만
구성한 모형(모형1), 관리단지 특성 변수만 구성한 모형(모형2), 고용환경 특성 변수만 구성한
모형(모형3),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구성한 모형(모형4)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성별, 연령, 학력, 종사업무, 소득 등 개인적 특성 변수로만 부당지시 영향요인 분석
을 모형1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반면, 종사업무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사업무 변수의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근로자가 부당지시 피해를 받을 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으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상대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설문조사에서는 사무직 근로자
가 부당지시를 받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무직 근로자의 주요업무 중 하
나가 입주민 대상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주민의 지시 및 요구사항에 더 많이 노
출되어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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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아파트 여부, 관리방식, 단지규모, 수도권 여부 등 관리단지 특성 변수를 대상
으로 부당지시 영향요인을 모형2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리방식, 단지규모 변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아파트 여부, 수도권 여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 여부 변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일하는 단지가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주상복합 등)에 비해 아파트 단지일 경우에는 부당지
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일하는 단지
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일 경우에는 부당지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상대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부당지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부당지시 피해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다음으로, 정규직 여부, 고용 안정성 변수 등 고용환경 특성 변수를 대상으로 부당지시 영
향요인 분석을 모형3에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정규직 여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반면, 고용 안정성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아파트 종사 근로자
의 부당지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성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4에서는 개인적 특성 변수, 관리단지 특성 변수, 고용환경 특성 변수 모
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여부 변수, 고용 안정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 여부 변수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가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부당지시 피해를 받을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용 안정성 변수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경우에는 부당지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부당지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성 등 고용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부당지시 영향요인 분석

개인적
특성

Parameter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Intercept

-1.992

1.076

0.020

1.146

성별(1=남성)

0.477

0.588

연령(만나이)

0.022

0.020

학력(1=대졸이상)

0.330

0.224

시설관리직

-0.860

-0.681

경비원

-1.888 **

-1.666

종사업무
(참조: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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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모형1
환경미화원

고용환경
특성

모형3

모형4

-1.660 *

-1.630

0.004

0.000

소득(연속변수)

관리단지
특성

모형2

아파트 여부(1=아파트)

-1.276 *

-1.242

관리방식(1=위탁관리)

-1.135

-1.429

단지규모(1=500세대 이상)

0.329

0.318

수도권 여부(1=수도권)

0.977 ***

0.954 ***

정규직 여부(1=정규직)

-0.067

-0.399

고용 안정성(1=고용이 안정적)

-1.223 ***

-1.041 ***

Number of Observations Used

183

AIC(Intercept Only)

243.484

SC(Intercept Only)

246.694

2 Log L(Intercept Only)

241.484

Ⅴ. 결 론
본 연구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환경 및 부당지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한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은 일
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는 평균 근로시
간이 더 길고, 정규직 비율은 매우 낮으며, 일자리 안정성 또한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부당지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종사 근로
자들에 대한 부당지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의 부당지시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지시 피해를 받더라도 이를 거
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부당지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 관리단지 특성 변수들보다 고용환
경 특성 변수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상
대적으로 양호할 경우에는 부당지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부당지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하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당지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
로 고용안정성 등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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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3조에서는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에서
관리주체에게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책임 및 의무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파트 종사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지침에서는 ‘위탁관리→위탁관리’로의 주택관리업자의 변
경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어려운 것으로 제시되어있는데, 최근 사회의 분위기에
맞도록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관리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파트 관리방식에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고용승
계 및 고용계약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용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 따라서
책임 주체가 더 명확한 자치관리로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환경 및 부당지시 실태를 살펴보았
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갑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주로 ‘갑질’의
피해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등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보다 많은 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
지 못 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아파트 종사 근로자 관련 연구가 확
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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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location, operation and store characteristics of the restaurant
industry, which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local industry, on sales per unit area. To that end, the
annual sales data of large franchise stores were established to demonstr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ales
of restaurant franchises. The individual factor characteristics of the store were composed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multiple return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Hedonic price model using PASW
23.0.
The ke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geographical area in which the
store is located in relation to the location factor was not significantly below the sales volume of the
restaurant franchise store. Next it was shown that high-density commercial areas had a negative impact
on sales volume with respect to commercial density. Next, with regard to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tore, the play-rooms, children's experience classes and special-value products could be used as
incentives for consumers, but the increase in sales represented a negative relationship. Finally, with
respect to store characteristics, the increase in sales volume was shown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use of space in the complex store type, since the space is less usable than in the single store.
Keywords : Food Industry, Franchise, Location, Sales, Multi-retur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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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입지산업으로 통칭되고 있는 외식산업의 입지요인, 운영특성, 매장특성이
단위면적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규모 프랜차이즈 점포의 연간
매출액 자료를 구축하여 외식 프랜차이즈점포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하
였다. 점포의 개별 요인 특성을 독립변수로 구성하고, PASW 23.0을 이용하여 헤도닉 가격모
형을 기반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입지요인과 관련하여 매장이 위치한 지역 구분
은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 매출액에 유의한 영항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
권의 밀도와 관련하여 고밀도 상권지역은 매출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장의 운영특성과 관련하여 놀이방, 어린이체험교실, 특가상품은 소비자 유인책으
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매출의 증대에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끝으로 매장특성과 관련
하여 복합매장 유형의 경우 단독점포보다 공간의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의 증대에
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입지, 매출, 다중회귀분석

Ⅰ. 서 론
‘2018년도 식품산업 주요통계’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식산업규모는 약 120조원(2016
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8년 L사에서 첫 외식 프랜차이즈를 선보인 당시 1조 7,000
억원에 비하여 약 100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이 8.9%로 우리나라 GDP성
장률 3.6%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률에 힘입어 외식 점포는
약 65만개, 종사자 수 195만 명 등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영세하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외식 프랜차이즈는 하루 평균 36곳이 폐
업신고를 하고 있다.
외식산업을 논할 때 가장 큰 특성으로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외식산업의 특
성상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의 차별성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점포 출점에 있어 보다 체계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특화된 서비스 제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1)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식품산업 주요통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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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연구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 출점 전략을 위하여 입지요인에 기반하여 운영특성
과 매장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 매출액
을 향상할 수 있는 입지 및 운영, 매장특성을 확인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비록 입지가 고
정되어 있다할지라도, 매장의 운영 특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진행을 위하여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 중 패밀리레스토랑의 매출액 자료를 구축하여 분
석에 활용하였다.

Ⅱ. 외식산업 입지의 이론적 고찰
1. 외식산업의 정의 및 특성
외식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외식산업은 외식상품의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
수입·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중 가맹사업인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
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
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
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외식산업은 일반적인 제조업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로 외식산업은 입지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달리 소비자가 재화를 얻기
위해서 직접 업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는 수요에 따라 공장 등에서 제조되어
재화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공급이 되지만 외식산업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하여 소비자가 업장으로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직접 업장을 방문하지 않는 배달
음식의 경우에도 소비자가와 공급자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하며, 거리의 범위가 일정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외식산업의 가
장 큰 특성으로 높은 입지의존도를 들 수 있으며,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외식산업의 두 번째 특성으로는 시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식산업
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생산이 되며, 이는 바로 소비로 이어지게 된다. 일반적인 재화가 수
요예측에 의하여 필요한 양만큼 생산되어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외식산업은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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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주소비가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일정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지기 어
렵다. 세 번째로 외식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달리 산업화와 기
계화가 어렵다. 음식의 조리 뿐만 아니라 서빙 등 아직은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수행으
로 이루어져있으며,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대면을 통한 생산과 소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인
건비가 주요한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네 번째로 수요예측이 비교적 어려운 산업이
라 할 수 있는데, 소비자의 주문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기상상황, 재료수급 등의 이
유로 수요의 변동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프랜차이즈가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
다.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소규모 창업이 쉽기 때문인데, 이는 대량의 기계화․설비화 및 대규
모의 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매뉴얼을 통한 일정한 메뉴 및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며, 원자재인 식재료가 비교적 수급이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식산업은 생산과 시공간의 제약과 수요예측이 어려우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써, 입지의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2. 외식산업의 입지 결정 요인
외식산업의 매출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수히 많으나, 그 중 점포의 입지는 가장 먼저 고려
해야 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외식산업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공
간의 제약이 있어, 적절한 곳에 입지하여야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점포의
입지는 잠재고객이 밀집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외식산업 창업자는 일반적인 점포의 좋은 입지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외식산업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일단 점포의 입지를 결정하게 되면 입지변경을 쉽사리 하기 어렵고 부적
합한 입지로 인한 불이익을 극복하기도 어렵다. 또한 막대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야 하므로
선전되는 입지는 최대한의 투자수익률과 이익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입지이어야 한다.2)
Ken Jones & Jim Simmons(1986)3)는 입지 요인을 환경적 요인과 site 관련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환경적 요인은 시장 환경에 대한 공간적 확장에 관한 요인,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요인,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경쟁업체에 관한 요인, 시장침투력 요인 등으로 세분류하였
2) 신봉규·박재호,「외식창업실무메뉴얼, 백산출판사, 2003, p.5.
3) Ken Jones , Jim Simmons, ｢Location Location Location: Analyzing the Retail Environment｣,
Nelson Canada,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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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site 관련요인은 site제한요인, 접근성요인, 주차요인, 가시성요인, site 주변시설의 흡
입력 요인 등으로 분류하였다.
Luigi Salvaneschi(1996)4)은 가시성, 접근성, 지역 노출도, 인구밀집도, 성장성, 운영의
편리성, 안정성 및 안전성, 주차장 수용능력 등을 입지선정을 위한 site 평가요인이라 하였다.
이 중 외식업체의 입지 평가요인으로 가시성, 접근성, 점포특성, 상권 활성도 등의 요인을 사
용한다. 정광현(1998)5)은 입지요인을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거시적 환경으로는 인구동태적,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자연적 환경으
로, 미시적 환경으로는 고객동향, 경쟁사 점포, 접근 가능성, 가시성으로 세분하였다. 김원수
(1986)6)는 입지평가요인을 인구규모와 특징, 차량통행량, 주차시설, 교통, 자연적 환경, 점포
구성, 점유 조건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김병남은 점포의 매출형성요소로써 입지의 가시
성(인지성), 군집성, 위치성, 접근요인성, 도로, 상권규모, 상권의 질, 교통과 통행량, 유동인
구 등을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자별 외식산업의 입지결정요인
연구자

Ken Jones & Jim
Simmons(1986)

Luigi
Salvaneschi(1996)

정광현
(1998)

입지요인

평가항목

환경적 요인

시장환경에 대한 공간적 확장에 관한 요인,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요인,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경쟁업체에 관한 요인,
시장침투력 요인

Site 요인

site 제한 요인, 접근성 요인, 주차요인, 가시성 요인, site
주변시설의 흡입력 요인

site 평가요인

가시성, 접근성, 지역노출도, 인구밀집도, 성장성, 운영의
편리성, 안정성 및 안전성, 주차장 수용능력

거시적
환경

미시적
환경

인구동태적
환경

인구구조, 가족구성과 구조, 소득수준

경제적 환경

개인 가처분 소득수준, 수익적 소득, 생계비의 수준, 고객의
저축과 부채의 추세, 고객수준 및 그 구조와 패턴

정치적 환경

법률, 제도, 정부 기관 및 압력단체

사회문화적
환경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문화, 가치관, 전통, 관습

자연적 환경

자연 경관이 좋은 장소의 구입가능여부 및 구입가격

고객동향
조사

세대수, 인구수, 직업분포, 주거형태, 소비형태, 유동인구수,
교육수준, 외식 빈도, 외식비 지출 정도, 주거형태, 세대 당 가족
수, 소득수준

4) Salvaneschi, Luigi,「Location Location Location, Oasis Press, 1996. p.107.
5) 정광현, “외식산업의 최적입지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8, pp.46~48.
6) 김원수, ｢소매기업경영론｣, 경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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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김원수
(1986)

입지요인

평가항목

경쟁사
점포조사

매출액,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매장면적, 종업원 수, 업소
영업일수, 메뉴분석, 타겟 고객, 메뉴가격, 객 단가, 주 고객층,
마케팅전략, 판촉비용, 고객관리 방법

접근가능성
파악

주차장시설, 정류장, 지하철 통로, 보행도로상황, 차량의
통행방향, 건널목, 교통신호체계, 입지유형, 지리적 발전 전망

가시성

점포의 위치, 간판의 크기, 입주건물의 크기, 보행로와의 거리,
점포의 형태

인구규모나 특징

통행인의 수 및 유형

차량통행량

차량통행대수, 차종, 교통밀집정도

주차시설

주차장수, 점포와의 거리, 종업원 주차의 가능성

교통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 주요도로에의 근접성, 배달의
용이성

자연적 환경

자연 경관이 좋은 장소의 구입가능여부 및 구입가격

점포구성

점포수와 규모, 유사성, 소매구조상의 균형성

점유조건

소유 또는 임대조건, 운영 및 유지비, 세금, 도시계획과의 관련,
임의규정

입지의 선정은 현재 및 장래의 상권을 추정하고 현재의 입지에서 흡입 가능한 지역의 고
객층과 수요를 예상하는 등 출점지의 효율적 측정과 초기 영업정책의 기본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지조건은 시간과 주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현재의 입지가 잘 되기보다는
나쁘게 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므로, 항상 모든 정보와 자료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해야
만 하는 것이다.7)

3. 선행연구 분석
식품관련 산업은 200조원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이 중 외식관련 산업은 100조원 규모를
달성하는 등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다.
외식관련 선행연구로는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경영전략 연구(고재윤․이영남․김
경한(2005)8), 김미경․이정실(1995)9), 김민정․정유경(2015)10), 윤홍근․김장익(1998)11), 최주
7) 김은숙·한동여·이대홍·김기훈,「외식산업의 창업 및 경영」,백산 출판사, 2004. p.108.
8) 고재영․이영남․김경한, “우리나라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
구｣, 제4권 제1호, 한국호텔리조트학회, 2005.
9) 김미경․이정실, “우리나라 외식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져연구｣, 제7권, 한국관광
레저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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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문호(1997)12) 등),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및 고객만족도(강규철․오영호(2017)13), 곽공호
(2015)14), 김관식․김도영․심영국(2006)15), 장동화(2016)16), 최성환․정승호․정정희(2015)17)
등)이 있다. 외식산업의 입지분야 연구로는 강병남․박대섭․문영일(2008)18), 김영찬(2012)19),
오홍철․송영길(2003)20), 이애주․유지은(2010)21), 유지은․양혜원(2011)22), 이정실(1999)23)
등이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외식산업의 서비스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입지측면의 연구 역시 매출액과의 영향 관계 분석보다는 매장의 재방문 의도와 만족도
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지요인과 입지요인에 따라 나누어지는 운영특성과 매장특성을 중
점으로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0) 김민정․정유경, “외식산업에 대한 거시적 경제지표의 영향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15.
11) 윤홍근․김장익,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외식
경영학회, 1998.
12) 최주호․우문호, “외식산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釜山女子專門大學 論文集｣, 제19권, 부산여자대
학, 1997.
13) 강규철․오영호, “외식서비스산업에서 조직문화의 매개역할을 통한 감성리더십이 직무만족도와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7호, 한국융합학회, 2007.
14) 곽공호, “외식기업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제29권 제
9호, 한국관광연구학회, 2015.
15) 김관식․김도영․, “외식산업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방안 – 패밀레스토랑의 서비스품질관리를 중심 : 외
식산업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방안”, ｢관광연구저널｣, 제20권 제3호, 한국관광연구학회, 2006.
16) 장동화, “한식 외식산업에서 관리자의 권한위임이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서비스지향성에 미치는 영
향”, ｢외식경영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외식경영학회, 2016.
17) 최성환․정승호․정정희, “패밀리 레스토랑의 서비스 인카운터가 고객가치와 재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15.
18) 강병남․박대섭․문영일, “외식산업의 점포 입지별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제14권 제4호, 한국조리학회, 2008.
19) 김영찬, “외식사업 창업에 따른 입지 결정 요인 분석”, ｢한국조리학회지｣, 제15권 제1호, 한국조리학회,
2009.
20) 오홍철․송영길, “외식업체 입지 선택속성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산업혁신연구｣, 제3권,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03.
21) 이애주․유지은, “연구논문 : 레스토랑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L호텔의
사례를 중점으로 하여” , ｢외식경영연구｣, 제13권 제5호, 한국외식경영학회, 2010.
22) 유지은․양혜원, “패스트푸드점 입지요인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외식산업학회지｣, 제7권
제1호, 한국외식산업학회, 2011.
23) 이정실, “외식업의 입지선정 모델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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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의 설계
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외식산업의 입지 요인이 외식프랜차이즈 점포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으며, 입지에 따라 점포의 특성과 운영특성이 상이한 바, 이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
다. 각각의 변수들이 매출액과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SPSS
23.0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중 세미-로그 함수(semi-log function)를 사용하였다. 산점
도 상에서 선형관계가 아닌 다른 형태의 관계가 나타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두 변수 간
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연구모형을 개발하고자 종속변수인 매출액에 Log 항을 취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회귀계수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 단위면적 당 매출액
  오차항
   입지요인 운영특성 매장특성

2. 변수의 설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의 매출액으로, 연구대상인 패밀리레스토
랑이 가장 호황을 보인 해인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사용
하였다. 이 자료는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점포의 월간 매출액을 단위면적당 매출액으로 재
산정하여 하였다. 독립변수인 입지요인과 운영특성, 매장특성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구성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외식산업체의 현실을 반영하는
변수들로 최종 구성하였다. 선정된 변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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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선정 변수
변수

변수명

주요내용

단위

종속변수

단위면적당 매출액

2013년 기준 매장별 단위면적당 매출액

천원

광역시 매장여부

매장이 광역시에 위치하였는지 여부

더미

기타지역 매장여부

매장이 기타지역에 위치하였는지 여부

더미

고밀도 상권여부

매장이 고밀도 상권지역인지 여부

더미

버스정류장거리

매장과 인접한 버스정류장과의 직선거리

m

지하철역거리

매장과 인접한 지하철역까지의 직선거리

m

집객시설수

매장 주변의 집객 시설 수

단위

주거인구수

단위매장 주변의 주거 인구 수

명

직장인구수

단위매장 주변의 직장 인구 수

명

주말_유동인구수

단위매장주변의 주말 유동인구 수

명

돌잔치가능여부

단위매장의 돌잔치 가능여부

더미

키즈생일파티가능여부

단위매장의 키즈생일파티 가능여부

더미

세미나룸가능여부

단위매장의 세미나룸 가능여부

더미

파티패키지가능여부

단위매장의 파티패키지 가능여부

더미

놀이방가능여부

단위매장의 놀이방 가능여부

더미

어린이체험교실가능여부

단위매장의 어린이체험교실 가능여부

더미

이벤트룸가능여부

단위매장의 이벤트룸 가능여부

더미

무료 wifi 가능여부

단위매장의 Wifi 가능여부

더미

특가상품 가능여부

단위매장의 특가상품 가능여부

더미

복합건물매장 여부

단위매장이 복합건물매장인지 여부

더미

프리미엄 매장 여부

단위매장이 프리미엄 매장인지 여부

더미

복층매장여부

단위매장이 복층인지 여부

더미

매장좌석 수

단위매장의 좌석 수

단위

무료주차 가능 여부

단위매장의 무료주차 가능여부

더미

입지
특성

독립
변수
운영
특성

매장
특성

Ⅳ. 실증분석
1. 기초통계분석
실증분석에 앞서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표3-1>과 같다. 단위
면적 당 월평균 매출은 99,644천원에서 658,711천원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280,945.7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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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 당 매출액이 비교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지요인인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는 최소 1m에서 339m사이에 분포하며 평균 82.47m,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10m에서 2,700m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 315.95m로 지하철역보다는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인근의 주거인구수와 직장
인구수는 주거인구수가 평균 약 5,010명인데 반하여 직장인구수 평균이 평균 약 7,747명으
로 외식프랜차이즈 점포가 주거지역보다는 주로 상업지역에 입지하여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주요시설은 평균 약 46개이며, 집객시설은 평균 약 3개가 위치하여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번
화가 중심으로 입지하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장의 좌석 수는 80개에서 380개 사이에 분포
하며 평균 약 219개의 좌석이 있어, 매장의 규모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초통계량
변수명
종속변수

입지요인

운영특성

매장특성

N

단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단위면적당 매출액

180

천원

99,644

658,711

버스정류장거리

180

m

1

339

82.47

54.194

280,945.75 96,889.426

지하철역거리

148

m

10

2,700

315.95

374.283

고밀도상권여부

180

더미

0

1

.10

.301

주거인구수

180

명

0

14,756

5,009.73

3,290.592

직장인구수

180

명

0

50,393

7,746.52

7,582.476

주요시설수

180

개

0

250

46.28

39.654

집객시설수

180

개

0

19

3.12

3.807

돌잔치가능여부

180

더미

0

1

.74

.437

키즈생일파티가능여부

180

더미

0

1

.16

.369

세미나룸 가능여부

180

더미

0

1

.67

.471

파티패키지가능여부

180

더미

0

1

.13

.335

놀이방가능여부

180

더미

0

1

.29

.457

어린이체험교실
가능여부

180

더미

0

1

.19

.393

이벤트룸가능여부

180

더미

0

1

.33

.471

wifi가능여부

180

더미

0

1

.39

.489

수유실가능여부

180

더미

0

1

.44

.498

특가상품여부

180

더미

0

1

.22

.413

복합건물여부

180

더미

0

1

.64

.482

매장좌석수

179

개

80

380

218.68

66.679

복층사용여부

180

더미

0

1

.38

.486

무료주차여부

180

더미

0

1

.98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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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분석결과
입지요인이 외식프랜차이즈 점포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위면적 당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세미로그함수모형의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adj-R² 값이 0.642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F값이 10.36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독립변수간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5보다 작고, 공차한계가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프랜차이즈 점포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으로는 광역시매장(B=.134,
P<.1), 기타지역매장(B=.136, P<.01), 고밀도상권(B=-.169, P<.05),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B=.001, P<.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지하철
역과 거리, 인구수(주거인구, 직장인구, 유동인구)가 점포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밀도상권의
경우에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밀도상권지역의 경우, 분석대상
점포 외에 타 외식점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운영특성요인으로는 놀이방 가능여부(B=.114, P<.1), 어린이체험교실
가능여부(B=-.133, P<.1), wifi 가능여부(B=-.128, P<.1), 특가상품여부(B=-.249, P<.001)로
나타났다.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노키즈(No-Kids)존 등이 늘고 있
어, 미취학 아동을 둔 가족단위의 고객이 찾을 가능성이 높다. 놀이방 가능여부를 제외하고,
wifi 가능 여부, 어린이체험교실가능여부와 특가상품가능여부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체험교실이 실제 점포의 영업장소를 빌려 사용하기 때문에, 장소 대
여시간만큼 체험교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제외하고, 다른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어
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료 wifi가 가능한 경우,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
으나, 체류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점포 회전율이 하락을 발생, 이는 매출을 하락시키는 요인
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특가상품 역시 기존 메뉴보다 저렴한 가격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메뉴의 가격대에 비하여 저렴하여,
특가상품만 이용할 경우 오히려 테이블 당 매출액이 하락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매장특성으로는 복합건물(B=-.172, P<.05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건물의 경
우 단독 점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점포의 공간 활용이 상대적으로 제약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독매장의 경우 보다 넓은 공간을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 제공 공간으
로 사용가능하나, 복합매장의 경우 푸드 코트 등의 타 외식업체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매장 또는 무료주차가 가능한 경우는 예상과는 달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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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으로 프리미엄 매장의 경우 매출 증
대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는 기존의 고급 레스토랑을 두고 가격경쟁력이나, 서비스가 이에 미
치지 못하여 소비자가 굳이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대도시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그리고 고밀도 상권지역이 외
식 프랜차이즈 점포 매출액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소규모의 지역 역시 기존 확보된
고객과 독점이라는 특성을 가질 수 있어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포 내 놀이방, 어린이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가족단위의 고객을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는 점포의 영업시간 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고객에게만 응대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복합매장보다는 단독매장의 경우가 매출액 증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리
미엄 매장의 경우 기존 고급 레스토랑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
로 예상된다.
<표 4> 분석 결과
구분
특성

입
지
요
인

운
영
특
성

비표준화계수

변수명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광역시 매장여부

.134

.054

.169

2.472

.015

기타지역매장여부

.136

.051

.171

2.646

고밀도 상권여부

-.169

.072

-.149

버스정류장거리

.001

.000

지하철역거리

.000

집객시설수

t

공선성 통계량

유의확률

공차

VIF

**

.526

1.901

.009

***

.589

1.698

-2.349

.021

**

.605

1.652

.104

1.911

.058

*

.826

1.211

.000

-.021

-.373

.710

.746

1.340

.000

.007

-.002

-.029

.977

.420

2.382

주거인구수

.000

.000

.121

1.602

.112

.431

2.322

직장인구수

.000

.000

.091

1.001

.319

.298

3.361

주말_유동인구수

.000

.000

-.021

-.265

.792

.387

2.586

돌잔치가능여부

-.082

.050

-.103

-1.630

.106

.609

1.643

키즈생일파티

.029

.062

.031

.462

.645

.558

1.791

세미나룸가능여부

-.021

.049

-.028

-.432

.666

.570

1.755

파티패키지가능여부

-.069

.080

-.056

-.861

.391

.581

1.722

놀이방가능여부

.114

.064

.145

1.774

.079

*

.366

2.733

어린이체험교실

-.133

.067

-.146

-1.974

.051

*

.445

2.246

이벤트룸가능여부

.042

.065

.055

.639

.524

.336

2.977

Wifi 가능여부

-.128

.074

-.176

-1.728

.087

*

.237

4.227

특가상품가능여부

-.223

.052

-.264

-4.291

.000

***

.64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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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성
매
장
특
성

비표준화계수

변수명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복합건물매장여부

-.172

.076

-.233

-2.271

.025

프리미엄매장여부

-.024

.068

-.023

-.359

복층매장여부

.000

.000

.033

매장좌석 수

-.072

.073

무료주차가능여부

.217

.148

t

공선성 통계량

유의확률

공차

VIF

.233

4.296

.721

.581

1.722

.499

.619

.572

1.748

-.098

-.986

.326

.247

4.049

.100

1.461

.147

.520

1.924

**

F=10.365(p=0.000a), adj R2=0.642

Ⅴ. 결 론
본 연구는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 운영특성, 매장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규모 프랜차이즈 점포의 연간 매출액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분석
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단위면적당 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먼저 입지요인과 관련하여 광역시와 기타지역 등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가 위치는 매출액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입지가 반드시 대도
시에 입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밀도 상권지역에서는 매출액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 또는 개별 외식산업체 등과의
경쟁심화로 인하여 매출액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점포의 운영특성으로는 놀이방 운영, 어린이체험교실, 특가상품 등은 소비자 유인책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매출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업 본연의 공
간보다 이벤트성 공간사용으로 인하여 단위면적 당 매출액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가상품의 경우, 기존 메뉴와 서비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매출증대에는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복합매장 유형의 경우 단독점포보다 공
간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의 증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는 2013년 1월~동년 12월까지의 단기 매출 자료이며, 모든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가 아닌 2개의 패밀리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외식프랜차이즈
점포의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향후 다양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장기간의 매출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점포의 실매출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부득이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지금의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 매출현황과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중 객단가가 가장 큰 패밀리레스토랑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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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기 매출 자료를 이용함에 따라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나, 외식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입
지요인을 규명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예상되나, 후속연구에서는 최근 자료를 활
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외식산업의 경우 환대산업의 특성상 고객의 만족도에 의하여
매출액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고객의 재방문 요인과 종사자의
접객 능력,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식산업체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다양한 세분야가 있으며 세분야의 특성과 타깃이 되는 소비자의 특성, 배달 전
문업 등 그 특성이 다양하여 일반화가 어렵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분야의 특
성을 고려하여 입지적 측면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을 일반적으로 실
증분석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모형의 정교화와 매출형성 요인을 정량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
성적 요인을 도입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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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s in the living satisfaction level of urban dwellers who emerged as the
main source of small house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levant
criteria and regulations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residents to improve their living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regulations relaxed for supply convenience to
the level of apartments, in particular open public parks, schools and other public facilities to solve
parking problems, and install fire alarms, security and prevention facilities within the Philotie structure
to prevent fire hazards and improve safety of prevention and safety due to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so that residents can be protected from living accidents. Significant differences can be seen in the need
for a consultative body to communicate through participation by both housing operators and home
users, rather than unilateral decisions by operators, such as appropriate levels of rent policies and
administrative appropriations. The differences in satisfaction between these variables wer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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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소규모 주택의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한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를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주자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
한 관련 기준 및 규정의 강화가 필요함을 표시하였다. 또한 공급 편의를 위해 완화한 제반 규
정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하고, 특히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을 개방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것과 건물 구조상 필로티 구조로 인한 화재 위험 예방 및
방범·치안의 안전성 개선을 위해 필로티 구조 안에 화재경보기 및 보안·방범시설 설치를 의
무화하고 확대하여 생활 재해로부터 거주자가 보호받도록 할 것. 적정수준의 임대료 정책 및
관리비 책정 등 사업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주택사업자와 주택 사용자 모두 참여하여 소통
하는 협의체가 필요함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변수 간의 관계에 따른 만
족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주제어 : 도시형생활주택, 인구고령화, 주거만족도, 시설기준, 주택법

Ⅰ. 서 론
가족 구성단위의 축소는 가구 수의 증가와 소형주택의 수요와 공급요구가 증대되었다. 인
구가구 구조변화에 따라 부부+자녀 위주의 가구구조가 1인, 2인 가구 위주로 재편되고 있
다.1)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소가족화가 진행되어 가족 구성원이 1인 또는 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급속한 노령화를 피할 수가
없어 향후 1-2인 가구 비중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0년 10,312,545명에서 2016년 5월 기준, 9,805,506명으
로 감소했지만, 가구 수는 2010년 3,504,297에서 2016년 3,784,705가구로 증가했다.
2035년 4,112,604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의 주택 부족 문제는 지속할 것으
로 예상된다2)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정부는 2009년 5월 ‘도시형생활주택‘제도를 도입하고

1) 박미선·이재춘 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기본 17-01, 2017,
p,3.
2) 신명철·이재수, ”서울시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개발 특성과 주거환경의 특성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9
권 제3호, 2018,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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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
거 안정과 도심지 내 저렴하고 부담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 주택건설기준과 공급
절차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3)
현재 위에 열거한 사유로 1-2인 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소규모 주택의 주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해서 상승해가고 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 및 세대 구조 변화에 따
라 2019년까지 약 30만 가구의 소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의 다양한 세제 및 법적 규제의 완화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과 달리 주요 수요층과 요구하는 기능이 상이하므로, 사업 성패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사
전에 분석하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규모 주택의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한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분석 제공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제도가 도입된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제시된 목적을 효
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검토와 법‧제도적 측면에서 관
련 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며,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
한 설문은 서울시 영등포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설문 분석은 250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9년 2월에서 3월까
지 총 2개월에 걸쳐 자기 기재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12.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도시
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Ⅱ.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반적 고찰
1.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가족 구성원인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
가 2009년 5월 시행된 주거 형태이다. 국내 총가구 수는 2017년 1952만가구에서 2043년
3) 조복원,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8,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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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만가구로 정점(頂點)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접어든다. 2045년에는 2232만가구로 예상된
다. 가구 구성원 수는 계속 줄어든다. 올해 전체의 55.4%인 1-2인 가구는 2045년
71.3%(1590만가구)로 늘어난다. 1인 가구가 36.3%(809만8000명), 2인 가구가 35.0%(780
만명)를 차지할 전망이다. 반면 한때 '표준 가구'의 기준이었던 4인 가구는 올해 17.5%에서
계속 줄어 2045년에는 7.4%가 된다. 이에 따른 평균 가구원 수도 현재 2.53명에서 2045년
2.1명으로 줄어든다.4) 아래 <표 1>은 가구원 수별 가구수 변화를 보여준다.
<표 1> 가구원 수별 가구수 변화(2005-2015)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서울시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각종 시설기준 완화와 저리 융자 지원으로 단기
간에 공급이 급증하여 인허가 세대수가 2009년 823세대, 2010년 7,425세대, 2011년
27,610세대, 2012년 36,510세대로 급증하였으며, 2012년 12월 말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은 3,336건, 71,790세대가 인허가 되었고, 사용승인 물량은 1,771건(53.1%), 34,411세대
(47.9%)로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 지원이 시행된 2011년 2월 이후 급증하여 원룸형의 저리
융자 지원이 종료되기 전인 2012년 말 가장 많은 인허가 건수를 기록하였다.5) 아래 <표 2>
서울시의 시기별 인허가 및 사용 승인 추이를 보여준다.

4) 장상진, “2045년엔 1-2인 가구가 70%... 소형 주택 수요 늘듯”, 조선비즈, 2017. 09. 13.
5) 이재수,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1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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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기별 인허가 및 사용 승인 추이

자료 : 서울연구원,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실태와 개선방안, 2013, p,5.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모별로 분류되며, 첫째, 단지형 연립주택, 둘째, 단지형 다세대주
택, 셋째, 원룸형의 3종류가 있다.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미만이며,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2009년 2월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시행
되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6) 또한,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에서 제외해 주택의 공급을 짧은 기간에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에 융통성을 발휘하였다, 아래 <표 3> 사업계획승인 대
상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표를 통해 규제의 완화를 비교해 본다.
<표 3>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구

분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감

리

주택법 감리

건축법 감리

분양가상한제

적

용

미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

용

일부 적용제외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 2013, p,5.

도시형 생활주택의 적용 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
6) 조복원, 전게서,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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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건축할 수 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 도시지역은 적용에서 제
외했으며, 가구당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로 300세대 미만이다. 세
부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 모집 시기와 모집 승인 신청 및 승
인, 모집 공고와 공고 내용, 공급 계약의 내용 등 일부 규정만 적용받고, 입주자저축과 주택청
약 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7)
단지형 연립주택은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주거층은 4층 이하,
연면적은 660㎡ 초과로 건축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1개 층을 추가하여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연립주택에 해당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주거 층은 4층 이
하, 연면적은 660㎡ 이하로 건축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1개 층을 추가하여 5층까
지 건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원룸형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14㎡ 이상 50㎡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세대별로 독립
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하여야 하며, 세대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8) 아래 <표 4>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별 특성을 간략히 보여준다.
<표 4>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성

자료 : 서울시홈페이지,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7) 국토교통부,「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 2013, p,4.
8) 국토교통부, 상게서,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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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지역의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고, 자본금 3억
원(개인은 6억 원) 이상, 건축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33㎡ 이상의 요건을 갖추
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
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으
며,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
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표 5> 부대․복리시설 중 설치의무 면제․완화 항목 비교
구분

부대
시설

복리
시설

기존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9)

진입도로

세대규모별 폭 규정(300세대 미만 6m
이상)

원룸형 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4m

제25조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50세대당 10㎡
+ 매세대당 500㎠

제외

제28조

조경시설

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

제외
<건축법 적용>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

제29조

안내
표지판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제외

제31조

비상
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제외

제35조

어린이
놀이터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제외

제46조

근린생활시
설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 면적이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초과금지

제외

제50조

경로당

<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40㎡+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

제외

제55조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 2013, p,5.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
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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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10) 아래 <표 5> 부대․복리시
설 중 설치의무 면제․완화 항목 비교이다.

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차별성 확보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의 영향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연구와 거주자의 주거 만족 관련 연구를 고찰하였다.
강정욱(2010)11)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에서 서울 도
심에서 공급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서울시 1인 가구 중 상위 10%만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료
를 가지고 있으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당 면적 제한(12㎡~50㎡)은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고급형 1인 주거인 오피스텔의 면적과 큰 차이가 없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20
㎡~50㎡로 공급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진우(2010)12)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선호 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설문을 통하여 서울
시내 강남지역 3개 구에 근무하는 직장인과 직업교육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대
별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인구 사회적, 경제적 특성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통해 입주 의향 도를 분석한 결과, 인구, 사회적, 경제적 특성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선호속성에 주는 영향은 분석 결과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월 소득액, 보유재산액에 따라서
입주 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주정호(2010)13)는 “수요자유형별 특성에 맞는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에
서 사회인구학적인 분류를 바탕으로 실내 수납공간의 개선사항 및 선호도를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최저비용으로 도시 거주지를 계획할 경우 최소한의 수납공간을 갖추어야 할 경우 적용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실내의 부족한 수납공간을 실외수납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점에는 ‘정주형’과 ‘이주형’에 속하는 수요자가 모두 찬성의 입장을 보였
고, 추가 비용적인 점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박수진(2011)14)은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10) 이재수·이동훈,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실태분석과 정책대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2, p,21.
11) 강정욱,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을시립대학교
대학원, 2010.
12) 조진우, “도시형생활주택의 선호 속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0.
13) 주정호, “수요자유형별 특성에 맞는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
학교 대학원, 2010.
14) 박수진,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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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서울시 일반 사업지역 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과 주택외 시설로 구성된 복합개발대상지 6곳을 선정하여 분양사례 실증연구를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준개요를 작성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였고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시행 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성재(2013)15)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는 여타 준 주택 제도와 형평성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유사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 연계방안으로서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공급 방식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즉, 일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현물 바우처 방식의 공급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또
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는 일본의 정기차가 권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공급과잉과 수급 불
일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관리에 대한 운영방안도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도시형 생활주택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건폐율과 연면적 완화, 사업 승인 기간의 단축,
세대 수 제한 폐지, 주차장 완화 규정, 세금 감면,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방안 등 주로 공급
자 측면에서의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거주자 측면의 주거만족도에 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내부구조․ 공용시설․ 외부관리․ 유지비
용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1-2인 등 소규모 가족 또는 1인 주거공간이며, 이들 주택
에 대한 주요 수요층이 요구하는 기능은 일반 공동주택과 상이하므로,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
는 다양한 요인들을 사전에 분석하여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1.
15) 김성재,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 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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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특성에 맞는 도시형 생
활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에 있어 고려된 사항으
로는 우선 공간적인 범위는 서울시 영등포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남성

105

42.0

여성

145

58.0

20 대

85

34.0

30 대

90

36.0

40 대

45

18.4

50 대

15

6.0

60 대 이상

14

5.6

회사원, 공무원

139

55.6

전문직

8

3.2

자영업

52

20.8

학생

30

12.0

무직

21

8.4

1 인

118

47.2

2 인

79

31.6

3 인

34

13.6

4 인

19

7.6

5 인

0

0

단독

118

47.2

부부

39

15.6

부모+자녀

57

22.8

형제, 자매

23

9.2

지인

13

5.2

250

100.0

성별

연령

직업

가구원수

가구구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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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집단 범위는 자신의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거공간의
특성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조사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성인 남
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거주유형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등 국민주
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 주택에 독신으로 거주하거나, 동거인 1-2명인 거주자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9년 1월 초에서 3월 말까지 3개월간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자
기 기재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총 273부를 수집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23부를 제외한
250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 패키지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탐
색적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42.0%, ‘여자’가
58.0%이었으며, 연령은 ‘30대’가 36.0%, ‘20대’가 34.0%, ‘40대’가 18.4%, ‘50대’가 6.0%,
‘60대 이상’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회사원/공무원이 55.6%로 가장 많았고, ‘자영
업’은 20.8%, ‘학생’ 12.0%, ‘무직’ 8.4% ‘전문직’은 3.2% 순이었다. 총가구원 수는 ‘1인’이
47.2%, ‘2인’ 31.6%, ‘3인’ 13.6%, ‘4인’ 7.6% 순이었다. 가구 구성은 ‘본인(단독)’ 47.2%,
‘부모+자녀’가 22.8%, ‘부부’ 15.6%, ‘형제, 자매’ 9.2%, ‘지인’ 5.2% 순이었다. 최종 유효
250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2. 타당성 검토
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 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
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 적재치가 0.4 이하일 때는 해당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
상으로 하며, 요인 적재치는 0.40 이상을 선택기준으로 하였다. 총 29개 변수에 대해 주성분
분석을 하였으며, 이론구조에 맞지 않은 6개의 변수는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3개의 변수를 분
석에 이용하였다. 세부항목 23개의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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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외부
관리

내부
구조

관리
비용

공용
시설

Alpha if
ltem
Deleted

C-2 대중교통 접근성

.688

.078

.273

-.115

.620

C-3 생필품 구입 접근성

.669

.123

.262

-.111

.669

C-1 교육시설 접근성

.650

.017

.081

.173

.697

C-6 체육시설 접근성

.569

.060

.372

-.051

.703

변 수

외부
관리

내부
구조

관리
비용

공용
시설

신뢰도

C-5 치안의 안전성

.560

.261

-.208

.348

.749

A-2 주방 등 내부 구조

.270

.804

.132

.108

.540

A-3 주방 등 내부 면적

.146

.749

.173

-.067

.602

A-4 외부 디자인

.039

.683

.025

.103

.645

A-5 내부 디자인

-.143

.647

.095

-.035

.716

A-6 층간 소음

.420

.456

.059

.053

.543

D-3 임대료 수준

.191

.095

.766

.132

.665

D-2 관리비 수준

-.050

.087

.725

.309

.572

D-5 대중교통비 수준

.128

.247

.682

.246

.612

D-4 주변물가 수준

.253

.061

.589

.088

.610

B-1 주차장이용 용이성

-.149

-.073

.270

.738

.652

B-3 휴게실이용 용이성

-.069

-.031

.261

.717

.512

B-4 놀이터이용 용이성

.504

.095

-.075

.551

.486

B-2 편의시설이용 용이성

.256

.180

.280

.470

.425

B-5 피난·방범 신뢰성

.316

.351

.238

.399

.446

B-6 소방 안전 신뢰성

.368

.269

.252

.386

.541

고유값

3.156

3.114

2.096

2.076

분산율

14.346

14.155 12.780 12.685

Cronbach
a

.736

.699

.583

.479

KMO = .799, Bartlett's test결과 χ²=2525.974 (df=231, p=.000)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 Rotation converged in 7 iterations.

2) 상관관계 분석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분석 시 고려되는 내부구조․ 공용시설․ 외부관리․ 유
지비용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래 <표 8>과 같이 수치의 유효성이 확보되어 통계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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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단위

평균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표준편차
내부구조

공용시설

외부관리

내부구조

2.54

.467

1.00

공용시설

3.02

.409

.188**

1.00

외부관리

2.53

.410

.446**

.185**

1.00

관리 비용

3.34

.404

.106*

.188**

.192**

관리 비용

1.00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3.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분석에 미치는 영향 검증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사용된 20
개의 변수를 제외하고 3개의 변수를 변수계산 과정을 거쳐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주거만족
도의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독립변수 간 연관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변수의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는 10 미만으로 다중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 9> 주거만족도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은 주거만족도에 대한 분석표이다.
1) 내부구조가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분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준화 계수(β)는 0.294, t 값은 6.006, 유의확률(p값)이 .000으로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공차 한계(Tolerance) 값이 .752로 한계 값인 0.1 이
상이므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내부구조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외부관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분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준화 계수(β)는 0.115, t 값은 2.487, 유의확률(p값)이 .013으로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공차 한계(Tolerance) 값이 .841로 한계 값인 0.1 이
상이므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외부관리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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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거만족도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종속변수

생
활
만
족
도

독립변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상수

-.113

.263

내부 구조

.425

.071

공용 시설

.120

외부 관리
관리 비용

t 값

공선성 통계량

유의확률

베타

공차한계

VIF

-.432

.666

.294

6.006

.000**

.752

1.330

.079

.073

1.531

.127

.806

1.241

.188

.075

.115

2.487

.013*

.841

1.189

.320

.059

.256

5.470

.000**

.826

1.210

R= .543, R²= .295, 수정된 R²= .288,
F=40.853, p = .000, Durbin-Watson=1.912
**.p<0.01 *.p<0.05

3) 관리비용이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분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준화 계수(β)는 0.256, t 값은 5.470, 유의확률(p값)이 .000으로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공차 한계(Tolerance) 값이 .826로 한계 값인 0.1 이
상이므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내부구조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가족 구성단위의 축소는 가구 수의 증가와 소형주택 수요·공급의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주택시장의 영향을 반영하듯 1∼2인 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소규모 주택의 주거 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해서 상승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 주택의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
만족도를 분석하여 주택사업자 및 주택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핵심적인 영향요인을 밝히고
자 한다.
첫째, 내부구조에 대한 거주자들의 의견은 ⅰ) 주방 등 내부구조, ⅱ) 내부면적, ⅲ) 외부
디자인, ⅳ) 내부디자인, ⅴ) 층간소음, ⅵ) 일조, ⅶ) 등에서 거주자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관련 기준 및 규정의 강화가 필요함을 표시하였다. 또한 공급
편의를 위해 완화한 제반 규정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외부관리에 대한 거주자들의 의견은 ⅰ) 대중교통 접근성, ⅱ) 생필품 구매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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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 시설 접근성, ⅳ) 체육시설 접근성, ⅴ) 치안의 안전성 등에서 거주자들의 주거 만족
도 향상을 위해 건물 구조상 필로티 구조로 인한 화재 위험 예방 및 방범·치안의 안전성 개선
을 위해 필로티 구조 안에 화재경보기 및 보안·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확대하여 생활 재
해로부터 거주자가 보호받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관리비용에 대한 거주자들의 의견은 ⅰ) 임대료 수준, ⅱ) 관리비 수준, ⅲ) 대중교
통비 수준, ⅳ) 주변 마트 물가수준, 등을 거주자들은 주거 만족도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를 향상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대료 정책 및 관리비 책정 등 사업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주택사업자와 주택 사용자 모두 참여하여 소통하는 협의체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영등포구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를 대
상으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의 성향을 분
석함은 유의미하나 전국에 분포한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대표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 지속해서 전국 단위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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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on the housing types and the
housing satisfaction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 are
analyzed by setting the hierarchical factor model of the first factor construct(population factor, economic
factor and locational factor), and the second factor construct(characteristic of one-person househol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search model and research hypothe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 the housing types and housing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the housing types and the housing satisfaction were all significant(+) direction.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household structure will be centered on one-person household,
and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 and the
housing types and the housing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type of occupancy and size of housing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and that it can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This can be said
to have implications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Keywords : one-person household characteristics, housing type, housing satisfaction, hierarchical factor
model, preceding f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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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1인 가구 특성이 주거정책을 매개로 하여 주거 선호속성 및 주거만족도에 미치
는 인과관계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 특성을 1차 요인(인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입지·공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과 2차 요인(1인 가구 특성)의 위계적 2차 요인모형(hierarchical factor model)으로
설정하고 주거정책을 매개변수로 설정해서 분석하였다. 둘째, 1인 가구 특성과 주거 선호속성
에 대한 매개변수인 주거정책과 주거 선호속성 및 주거만족도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한
결과, 1인 기구 특성, 주거정책의 매개 작용, 주거 선호속성 및 주거만족도 모형은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모든 잠재요인들의 경로 방향이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래 가구 구조는 1인 가구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인 가구 특성은
주거 선호속성과 주거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주거정책에 따라서 주거 선호속성과 주거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전체 연구모형과 연
구가설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1인 가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주거정책을 시행해야 1인 가구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점이 학문적·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1인 가구특성, 주거 선호속성, 주거만족도, 주거정책, 매개변수, 위계적 2차 모형,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압축성장의 영향으로 가구 유형에도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는 다른 유형 가구보다 훨씬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제19차 인구주택총조사(2015∼2045년)에 의하면 국내 1인 가구 수는 1990년 일반
가구 1,135만 5천 가구 대비 102만 1천 가구 9.0%에 불과했으나, 2000년 15.5%인 222만
4천 가구, 2010년 23.9%인 422만 가구, 2015년 27.2%인 520만 가구로 2010년 대비 99
만 가구가 증가했다. 2035년에는 전국의 총가구, 2,222만 1천 가구 중 34.3%인 763만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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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2045년에는 809만8천 가구로 3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인 가구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중의 하나로서, 그동안 3~4
인 가구에 비중을 맞춰왔던 주택정책에서 1인 가구가 주된 가구로 등장함으로써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결혼을 미루는 청년층 및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즉,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주거 선호속성이
나 주거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1인 가구가 희망하는 주거정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특성과 주거 선호속성 및 주거만족도의 인과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주거정책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으로 실증 분석한다. 1인 가구 특성이 주거 선호속성과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
작용을 하는 주거정책에 따라 주거 선호속성과 주거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함으
로써, 본 연구에서 구축한 연구모형의 타당성 확인과 1인 가구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에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 가구 관련 통계 자료는 국가에서 5년 단위로 실시하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2018년 3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행한 자료를 활용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강원도
등 2개 도시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2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서울시의
경우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국 1인 가구 520만3천440가구 중 111만5천744
가구인 21.45%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7대 대도시 중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이 29.5%
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인 가구 비율이 31.2%로 가
장 높으면서, 도시 특성상 군사, 교육, 농·어촌이 다양하게 혼재된 지역이고, 평균 가구원 수
는 전국 시·도 중 2.36명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판단되어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2)

1)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2017년 4월 13일 보도자료 인용.
2)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16년 9월 7일 보도자료, <표 41>,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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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의 검토
이희연·노승철·최은영(2011)3)은 1인 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에서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다양성에 따른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패턴을 보이고,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젊은 싱글족은 대체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교육수준이 낮고
고령자로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주로 농촌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박은철(2017)4)은 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 정책연구에서 서울시
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새로운 주택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
공임대주택 공급과 민간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금융 제도, 부동산세
제, 주택 임대차제도를 저성장시대·월세 시대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으로 개선·개편할 필요성
과 세대 통합적이고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강평년·최승영 (2008)5)은 컨조인트분석(Conjoint Analysis)을 이용한 주거 선호 결정
에 대한 연구에서 서남권 중소 도시인 목포시 주거 선호속성을 파악하고 이들 속성 간 상대적
중요도와 효용가치를 파악하고, 거주자의 특성을 검정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 8개를
주거지 선호속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성별, 환경, 이웃 관계, 직장 출·퇴근, 자녀교육 등에 대
한 선호로 연구하였으며, 또한 연령별 안전 및 보건상태와 이웃 관계, 편의시설 이용, 경제성
속성에 대한 효용가치 등을 추가로 분석했다. 김진현·김형주(2017)6)는 1인 가구 특성이 주거
유형 및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1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들
의 특성이 인구적, 경제적, 입지적 요인의 Higher Order 개념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으며, 인
구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 등에 대한 응답자 기초통계량을 통해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1인 가구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므로 1인 가구의 특성에 맞게 주택형태, 점
유형태, 주택 규모 등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과 주거유형도 달라져야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 이희연･노승철･최은영, “1인 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
리학회지」, 제46권 제4호, 2011, pp.93~112.
4) 박은철, “도시 저소득 임차 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행정
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pp.10~13.
5) 강평년･최승영, “컨조인트분석을 이용한 주거 선호 결정에 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지, 제6권 1호
(통권 제9호), 2008, p.31~32.
6) 김진현･김형주, “1인 가구 특성이 주거유형 및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행정학보, 제30집 제3
호, 2017,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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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1인 가구 특성과 주거 선호속성을 주거정책이 매개할 때, 1인 가구 특성이 주
거 선호속성 및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전체를 묶어 구조방정
식 모델(SEM)로 분석한 연구다. 즉 1인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정책을 어떻게 차별화 하는것
이 주거선호에 의한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이
다. 또한 위계적 2차 모형인 1인 가구 특성과 성과변수인 주거 선호속성과 주거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주거정책이 매개하는 모형에서, 1인 가구 특성이 주거 선호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거 선호속성은 다시 주거만족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1인
가구의 차별화된 주거정책을 밝힌 점이다.

Ⅱ. 이론적 검토
1. 1인 가구 개념 및 특성
1) 1인 가구의 개념
가구는 일반가구7)와 집단가구8)로 분류되는데 1인 가구는 일반가구에 포함된다. 1인 가구
라는 용어는 통계청(2005)에서 도입한 개념으로 그 이전에는 주로 ‘단독 가구’라는 용어가 사
용되었다. 통계청 통합검색 표준 용어상 1인 가구의 개념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를 말하
며,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9)

김진현·김형주

(2017)와 김동환(2016)은 1인 가구를 주거가 독립되고, 동거인 없이 가구원 혼자 생계를 유
지하거나,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사는 경우와 취업이나 근무지 변경 등으로 독립적으로 가구
구성을 이루고 있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유학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도 1인 가구에 포
함하였다. 변미리 외(2008)는 1인 가구를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의식주 등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 사람을 통칭한다고 정의하였다.

7) 통계청,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16.
8) 통계청,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 보육원 등 사회시
설에 집단으로 사는 가구,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16.
9) 통계청 홈페이지의 ‘1인 가구’ 검색 결과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iemInputNo=000009438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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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①주거가 독립되
고, 동거인 없이 가구원 혼자 생계를 유지하거나, ②과거에 혼인했으나 현재는 이혼이나 사별
로 혼자가 된 경우와 취업이나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로 독립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③배우자
및 자녀의 해외 유학 등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상
의 1인 가구에 대한 일반 개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1인 가구의 개념
저자

연도

지칭용어

1인 가구 개념

통계청
용어사전

2005

1인 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침, 취사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07

비혼
1인 가구

∙ 혼인 경험이 없거나 현재 혼인상태가 아닌 1인 가구를 의미한다.
만혼 세대, 이혼자, 고령 독신자, 현재 법적･사실적으로 배우자
없이 단독 세대를 형성하여 혼자 생활하는 가구

변미리٠신상영
조권중٠박민진

2008

1인 가구

∙ 혼자 사는 사람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를 혼자 영위 하는
사람들을 통칭.
∙ 형성 요인에 따라 자발적, 비자발적 1인 가구로 구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청년 1인 가구, 장년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로
분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비혼(非婚) 1인 가구, 혼(婚)1인
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정의함.

서울시(조례)

2016

1인 가구

∙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

1인 가구

∙ 독립된 주거에서 동거인 없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거나, 과거에
혼인했으나 현재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된 경우도 포함.
∙ 취업, 근무지 변경 등으로 독립가구이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유학 등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1인 가구에 포함한다.

1인 가구

∙ ‘단독세대’(단가이)로 표시, 세대의 개념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세대와 혼자 사는 세대가 포함된 ‘일반세대’와 학생기숙사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학생, 입원 환자, 사회시설 입소자 포함하는
‘시설세대’로 구분

김진현٠김형주

2017

일본
(國民生活白書)

平成
17년
(1989)

2) 1인 가구의 특성
우리나라의 총가구는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1,901만 3천 가구로 5년 전 1,749만
5천 가구 대비 151만 8천 가구인 8.9%가 증가했다. 그중 1인 가구는 2015년 11월 1일 기준
518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7.2%를 차지하고 있고, 2010년 422만 가구보다 99만 가구
인 3.3%가 증가했다.10)
우리나라 연령대별 1인 가구 구성을 보면 30대가 18.3%로 제일 높고 70대 이상 노령층
10) 장래가구추계, 2010~2045년, 2017년 4월 13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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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7.5%, 20대가 17.0% 순이다. 성별은 여성이 260만 1천 가구로 50.2%이며, 남성은 30
대가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은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11) 혼인상
태별 1인 가구현황은 미혼 1인 가구가 228만 6천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사별 가구 145
만 1천명, 이혼 가구 84만 5천명, 배우자 있음 가구 62만1천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55.9%로 가장 많고, 부산광역시 54.5%, 경상북도 53.6%, 가장 낮은
자치도는 울산시로 43.0%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원도 1인 가구 특징의 차이점 중에서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은 서울시가
여자비율이 51.2%로 높은 반면 강원도는 48.9%로 남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의 경우, 직업분포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혼인상태는 서울은 남성의 경우 미혼이
68.8%, 여성의 경우도 미혼이 52.3%로 가장 높다. 이는 30대 청년층의 취업 등의 영향으로
결혼을 미루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는 남성의 경우 미혼 47.7%, 여성은 사별
이 56.5%로 가장 높다. 이는 6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직업분포는 서울은 사무직이 31.2%로 가장 높고, 강원도는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 등이 35.2%로 가장 높다. 이는 서울시는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반면, 강원도는
기능직이나 기계장치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1인 가구가 많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1인 가구의 주거정책 및 특성
1) 1인 가구의 주거정책
1인 가구 주거 정책의 개념은 좁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衣食住) 중에서 주(住)에 해
당하는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외계층을 위주로 사회의 주
택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의 불안전 요소들을 제거해서 주거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을 의미한다. 넓게는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을 포함하
는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사회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자
시행되는 정책과 노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1인 가구 주거정책은 주거 빈곤(housing
poverty)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상태인 주거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1인 가구의 주거정책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11)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16년 9월 7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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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 가구 주거정책의 특성
1인 가구 주거정책은 좁게는 저소득이나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주거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주거 빈곤은 하나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가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주거와 관련된 빈곤을 해결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1인 가구 주거정책은
고용, 건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의 특
성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물리적 공간인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측면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주택공급사업의 경우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볼 수 있으
며, 주거비 지원은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볼 수 있다.

3. 주거선호속성 및 주거만족도
1) 주거선호속성
주거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 주거 가치라면 주거 선호란 주거특성에 대해서 좋고 싫음을
의미한다. 주거환경에 대해서 개인의 선호구조를 두 가지 가설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예산
과 소득에 따라 주거입지와 분화가 발생한다는 경제적 경쟁 가설이다. 즉, 소비자의 유효수요
를 분석함으로써 주거 선호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 열망, 요구,
선호 등에 따라 주거지의 사회·경제적 분화가 일어난다는 사회적 선택가설이다. 즉, 미실현된
소비자 수요까지 분석하여 주거 선호를 추정하는 것이다.
권주안 외(2007)는 1인 가구 유형별 주거 선호와 관련해서 주거 선호속성을 이사계획, 점
유 형태, 주택 유형, 주택 규모, 주거지역, 주택가격 및 임대료 측면에서 조사했다. 김민창
(2014)은 고령자의 주거 선호 및 주거선택 특성과 관련하여 주거 선호속성의 측정항목들을
접근성, 경제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투자성, 자연 친화성 측면에서 주거 선호속성을 측
정하였다.12)

2)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는 자신들이 사는 곳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느끼는 주거에 대한 정서
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거주자가 주거환경에 대해 갖는 만족감의 정도는 자신이 판단하
12) 김민창, “수도권 고령자주택의 주거 선호와 입지선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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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주거만족도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Fried and Bleicher(1961)13)로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 개념과 형태 가운데 거주자
의 만족도가 배관설비나 주택의 구조 특성보다도 주거의 질을 평가하는데 더욱 적합한 기준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이 주거만족도를 주요 개념으로 하여 기초적인 환경의 이론을 펴기
시작하였다. 주거만족도는 주로 주택의 내적 시설인 사용면적, 방의 개수, 평면구조, 통풍 및
채광, 난방상태, 방음상태 등 물리적 부분의 만족도를 의미하고, 주거환경만족도는 주택 외적
인 요인으로 병원, 의료시설의 접근성, 문화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시설 편의성,
교육환경, 소음 정도, 집주변의 청결상태, 대기오염 정도,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 주변 자연환
경 등의 입지특성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고 했다.14)

Ⅲ.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1) 위계적 2차 모형 및 매개모형
위계적 2차 모형은 Dabholkar et al.(1996)15)이 주장한 다층적 모형과 Dabholkar et
al.(2000)16)가 주장한 선행요인모형으로 이루어진 모형으로 모형의 차원구조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다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고 각각의 차원들이 구성요인모형인지 선행요인 모형인
지를 연구했는데, 모형의 차원구조는 다차원으로 구성되는 다층적 모형이 존재하며 구성요인
모형보다 선행요인 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Gerbing・Anderson, 1988)17).
13) Fried, M. and P. Bleicher, “Some source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an urban slum”,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 27, 1961, pp.305~315.
14) 제해득, “주거만족도 요인구조와 주거복지정책 중요도 분석, -주택유형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p.8.
15) Dabholkar, Pratibha A, Dayle I. Thorpe, and Joseph O. Rentz, "A Measure of Service
Quality for Retail Store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4(Winter),
1996, pp.3~16.
16) Dabholkar, P. A., S. C. David, and D. Thorpe,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Service
Quality: An Investigation of Critical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Through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Retailing, 76(2), 2000, pp.139~173.
17) Gerbing, David W., James C. Anderson, An Updated Paradigm for Scale Development
Incorporating Unidimensionality and Its Assess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 217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2號(通卷 第52號)

김동환(2016)18)은 1인 가구 특성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11개의 측정항목들을 3개 잠재요인
과 측정항목을 연결하는 위계적 2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해서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특성은 1
차 요인이 존재하고 1차 요인의 배후에는 다시 2차 요인이 존재하는 위계적 2차 요인 모형
(hierarchical factor model)으로 설정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1인 가구 특성요인의 위계적
2차모형도 우수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1인 가
구 특성을 위계적 2차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매개 모형(mediation model)은 매개 변인(mediator variable)이 예측 변인(predictor
variable)과 준거 변인(criterion variable)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측 변인이 준거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과정(mechanism)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서 중계자 역할을 하는 제삼의
변수이다. 따라서 매개모형은 인과모형이다. 매개변수가 한 개이면 단순매개모형이고 두 개
이상이면 다중매개모형이다.19)

2) 1인 가구 특성, 매개변수 및 성과변수의 전체 연구모형
1인 가구 특성과 매개변수인 주거정책 및 성과변수인 주거 선호속성과 주거만족도에 대한
전체 연구모형(SEM)은 위에서 설명한 위계적 2차 모형 형태의 1인 가구 특성이 매개변수인
주거정책을 통해서 주거 선호속성과 주거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
펴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1인 가구 특성과 매개변수, 성과변수의 연구모형
전체 연구모형은 1인 가구 특성이 4가지 잠재요인을 선행요인으로 구성되는 위계적 2차
요인모형을 형성하는 관계(Choi, S. I., Park, T. J. & Kang, J. G, Dabholkar et al.,
Vol. 26(May), 1988, pp.186~192.
18) 김동환, 전게논문, pp.200~201.
19) 이형권, M plus를 이용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신영사, 2018, pp.3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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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Dabholkar et al., 2000; 김동환, 2016), 1인 가구 특성이 주거정책에 의해서 주거
선호속성과 매개되는 관계(Baron & Kenny(1986; muller et al, 2005), 1인 가구 특성이
주거 선호속성 및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관계Choi, S. I., Park, T. J. & Kang, J. G; 장서윤·
하규수, 2015), 주거 선호속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관계(김진현, 2016)의 네 부분으로 연
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연구가설
1인 가구 특성은 주거유형에 영향을 미치며 주거유형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1인 가구 특성이 위계적 2차 모형을 구성하는지와 1인 가구 특
성과 주거 선호속성의 주거정책의 매개효과와 1인 가구 특성이 주거 선호속성에 영향을 미치
는지와 주거 선호속성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위의 연구
모형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첫째, 가설 1[H1] : 1인 가구 특성은 인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입지·공간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을 나타내는 Higher Order 개념일 것이다.
둘째, 가설 2[H2] : 1인 가구 특성은 주거 선호속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가설 3[H3] : 1인 가구 특성이 주거 선호속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주거정책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가설4[H4] : 주거 선호속성은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
1인 가구 특성을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 결과에 따라서 ‘인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입지·공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4개 잠재요인으로 구성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1인
가구 특성의 잠재요인과 측정항목은 선행논문과 이론적 검토를 기준으로 4개 잠재요인을 측
정하기 위한 문항을 설정한다. 평가척도는 이학식·김영(1997)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
뢰성을 높이기 위해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평가하였다. 4
개 잠재요인의 측정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20)
첫째, 인구적 요인은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요소를 구성하는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
20) 이학식·김영, “연구디자인이 Cronbach's a 계수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 연구, 12(1), 1997,
pp.20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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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주로 개인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 등(김진현·김형주, 2016; 김동환, 2016;
변미리 외, 2008; 강은택·권대중)의 5개 항목에 의해서 측정한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1인 가
구가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소유 정도에 대한 정보들로 일반적으로 각 가구의 재산상
태, 월 평균소득, 월 생활비 지출, 고용상태 등(김진현·김형주, 2016; 김동환, 2016; 변미리
외, 2008; 김주영·유승동, 2013; 서원석·강민성)의 4개 항목에 의해서 측정한다. 입지·공간
적 요인은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정보이며 주로
일상생활을 위한 중요한 여건으로 거주지,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통근 시간 등(김진현·김
형주, 2016; 김동환, 2016; 변미리 외, 2008; 신상영, 2010)의 4개 항목에 의해서 측정한다.
사회·문화적 요인은 1인 가구를 가치관이나 경제 환경 및 사회·문화적 영향의 정도가 우리 사
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내느냐에 대한 정보들로 주로 산업예비군, 골드미스·
미스터, 불안한 독신자, 고령화 실버세대 등(변미리 외, 2008)의 4개 항목에 의해서 측정한다.
둘째, 주거 선호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대중교통, 의료시설, 상업 시설, 복지시설
및 직장 등에 접근성과 주택 구매가격, 임대가격, 유지관리비 및 세제 혜택 등의 경제성, 단지
환경, 햇빛 및 미세먼지, 실내 환경, 친환경 재료 등의 쾌적성, 노약자 배려 설계, 실내 공간
가변성, 근린생활시설 등의 편리성, 공공공간, 전원 활동, 녹지공간 및 친수(親水)공간 등의
자연 친화성, 문화, 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의 친교와 교류를 위한 공간 등의 사회성, 각종
재해나 범죄,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안전성, 주택 형태, 점유 형태, 주택 규모, 계약기간
등의 주거유형의 적절성 등(김민창, 2014)의 8가지 항목에 의해서 측정한다. 셋째, 주거만족
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주택의 크기 및 구조에 대한, 통풍, 냉·난방, 주차 공간 등의 주택
의 성능, 교통 및 근린시설 등의 접근성, 각종 재해나 범죄로부터의 안정성, 이웃과의 의사소
통 등의 사회성, 해충이나 청소 쓰레기 등의 청결성,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경제성, 소음·진
동, 악취, 대기오염 등의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제해득, 2016))의 8가지 항목에 의해서
측정한다.
넷째, 주거정책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지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
지역에 소형주택 공급확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이나 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보수 지
원, 경제력이 약한 주거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유주택(쉐어하우스)의 공급확대, 개
인의 독립성 유지 및 일상생활의 공간확보와 유지를 위한 주택보장,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및 일반임대주택의 제공,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비지원이나 주택바우처 제도, 전담인력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 주거 자립을 위한 일관된 주거지원서비스, 심리적·정서적 건강 제고를 위해서 외로움 및
불안한 미래에 대한 주거상담프로그램 필요 등(주택산업연구원, 2011)의 8가지 항목에 의해
서 측정한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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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
측정개념
(문항수)

측정변수

척도

성별이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인구적 요인1)
인구적 요인
(5)

연령이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인구적 요인2)
학력이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인구적 요인3)
직업이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인구적 요인4)

리커트
5점

혼인상태가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인구적 요인5)
월 평균소득이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경제적 요인1)
경제적 요인
(4)

월 생활비 지출이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경제적 요인2)
재산상태가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경제적 요인3)

리커트
5점

고용상태가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경제적 요인4)
공간분포가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입지공간적 요인1)
입지·공간적
요인
(4)

교통수단이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입지공간적 요인2)
대중교통수단이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입지공간적 요인3)

리커트
5점

통근시간이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입지공간적 요인4)
산업예비군이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사회문화적 요인1)
사회·문화적
요인
(4)

골드미스·미스터가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사회문화적 요인2)
독신자가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사회문화적 요인3)

리커트
5점

실버세대가 1인 가구 특성에 미치는 영향(입지공간적 요인4)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에 접근성이 좋아야 함(선호속성1)
구입가격, 임대가격 등의 경제성이 높아야 함(선호속성2)
단지환경, 햇빛 및 미세먼지 등의 쾌적성이 높아야 함(선호속성3)
주거선호속성
(8)

노약자 배려시설, 그림생활시설 등의 편리성이 좋아야 함(선호속성4)
공공공간, 전원활동 등의 자연 친화성이 좋아야 함(선호속성5)

리커트
5점

친교와 교류를 위한 공간 등의 사회성이 잘 갖춰져야 함(선호속성6)
재해나 범죄 보호 등의 안전성이 잘 보장되어야 함(선호속성7)
주택형태, 점유형태 등의 주거유형이 적절해야 함(선호속성8)
주택의 크기 및 구조에 대한 만족도(만족도1)
통풍, 냉·난방 등의 주택의 성능에 대한 만족도(만족도2)
교통 및 근린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만족도3)
주거만족도
(8)

재해나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만족도4)
이웃과의 의사소통 등의 사회성에 대한 만족도(만족도5)
해충이나 청소 쓰레기 등의 청결성에 대한 만족도(만족도6)
임대료, 관리비 등의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만족도7)
소음·진동, 악취 등의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만족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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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개념
(문항수)

측정변수

척도

도심지역에 소형주택 공급확대 필요(정책1)
노후주택, 불량주택에 대한 개보수지원이 필요(정책2)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유주택(쉐어하우스) 공급확대(정책3)
주거정책
(8)

독립성유지 및 공간확보와 유지를 위한 주택보장 필요(정책4)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및 일반임대주택 제공 필요(정책5)

리커트
5점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비지원 및 주택바우체제도 필요(정책6)
주거자립을 위한 일관된 주거지원서비스 필요(정책7)
외로움 및 불안한 미래에 대한 주거상담프로그램 필요(정책8)
응답자
인적사항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 거주지

명목
척도

4. 표본 설계 및 자료 수집
모집단과 표본의 추출은 조사대상을 서울시와 강원도의 1인 가구를 모집단으로 한다. 표
본추출은 서울시와 강원도의 모집단 중에서 1인 가구로부터 추출한다. 조사기간은 2018년 3
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설문을 했으며,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비율에 따라 표본
을 선정하고, 서울과 강원도를 구분해서 층화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가구는 통계
청 1인 가구의 주택 거주 현황 비율에 맞춰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방법은 1대1로 대면으로
했다. 전체 설문지 510부를 회수해서 그중 유효설문지 475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분석결과
본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자가 50.3%로 많았으며, 연령분포는
40세~49세가 24.4%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가 51.8%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일반
사무직이 35.0%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53.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는 서울의 경우 동남권이 22.1%, 강원도는 춘천시가 12.4%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
성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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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답자 기초통계량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유형

응답자 수(%)

남성

239(50.3)

여성

236(49.7)

합계

구분

유형

응답자 수(%)

자영업

94(19.8)

판매서비스 외

28(5.9)

기타

122(25.7)

475(100.0)

합계

475(100.0)

29세 이하

62(13.1)

미혼

254(53.5)

30~39세

113(23.8)

배우자 있음

43(9.1)

40~49세

116(24.4)

사별

85(17.9)

50~59세

78(16.4)

이혼

93(19.5)

60세 이상

106(22.3)

합계

475(100.0)

합계

475(100.0)

서울시 도심권

23(4.8)

초등학교 이하

23(4.8)

서울시 동북권

89(18.4)

중학교

20(4.2)

서울시 서북권

25(5.3)

고등학교

151(31.8)

서울시 서남권

79(16.6)

서울시 동남권

105(22.1)

강원도 춘천시

59(12.4)

직업

혼인
상태

거
주
지

대학교

246(51.8)

대학원 이상

35(7.4)

합계

475100.0)

강원도 원주시

44(9.3)

전문직

40(8.4)

강원도 화천군

18(3.8)

일반사무직

166(35.0)

강원도 기타

33(7.0)

기술생산직

25(6.3)

합계

475(100.0)

2. 측정모형의 타당성 분석
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
조사된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신뢰성
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
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으로

직각회전(othogonal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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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인분석 및 측정항목의 신뢰성 분석 결과
Factor Loading
항목

입지⋅공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대중교통

.844

.114

.092

-.147

교통수단

.826

.153

.136

.176

통근 시간

.710

.127

.148

.282

공간분포(거주지 등)

.580

.238

.154

.316

월평균소득

.164

.802

.267

.070

월 생활비지출

.235

.787

.131

.059

재산상태

.071

.730

.116

.359

고용상태

.156

.554

.165

.378

연령

.172

.178

.769

-.072

성별

.078

.179

.725

.221

학력

.107

.041

.719

.203

직업

.135

.264

.612

.286

독신자

.035

.148

.144

.771

골드미스 미스터

.110

.176

.231

.751

산업예비군

.317

.179

.104

.605

아이겐 값

2.53

2.43

2.29

2.21

설명변량

16.84

16.20

15.30

14.76

누적변량

16.84

33.04

48.34

63.10

Cronbach의 알파

.749

.797

.800

.707

*Kaiser-Meyer-Olkin(KMO) : .86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근사 카이제곱 = 2613.399, p값 = .000, 자유도=105

정교화 과정은 측정항목의 선별과 정교화, 신뢰성 분석, 타당성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Churchill, Gilbert A, 1979:64~73),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요인적재값이 .50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인 구성개념의 측정항목은 제외하였다. 설문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신
뢰성 검증은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다. 또한 KMO(Kaise-Meyer-Olk in)가 .861로
나타나서 측정변수의 선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χ2=2,613.399, p=.000으로 나와 요인분석이 적합하여 공통요
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총분산의 63.1%의 설명력을 갖는 인구
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입지·공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4개 요인이 탐색되었다. 신뢰
도분석 결과는 설문조사의 요인별 Cronbach's α 계수가 4개 요인 모두가 .707 이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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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설문의 내적 일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각 측정항목들은 본 연구모형
을 분석하고 가설을 검정하기에 적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설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21)

2) 확인적 요인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 후 22개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7개 전체 잠재요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즉, 연구모형에 포함된 전체 잠재요
인과 그 측정변수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1인 가구 특성 차원의 단일차원성(unidimens ionality)을 측정하기 위해서 7개의 각
각의 개념에 측정변수들이 단일요인 모델에 의해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는가를 측정해
보았다(Anderson and Gerbing, 1982; 1988).
전체 잠재요인 대상 측정모형의 확인요인분석 결과, χ2=331.940, d.f.=188, p=.000,
GFI=.941, AGFI=.920, NFI=.941, CFI=.961, TLI=.951, RMSEA=.040의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값에 대한 p값이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않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모
두 높게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을 검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22)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전체 잠재요인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AVE, CR 분석 결과
잠재요인

인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측정변수

요인
부하량

표준화
요인
부하량

표준
오차

t값

p값

인구적 요인1(e1)

1.000

.656

-

-

-

인구적 요인3(e3)

.943

.608

.093

10.123

.000

인구적 요인4(e4)

1.051

.709

.095

11.055

.000

경제적 요인1(e5)

1.000

.830

-

-

-

경제적 요인2(e6)

.968

.758

.062

15.650

.000

경제적 요인3(e7)

.894

.649

.066

13.557

.000

분산
추출
(AVE)

잠재
신뢰
(CR)

.434

.649

.562

.792

21) Cronbach's α 값은 0~1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나 반드시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음.
흔히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6~0.7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짐. 그러나 0.6보다 작으면 내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이학식, 마케팅 조사, 제2판, 서울: 법문사, 2005, p.188.
22) 일반적으로 공변량구조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χ2에 의한 기준은 p 값이 0.05 이
상일 때, GFI, AGFI, NFI, CFI, TLI는 0.9~0.8 이상일 때, RMR과 RMSEA는 0.05~0.08 이하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Bagozzi and Yi, 1988:74~94, Bagozzi and Dhol akia, 20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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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요인
부하량

표준화
요인
부하량

표준
오차

t값

p값

분산
추출
(AVE)

잠재
신뢰
(CR)

입지·공간적 요인1(e9)

1.000

.689

-

-

입지·공간적 요인2(e10)

1.226

.796

.094

13.107

.000

.524

.740

입지·공간적 요인4(e12)

1.074

.680

.089

12.133

.000

사회·문화적 요인2(e13)

1.000

.884

.110

11.960

.000

사회·문화적 요인3(e14)

.765

.680

.072

10.960

.000

.622

.790

주거 선호속성1(e15)

1.000

.799

-

-

-

주거 선호속성2(e16)

.930

.821

.061

15.193

.000

.553

.813

주거 선호속성7(e19)

.662

.589

.055

11.951

.000

주거만족도1(e21)

1.000

.719

-

-

-

주거만족도2(e22)

1.170

.815

.110

10.610

.000

.500

.750

주거만족도6(e25)

.704

.543

.072

9.830

.000

주거정책2(e27)

1.000

.683

-

-

-

주거정책3(e28)

1.065

.687

.081

13.158

.000

주거정책5(e30)

1.198

.779

.082

14.620

.000

.542

.874

주거정책6(e31)

1.218

.811

.081

15.070

.000

주거정책7(e32)

1.047

.711

.077

13.566

.000

잠재요인

입지･공간
적요인
사회･문화
적요인
주거선호
속성

주거
만족도

주거정책

*** : p<.001
χ2= 331.940, d.f= 188(p=.000), GFI = .941, AGFI = .920, RMR = .039, NFI=941, CFI=.961,
RMESA=.040

3) 잠재요인 타당성(Construct Validity)
(1) 집중타당성
측정변수의 일치성 정도를 측정하는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를 분석해 보았는
데,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이 높아야 항목들이 한 점으로 집중된다는 의미한다. 요인적
재량이 유의한(P<.05) 경우 항목들에는 집중 타당성이 있으며, 각각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5이상이 되어야 하며, .7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0.500 이
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각각의 차원이 집중 타당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의 크기가 .5 이상이면 집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Bagozzi and Yi, 1988:74-94), 본 연구 결과는 인구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최소값이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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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치 .5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잠재요인 신뢰도(CR)는 한 잠재요인의 측정변수들 간의 공유분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값이
.7 이상이면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적요인을 제외하고는 최소
값이 .740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변수들 간에는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판별 타당성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한 잠재요인이 실제로 다른 잠재요인과 얼마나 다
른가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판별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많이 사용 되는
데, 그중에서 두 잠재요인 각각의 평균분산추출 값(AVE)과 그 두 잠재요인간의 상관관계 제
곱을 비교하는 방법이 보다 많이 사용된다. 각각의 평균분산추출 값(AVE)이 모두 상관관계
제곱보다 크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의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잠재요인
간 평균분산추출 값(AVE)이 상관관계 제곱의 크기보다 모두 큰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모든 잠재요인은 판별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6>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구 분

인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입지･공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인구적 요인

.434 *

경제적 요인

.366**

.562*

입지･공간적 요인

.310**

.293**

.524 *

사회･문화적 요인

.345**

.268**

.246**

.622 *

주거선호속성

.020**

.216**

.169**

.090**

.553*

주거만족도

.005**

.027**

.026**

.005**

.102**

.500 *

주거정책

.074**

.134**

.130**

.135**

.188**

.030**

* AVE 값
** 상관관계의 제곱 값임(상관계수는 모두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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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의 분석 및 가설 검증
1) 연구모형의 적합도
1인 가구 특성과 성과변수인 주거유형과 주거만족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공분
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한 분석을 했다.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연구모형의 1인 가구 특성과 매개변수 및 성과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AMOS 24.0 패키지
를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전체적
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377.074, d.f.=201, p=.000 이며, GFI =.932,
AGFI=.914, NFI=.903, CFI=.962, TLI=.944, RMSEA=.043의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χ2 값에 대한 p 값이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않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높게 나
타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검정하여 잠재요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가설은 각각의 경로계수가 방향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측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1인 가구 특성이 인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입지·공간적 요
인, 사회·문화적 요인을 나타내는 Higher Order 개념을 검증하는 가설(가설1), 1인 가구 특
- 228 -

1인 가구 특성이 주거 선호속성과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과 주거 선호속성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가설2), 1인 가구 특성과 주거정책의
매개에 의한 주거 선호속성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가설 3), 주거 선호속성과
주거만족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가설4)로 총 4개의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
결과는 총 4개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으며 검증결과는 <표 7>과 같다. 최우도추정법(MLE :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한 각 경로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는 위 표와 같으며, 모든 가설의 방향성은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모두 정(+)의 방향
으로 나타났다.
첫째, 1인 가구 특성과 위계적 2차 모형: 가설 1(H1)
1인 가구 특성의 경제적 요인으로의 경로계수는 1.076, t 값은 8.943로 p<.001의 수준
에서 유의하였다. 즉, 1인 가구 특성은 경제적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1인 가구 특성의 입지·공간적 요인으로의 경로계수는 .938, t 값은 8.131로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1인 가구 특성은 입지·공간적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1인 가구 특성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의 경로계수는 1.050, t값은 8.583로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1인 가구 특성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모형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가설
방향

1인 가구특성⇒인구적 요인
H1

1인 가구특성⇒경제적 요인
1인 가구특성⇒입지‧공간적 요인

+

1인 가구특성⇒사회‧문화적 요인
H2
H3
H4

경로
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t값

p값

1.000

.741

-

-

-

1.076

.787

.120

8.943

.000***

.938

.730

.115

8.131

.000***

1.050

.704

.122

8.583

.000***

1인 가구특성⇒주거 선호속성

+

.483

.336

.101

4.784

.000***

1인 가구특성⇒주거정책

+

.514

.464

.078

6.569

.000***

주거정책⇒주거 선호속성

+

.364

.281

.080

4.558

.000***

주거 선호속성⇒주거만족도

+

.292

.324

.054

5.367

.000***

채택
여부

채택

채택
채택
채택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1인 가구 특성은 인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입지·공간적 요인, 사회·문화
적 요인의 Higher Order 개념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1인 가구 특성은 1차 요인이 존재
하고 1차 요인의 배후에는 다시 2차 요인(1인 가구 특성)이 존재하는 위계적 2차 요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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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archical factor model)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1인 가구 특성과 주거 선호속성: 가설 2(H2)
1인 가구 특성의 주거 선호속성으로의 경로계수는 .483, t 값은 4.784로 p<.05의 수준
에서 유의하였다. 즉, 1인 가구 특성은 주거 선호속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1인 가구 특성이 주거 선호속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1인 가구 특성에 따라서 주거 선호속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1인 가구 특성과 주거정책: 가설 3(H3)
1인 가구 특성의 주거정책으로의 경로계수는 .514, t 값은 6.569로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1인 가구 특성은 주거정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정책의 주거 선호속성으로의 경로계수는 .364, t 값은 4.558로 p<.001의 수준에서 유의
하였다. 즉, 주거정책은 주거 선호속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1인 가구 특성에서 주거 선호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주거정책에 따라서도 미치
는 영향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매개 작용)을 의미한다.
넷째, 주거 선호속성과 주거만족도: 가설 4(H4)
주거 선호속성의 주거만족도로의 경로계수는 .292, t 값은 5.369로 p<.05의 수준에서 유
의하였다. 즉, 주거 선호속성은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선호속성은 직접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1인 가구의 주거정책 제언
1인 가구 특성은 주거 선호속성을 통해서 주거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주거
정책의 매개효과를 통해서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가설검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1인 가
구 특성이 주거 선호속성과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주거정책에 의해서 매개되는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주거정책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는 주거정책을 측정하기 위해서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주거정책의 변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이나 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보수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력이
약한 주거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유주택(쉐어하우스)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소
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및 일반임대주택의 제공이 필요하다”, “경
제활동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이나 주택바우처 제도가 필요
하다.”, “전담인력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주거자립을 위한 일관된 주거지원서비스
가 필요하다” 등의 주거정책 변수가 1인 가구 특성에 적합한 주거정책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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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지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 소형주택 공급확대가 필요
하다.”, “개인의 독립성 유지 및 일상생활의 공간확보와 유지를 위한 주택보장이 필요하다”,
“심리적·정서적 건강 제고를 위해서 외로움 및 불안한 미래에 대한 주거상담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등의 측정항목은 제외됨으로써 이들 변수는 1인 가구 특성으로는 적정하지 않은 주거
정책변수로 판단된다. 특히 도심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소형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
은 1인 가구 대부분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 세대, 또는 60세 이상
의 노인계층에 속하는 등 교통이 편리한 곳의 소형주택은 가격이 비싼 원인으로 1인 가구에
는 현실성이 없는 주거정책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 특성에 대한 모형도 다른 선행논문
들과 같이 위계적 2차 모형이 존재하며, 1인 가구 특성은 ‘인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입
지·공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의 4개의 잠재요인으로 구성되는 1차 요인이 존재하고
1차 요인의 배후에는 다시 ‘1인 가구 특성’으로 구성되는 2차 요인이 존재하는 위계적 2차
요인모형(hierarchical factor model)으로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거정책을 매개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해서 주거정책이 1인 가구 특
성과 주거 선호속성에 매개 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1인 가구가 일반 가구 형태와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주거 선호속성에 적합한 주거정책이 필요하고 차별화된 주거정책
이 이루어져야 주거만족도를 높아질 수 있음이 밝혀졌다.
셋째, 연구에서 설정한 위계적 2차 모형인 4가지 잠재변수와 1인 가구 특성은 Higher
Order 개념일 것이라는 인과관계(가설 1), 1인 가구 특성이 주거 선호속성에 미치는 인과관
계(가설 2), 1인 가구 특성이 주거정책을 매개해서 주거 선호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
과관계(가설 3), 주거 선호속성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관계(가설 4)에 대
한 검증 결과, 가설 모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1인 가구는 일반 가구와 다른 특성들이 있으며, 이에 적합한 주거정
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거 선호속
성의 경우도 1인 가구만이 선호하는 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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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사점은 1인 가구 특성을 위계적 2차 모형으로 구축하여 매개변수 및 성과변
수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구도로, 기존의 연구방법과 달리했고 변수 모두를 한 묶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EM)으로 설정해서 연구를 시도한 점이다. 특히 1인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잠재요인과 측정항목의 개발로 1인 가구에 적합한 주거 선호속성 및 주거만족도의 변수를 확
인함으로써 주거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 지울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1인 가구 특성과 매개변수인 주택정책, 성과변수인 주거 선호속성과 주거만족
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
를 지닌다. 첫째, 공간적 한계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와 강원도 1인 가구에 한정하여 설문 조
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국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
다. 둘째, 표본 수에 대한 한계로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는 서울시와 강원도 1인 가구 475명
에 국한되어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1
대1 대면 조사를 통해 사실에 입각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셋째, 모형개발에 대한 한계이다. 본 연구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는 연구가 부동산 분야
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어 선행연구의 사례를 비교할 수 없었다. 특히 1인 가구에 대한 모집
단을 서울시와 강원도로 선정했으나 1인 가구 분석대상에 하부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부동
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의 모집단이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위계선형모형(HLM) 등의 방법으로 구축하여 보다 정교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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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Keywords : Landmark, Urban Planning, City of Seoul,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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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문
1.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구성하며, 본론은 내용에 따라 장을 세분해야 한다.
2.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장의 제목은 각각 “서론”과 “결론”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내용이 서론과 결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제목으로 표현해야 한다.
3.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편성해야 한다.
Ⅰ. 서론
1.
1)
(1)
①
Ⅱ. ...............
Ⅳ. 결론
4. 장과 절 제목은 아래 각 1행씩을 비우고, 항 제목 이하는 행을 비우지 않는다.
⑥ 언어표기
1. 논문은 외래어를 비롯하여 모든 문자를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글 표기가 오독 또는 의미 전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원어 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단, 성명을 비롯하여 고유명사 등 한글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괄호 없이 원어로 표기할 수 있다.
3. 영어 등 로마자를 원어로 표기하는 경우 소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고유명사의
첫 글자, 대문자를 쓰는 약어, 교육부 과학기술용어, 또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4. 한글 표기 후 괄호 속에 원어와 약어를 동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원어 다음 “,”를
삽입하고 약어를 표기한다.
▶ 예 : 부동산학 석사(Master of Real Estate, MRE)
5.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르고, 외래어의 한글 표기
는 교육부 「외래어 표기법」, 「외국어 표시 용례집」등에 따른다.
⑦ 숫자 및 수식
1. 수량을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2. 1 이하의 소수점 앞에 반드시 0을 쓴다.
3. 분수는 “⅓”이 아닌 “1/3”의 형식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식은 본문과 행을 바꾸어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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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식은 가급적 하나의 행에 표기하되,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 기호부터 행을
바꾸고 그 위치를 통일한다. 단, 이에 따를수 없을 경우에는 “+”, “-”, “×”등의 기
호부터 줄을 바꾼다.
6. 수식의 첨자는 인쇄가 되었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7. 수식은 오른쪽에 (1), (2) 등의 일련번호를 넣는다.
⑧ 단위 및 기호
1.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통일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척관법이나
feet-pound법등 관용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관
용 단위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다.
2. 관용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미터법 단위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3. 단위기호, 양 기호는 한국공업규격의 단위기호, 양 기호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표
1.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하되 크기는 단 폭에 맞추어야 한다.
2.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 1> 제목, <표 2> 제목 등으로 표기하고, 모든 표는 반
드시 본문에서 <표 1>, <표 2> 등으로 1회 이상 인용되어야 한다.
3.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에 기재하며, 그 길이는 표의 가로 폭과 같
거나 짧게 한다. 단, 표의 제목이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일련번호 다음의 제목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4. 표의 모양은 다음의 예와 같다.
5. 표 내용에 대한 주기사항은 표 밑 좌측에 기재한다.
<표 4> 보증조건의 기본요건
구 분

적용원칙

비

고

연 령

만 60세 이상

보유주택수

1 주택

대상주택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거주여부

실제 거주

소유자 또는 배우자 거주

권리침해 등

없는 주택

경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등 없어야함

배우자도 만60세 이상인자
가입시에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9억원 초과주택, 오피스텔, 업무용 건물, 임대중인 건물, 정비
사업지구 내 주택, 토지⋅건물 소유권이 다른 경우, 미등기 건
물, 토지 등 제외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월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백문백답』, 2011년 10월 기준,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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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림 (사진, 지도, 그래프)
1. 그림은 사진, 지도, 그래프 등을 포함하며, 모든 그림은 인쇄가 되었을 때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해상도를 유지해야 한다.
2. 그림은 본문에 직접 삽입하되, 해상도를 위해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거나
그림의 원본을 제출한다.
3. 그림의 크기는 본문 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1] 제목, [그림 2] 제목 등으로 표기하고, 모든 그
림은 반드시 본문에서 [그림 1], [그림 2] 등으로 1회 이상 인용되어야 한다.
5.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 가운데에 기재하고 그 길이는 그림의 가로 폭
과 같거나 짧게 한다. 단, 그림의 제목이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일련번호 다음
의 제목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6. 여러 그림이 한 묶음일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7. 그림의 출처 명기는 그림 밑 좌측에 기재한다.
⑪ 각주표기
1. 단행본 :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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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년 4월 21일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는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을 수립하고, 부동산학의 저변확대와 특히
학문적 이론 및 응용분야를 개척･연구하여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기초 자료
로 삼는 한편, 올바른 부동산개념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
류와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립한 비영리 학술연구단체이다.
따라서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모든 회원들이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
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제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학회의 소속 회원들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논문을 발표할 경우 이 연구윤리를 철저
히 준수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회원 상호간에 인정하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부동산분야의 바람직한 학술적･체계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분
야의 학술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
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
이며, 우수한 학술지 발간을 통해 부동산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논문의 저자들
은 물론, 학회지의 편집위원들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됨
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1장 학술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지 선정･게재 및 편집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절, 위･변조 금지) ① 저자는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마치
자기 자신의 연구 성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학회지 논문이나 저술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자는 타인의 연구 성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성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③ 저자는 현존하지 않는 연구자료 및 성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 수행 과정에 있어서
연구 과정 등을 임의로 조작 내지는 변형, 변조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 성과를 왜곡해
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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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직접 행하거나 일정 부분 이상에 대해 기여한 연구에 대해
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를 포함)의 순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
를 충분히 감안하여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또한, 연구나 저술(번역을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
제4조(연구결과물의 중복 투고, 게재 및 출판물의 이중 출판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불문하
고, 과거에 출판되었던 자신의 연구결과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결과물 포함)을
마치 새로운 결과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학술지 등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
성과를 부동산학 관련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② 저자는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
사로부터 허락 내지는 동의를 얻어서 출판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① 저자는 기존의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자료의 출처를 정확
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저자가 타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거나, 타 연구자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
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6조(투고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여 논문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편집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7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소속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투고 신청한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편집위원의 역할)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 개인적인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투
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편집위원의 내용 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나, 투고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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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0조(연구윤리규정 서약)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의 모든 회원들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를 통해 서약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 발효 시의 기존 회원
은 본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본 학회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았을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상기하도록 하여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학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다만, 해당 위원은 당해 위반사항과 직･간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의사･심의)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지목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서 실시하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14조(위반 회원에 대한 소명 기회의 보장)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반자에 대한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
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반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논문투고 제한,
회원 자격의 정지 내지는 박탈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이 윤리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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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입회안내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에서는 관심 있는 여러분의

▣ 주요활동
･ 학회지발간

적극적인 입회와 활동을 바랍니다.
1. 본 학회는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을 수립하고

･ 분기별 다이제스트 발간

부동산학의 지변확대와 특히, 학문적 이론

･ 분기별 특강개최

및 응용분야를 개척･연구하여 공공의 이익실

･ 학술대토론회 개최

현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로 삼는 한

･ 부동산 Consultant 운영

편 올바른 부동산개념을 갖도록 하는데 그

･ 국제학술교류 및 제휴

목적이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자

･ 용역사업 수행 등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립한 비영리학
▣ 가입절차

술단체입니다.

･ 본 학회지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 입회원서에
기재한 후에 회장단의 심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2. 본 학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
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해(1991.9.9) 설립된

･ 바쁘신 분은 본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입
회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국내 부동산학회의 유일한 대변자로서 민법

▶

및 건설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1길 51
세신그린코아 509호

의 설립 및 감독하는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
습니다.

▶

전화 : 02) 3446-2101

▶

FAX : 02) 3446-8840
E-mail : kres2002@hanmail.net

3. 본 학회는 명실상부한 사단법인으로서 학연･
지연에 얽매인 과거의 어두웠던 그림자를 모
두 청산하고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부동산 대화의 한마당입니다.
4. 본 학회는 내실있고 비중있는 학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관심있
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마지 않습

▣ 회비내역
･ 입 회 비 : 20,000원
･ 연 회 비 : 30,000원
･ 평생회비 : 300,000원
▣ 납부방법
･ 예금주 : 대한부동산학회
･ 신한은행 : 100-000-200193

니다.
※ 회비납부 후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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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20××. . .

인 준

20××. . .

회원

입회원서

성 명

번호

(한문)

주민등록
번

사 진

호

(3×4㎝)

전 화
현주소

휴대폰
E-mail

근무처

기관명

직 위

전 화

주 소
졸업년도

학교명

전공과목

학 위

학 력

근무기간

직장명

직 위

취득일

자격증명

발행기관

경 력

자격증

추천인

성 명

소속 및 직위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와 정관 내용을 적극 찬동하며 정(준)회원으로 가입코자 입회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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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입회원서(단체)
본 단체(기업)는 귀 학회의 취지와 정관 내용을 적극 찬동하여 특별회원으로 가입코자 입회원
서를 제출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국 문
단체명

한 문
영 문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FAX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단체(기업)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 첨 부
(1) 연혁서

1부

(2) 사업자등록번호사본

1부

(3) 사업내역서
･설립목적
･사업내용
･조직 및 기구
･정기간행물 현황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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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지 원고모집
學會誌 投稿要領
1. 종류 :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등
2. 내역 : ①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특별기고로서 외부인사의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② 논문은 국내외 및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의 학문적 이론 및 응용분야에 관한 것
나. 택지, 도시, 토지, 행정정책 및 부동산관계 법률에 관한 것
다. 부동산가격제도 및 법령에 관한 것
라. 부동산감정평가 및 중개에 관한 것
마. 부동산금융, 세제에 관한 것
바. 기타 부동산에 관한 것
3. 제출기한 : 상시접수(아래의 기한내에 접수권장)
구분
1호
2호
3호
4호

접수일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원고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 심의 후 결의에 따른다)
4. 제출방법 : 대한부동산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5. 제출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대학교 브리지관 422
(국제금융 부동산학과 內) [사]대한부동산학회 간사 강은택
[ ☎ 041) 570-7788 (010-3453-0852)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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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투고 신청서
(한글)

소속

(영문)

직위

성 명

주 소
전 화

이메일

논문제목

원 고 내 용 요 약

논문 심사비(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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