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부동산학회 제19대 임원 명단(2018~2019)
고

문

오진모
김정호
김무원
도희섭

한국관광개발원 원장
KDI 국제정책 대학원 교수
주택문제연구소 소장
서일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서승환 연세대학교 교수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성근 경희대학교 교수
이인수 한국부동산신문 대표

명예회장

이범관 경일대학교 교수

이사장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회

장

이재웅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주형 경기도시공사 감사
전경구 대구대학교 교수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학술부회장

강정규
김대명
김택진
김학환
김행조

신상화
윤용건
이상근
이상영
한상훈

당연직부회장

김복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정책수석부회장

강충원 ㈜세원 플러스 대표

이광균 경희대학교 교수

산업부회장

김연례
문상철
박종근
박진규
반은석
백준석
설용균
신덕균
이상포
이여정
이정재

이종혁
임석우
임종욱
정의창
정찬국
정철우
조득현
조진희
주민호
탁정호

감

사

최종환 장암재개발정비조합 조합장

이

사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곽미정 김포대학교 교수
권영수 서일대학교 교수
권용일 대구한의과대학교 교수
김경한 대구과학대학교 교수
김기영 인천도시공사 부장
김기운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김동재 ㈜건축사무소 광장 사장
김동환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김승욱 신한대학교 교수
김승희 강원대학교 교수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
김영혜 서해대학교 교수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차장
김종진 전주대학교 교수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김지석 공주대학교 교수
김 진 한국국토정보공사 연구위원
김판기 충북대학교 교수

동의대학교 교수
대구과학대학교 교수
국토정보공사 본부장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나사렛대학교 교수

마곡 스피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세종자산관리 대표이사
(사)경기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감사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주)신도건설 사무소 대표이사
경인여자대학교 강사
㈜알에스서브리스 대표이사
의정부재개발연합회 회장
㈜아라건축 대표이사
㈜WC&C 대표이사
신동아건설(주) 전무이사

한국국제대학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강대학교 교수
명지대학교 교
중원대학교 교수

㈜위드산업 대표이사
㈜세븐팀코리아 대표이사
엘제이부동산연구소 소장
동원R&C(주) 대표이사
와이즈홀딩스(주) 대표이사
강남부동산아카데미학원 원장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사)상도복합커뮤니티센터 이사장
㈜SM리얼리홀딩스 대표이사
㈜민언씨엠씨 대표이사

하용성 이글인터내셔날(주) 대표이사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김홍택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
류병조 경민대학교 교수
류현욱 신한대학교 교수
박 인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박정열 나사렛대학교 교수
백민석 세명대학교 교수
백승철 대구과학대학교 교수
서정렬 영산대학교 교수
성장환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
송석만 중부대학교 교수
신국미 청주대학교 교수
신우진 전남대학교 교수
심우섭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장
여옥경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
유한수 극동대학교 교수
윤창훈 영진사이버대학교 교수
이명훈 한양대학교 교수

이성화 대구대학교 교수
이재순 호서대학교 교수
이정만 공주대학교 교수
이종환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장
이춘원 광운대학교 교수
이현준 경일대학교 교수
이호영 ㈜GDC 대표이사
이홍렬 부천대학교 교수
이희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장성대 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 교수
장재일 경일대학교 교수
전경운 경희대학교 교수
정우형 명지대학교 교수
정재호 목원대학교 교수
정회근 남서울대학교 교수
조만승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조현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
진창하 한양대학교 교수
최인호 남서울대학교 교수

운영위원회
위 원 장 김천태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부위원장 조용철 대우건설(주) 부장

편집위원회
위 원 장 김행조 나사렛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한상훈 중원대학교 교수
이춘원 광운대학교 교수

학술위원회
위 원 장 금상수 세명대학교 교수

국제위원회
위 원 장 김 진 성결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엘리스임 중국상해 방지산(부동산) 대표

산학협력위원회
위 원 장 하상호 ㈜씨엔디자인종합건축 대표이사
부위원장 고동현 ㈜켄들스퀘어 과장

부동산연구소
연구소장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부 소 장 강중용 지지경매교육원 부원장

부동산정책위원회
위 원 장 모현숙 한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 회장
부위원장 서창호 유일그룹 대표이사
학술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장
정책분과위원장
평가분과위원장
개발분과위원장
관리분과위원장
회계분과위원장
경영분과위원장
상담분과위원장
사무국 사무국장

구찬림
정경만
조현진
박현민
최수범
김영준
박관우
오천진

우리 P&S 신개발사업부 본부장
㈜레그리소프트 대표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삼성공인중개사 대표
철도청 부장
㈜고려인터내셔널 이사
파란아이티(주) 대표이사
대림대학교 겸임교수

금융분과위원장 김성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행정분과위원장 오영순 원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법률분과위원장 황숙희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중개분과위원장 채현길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교육분과위원장 장 건 김포대학교 겸임교수
국제분과위원장 신대철 ㈜DAIA 대표이사
정보분과위원장 박호진 머니투데이 산업부장
도시재생분과위원장 안명규 파주시의회 부의장
사무간사 권오성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표지면지

목

차

◈ 논문
∙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거이동시 세입자의 주거 결정요인 분석 ········································ 5
이인영⋅이춘원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결정요인 연구 ··························································· 25
서남진⋅김호철
∙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지가변화에 관한 연구 ·················································· 47
김재환⋅조용경
∙ 은퇴예정자의 주거의사에 따른 은퇴자마을 선호요인 연구 ··········································· 61
장학희⋅이한나⋅김승희
∙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지원제도 개선방안 ······································································ 87
성덕근⋅김상명⋅최용복
∙ 개인투자자의 해외부동산 투자선호요인 분석 ······························································· 111
김정선
∙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 129
서영천⋅엄수원⋅김행조
∙ 토지가격의 지역 간 전이효과에 관한 연구 ·································································· 147
최차순
∙ 입지특성이 이동통신 소매매장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163
백진현⋅김지현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Registrar System Using Block
Chain ····························································································································· 183
김 진
- 3 -

∙ DEA 모형을 활용한 소매점포 효율성 및 결정요인 분석 ············································ 195
이욱재⋅서광채⋅구찬림⋅정준호
∙ 주택가격 변동기의 저소득가구 소비지출영향에 관한 연구 ········································· 221
김진우⋅김승희
∙ 일본의 공가 현황 및 발생원인에 관한 고찰 ································································ 239
김준환
∙ 가로주택정비사업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 259
임종욱⋅이춘원
∙ Option 이론을 통한 토지 이용방법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75
김행조
∙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정량화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 291
조민경⋅임해영⋅황재훈
∙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 실태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311
한상훈
∙ 실물옵션을 이용한 리모델링아파트의 최적 임계점 분석 ············································· 327
서광채

∎ 學會誌 發刊規定 / 357
∎ 學會 硏究倫理規定 / 371
∎ 學會入會案內 / 374

- 4 -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거이동시 세입자의 주거 결정요인 분석
이인영*⋅이춘원**

Analysis of Determinants of Housing for Tenants Moving
by Redevelopment Project
Lee, In Young⋅Lee, Choon W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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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ABSTRACT
In the course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the tenants lose their actual living standards due to
involuntary residential movements, and they are not able to exercise their rights in a timely manner. As
a result, conflicts arise between business stakeholders, low residential resettlement rates, And other
problems are emerging as social problems.
As a result of AHP analysis on the importance of housing decision factors in moving housing, tenants
living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area of the Seongbuk-gu, Seoul, Seoul, Korea, which are in the
process of approv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nd administrative disposal plan, It was analyzed
in order of importance, in order of social characteristics, soci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in detail, security deposits (housing prices), housing costs (rental rent, living
expenses, etc.), and public transportation ac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nt calculation system so that various types of rental housing
can be secured and supplied to adapt to chang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o help stabilize the
housing by reducing the economic burden.
Keywords : housing redevelopment, tenant, redevelopment rental housing, residential transfer, AHP.

** 정회원,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dojunimom@naver.com, 주저자).
** 정회원, 광운대학교 교수, 법학박사(lcw@kw.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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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경우 비자발적인 주거 이동으로 실질적인 생
활기반을 상실하고서도 적시에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및 기존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있는 재개발사
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이동시 주거결정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AHP 분
석을 한 결과, 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 환경적 특성, 사회적 특성, 물리적 특성 순으로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보증금(주택 가격), 주거비(월세, 생활비
등), 대중교통 접근성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확보 및 공급이 이루어져 주거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도
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 주택재개발, 세입자, 재개발임대주택, 주거이동, AHP.

Ⅰ. 서 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 시행되어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주택단지를 개선하고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 경관을 개선하
기 위하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한 유형인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
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주택공급과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지
만,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인한 획일적인 고층·고밀공동주택의 건설, 사업 이해관계자간의 갈
등, 서민주택의 멸실로 인한 전세가격 앙등,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및 기존 커뮤니티 붕괴, 부
정과 비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1)
또한, 세입자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들과 달리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주체인 조합이나 사
1) 김연정, “주택 재개발·재건축 법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2011,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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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관리자인 행정청 또는 사업 참여자들로부터 정확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비자발적인 주
거이동으로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상실하고서도 적시에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이처럼 세입자들에게는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주민갈등과 세입자 저항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용산 참사3)와 아현2구역 사태4)와 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또한, 비자발적인 주거이동은 주거 불안정성을 가져온다.
노승철·이희연(2009)의 연구에서는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거이동을 통해 주거 불안정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5), 주희선(2019)의 연구에서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향이
동보다는 동등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는 저소득 가구일 경우 주거안정을 위한 자발적인
개선 여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말해준다.6)
주거는 단순히 의식주의 공간을 넘어 문화 및 편의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주택의 노후·불량화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주를 하게 되는 세
입자의 경우 오랜 시간 거주해 오면서 형성된 커뮤니티 공간이 붕괴되는 등 주거 환경이 파괴
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있는
재개발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거
이동시 주거결정요인 중 중요도로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무주택 세입자들
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에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 궁극적으
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정복환,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주거세입자의 권리(주거세입자의 정보취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
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3, p.2.
3)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에 용산4구역 철거 당시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
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4) 아현2구역 사태는 2018년 12월 4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던 아현2구역의 세입자였던 박모씨
가 강제집행으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되면서 이를 비관해 한강에서 투신하며 스
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사건이다.
5) 노승철‧이희연,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2권 제
4호, 한국경제지리학회, 2009, pp.507~520.
6) 주희선, “서울시 저소득 가구의 주거이동 요인에 관한 분석”,「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제
17권 제1호(통권 제43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19,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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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및 선행연구
1. 재개발사업과 주거이동
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정비기반시설이 열
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
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도시기능의 회복과 현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주거생
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셋째, 주택공급을 늘리며, 넷째, 도시내부의 공간구조를 적절히
재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7)
그러나 재개발사업은 주로 전면철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일정기간 내 이주가 동
시에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일정은 사업주체인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진행되고,
조합원들은 재개발사업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즉 수익성 창출이 우선시 된다.
재개발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합의 일정에 따른 비자발
적인 강제이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재개발사업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희망하는 자에게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
주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다.
재개발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자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명시하고 있고,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및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
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이다.
둘째,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
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이다.
셋째,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계획한 해당구역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정하고 있다.
7) 최동순·권대중, “주택재개발사업의 주거세입자 이주대책에 따른 의식 조사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8권 제1호, (사)대한부동산학회, 2010,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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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요건의 경우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해당된다. 이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
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8)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인데다 슬럼화된 지역의 주택이다보니 상
대적으로 일반주택에 비해 저렴한 임차비용을 지불하며 거주하고 있다. 재개발사업구역의 세
입자로서의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 이주시점까지 거주를 하며 장기간 삶의 터전을 자리 잡고
살고 있다. 그러나, 이주수요가 동시에 집중되면서 공급물량부족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재개발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동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기간이 짧고 오랜 시간 거주한 생활 터전을 이동해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주거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요소이
며,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개인의 특성, 가족의 생활주기, 경제적 여건에 따라 주거지를 선택
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이동의 결정은 주거스트레스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고 주거이동이 결정
되면 주택의 위치, 규모, 형태 및 근린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따르게 된다.9) 동일한 거주공간
이라 할지라도 거주기간, 가족구성원의 변화, 거주민의 성별 및 연령변화 등에 의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10) 이에 비자발적으로 주거이동을 해야 하는 세입자의 연구가 필요하다.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본 연구와 관련된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왔으나, 대부분
8) 최종환·이춘원,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평가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제16집, 한국부
동산경영학회, 2017, pp.227~243.
9) 오천진·이명훈,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거 이동과 선택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5권 제1
호(통권 제44호), (사)대한부동산학회, 2017, p.186.
10) 신우진·신우화, “성별 및 거주기간에 따른 거주환경 및 주민활동 인지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
산학회지」, 제34권 제2호(통권 제43호), (사)대한부동산학회, 201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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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동기, 주거이동의 패턴 및 주거만족도의 사례 연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은선·유재윤·김걸(2010)11)의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자발적 이주자와 비자발적 이주자를 구분하여 이주패턴과 거주행태 변화를 분석하
였고, 김세신(2016)12)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의 소유권 변동, 조합원과 세입
자 등 다양한 거주민(이해관계자)의 거주지 이동 행태, 부재조합원의 거주위치별 소유권 변동
등 거주지 이동과 소유권 변동을 연계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세입자의 경
우 거주민 가구특성과 더불어 실제 이동빈도 및 이주거리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강모택(2014)13)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요인들이 주거만족도와
주거이동에 미치는 주거환경요인들로서 물리적 환경 요소, 관리적 요소, 경제적 요소, 사회심
리적 요소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주거환경 요인 변수들이 주거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과 주거 환경요인 변수들이 주거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연구하였다.
김부성(2014)14)은 세종시 거주자의 주거이동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정책과 계획을 수립
하는 전문가의 주거이동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비교 연구하고, 비자발적 이동자와 자발적
주거이동자의 주거이동 결정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주거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지를 연구하
고자 전문가들의 주거이동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세종시 거주민들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민보경·변미리(2017)15)는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 자료를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를 전입, 전출, 총이동 등 인구이동과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에 따른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활용해 유형화하였다.
신정철·안영수·이승일(2019)16)는 2005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국내이동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전출/전입자가 모두 서울인 가구로 선정하여 가구주 연령대를 10살 단위로 구분한
11) 임은선·유재윤·김걸,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원거주민의 이주패턴과 거주행태 변화 분석”, 「국토연
구」, 통권 제66권, 국토연구원, 2010, p.117.
12) 김세신,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의 소유권 변동 및 거주지 이동 특성(서울시 종암1구역을 중심
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6, pp.3~4.
13) 강모택, “공공임대주택 주거만족도 및 주거이동의 영향요인 연구(경상남도를 대상으로)”, 박사학위논
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2014, pp.4~5.
14) 김부성, “주거이동과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2014, p.3.
15) 민보경·변미리, “서울인구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전출입이동의 공간 분석과 유형화)”, 「서울도시
연구」, 제18권 제4호, 서울연구원, 2017, pp.86~87.
16) 신정철·안영수·이승일, “서울시 가구주 연령대별 주거이동거리 변화 실증분석(2005~2015년)”, 「국
토계획」, 제54권 제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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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서울시에서 이동한 가구주를 대상으로 주거이동거리를 비교·분석하고, 주거이동거리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주거
이동 선택시 요인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연구는 연령별, 지역별로 구분하거나, 원주
민과 세입자를 구분하여 주거지 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내용을 다룬 연구가 많았다. 또한, 기
존의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성북
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있는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세입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통계 자료가 아닌 직접 설문을 통해 분석했다는 점이다. 셋째,
주거의 선택시 가구의 특성 외에도 주택의 형태, 경제적 영향 및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
해 주거 선택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요도 분석을 위해 주거결정요인을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환경적 특성, 입지적 특성, 사회적 특성 등 5개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Ⅲ. 연구설계
1. 조사 개요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 거주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구
역에 관한 일반적 내용, 주거 결정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주거 결정요인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첫째, 물리적 특성은 주택 유형, 주택 면적, 주택 구조, 건물 노후도, 주차
공간으로 구분하고, 둘째, 경제적 특성은 보증금(주택 가격), 월평균 가구 소득, 주거비(월세,
생활비 등), 부채 규모로 구분하였으며, 셋째, 환경적 특성은 일조권 및 조망권, 학교 및 교육
시설, 문화 및 편의시설, 공원 및 녹지 공간, 방범 및 안전성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입지적
특성은 직장 및 통학 거리,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시설 접근성, 편의시설 접근성으로 구분하
였고, 사회적 특성은 사회적 인식, 이웃과의 관계, 가족 등의 연고지, 커뮤니티 시설로 구분하
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단
계에 있는 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재개발사업은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나, 절대 다수가 서울특별시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성북구의 경우 재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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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있는 재개발
사업구역내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거이동으로 인한 주거지 선택시 주거이동 결정요인 중 중요
도로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주거 결정요인을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환경
적 특성, 입지적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R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AHP분석을 하
였다.

2. AHP 분석 모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은 의사결정 문제를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사항들
의 레벨로 분류하여 의사결정계층(Decision Hierarchy)을 설정하고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
는 요소간의 쌍대비교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주로 상충되는 복수의 기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사용되어 왔다.17)
따라서 회수된 설문지의 입력값으로 데이터의 일관성 검증을 거쳐 데이터 일관성 비율
(CR : Consistency Ratio)이 0.1보다 작으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일관성 비율이
0.1이내에 해당되는 설문지만을 자료로 활용하여 R 통계 패키지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와 우
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계층의 분석 모형은 <표 1>과 같이 계층1에 주거결정요인이라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표 1> 계층 분석 모형
계층1

계층2

계층3

주거결정요인

물리적 특성

·주택
·주택
·주택
·건물
·주차

유형
면적
구조
노후도
공간

경제적 특성

환경적 특성

입지적 특성

·보증금
(주택 가격)
·월평균 가구
소득
·주거비(월세,
생활비 등)
·부채 규모

·일조권·조망권
·학교·교육시설
·문화·편의시설
·공원·녹지공간
·방범·안전성

·직장·통학거리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시설 접근성
·편의시설 접근성

17) 조근태 외,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2003,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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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식
·이웃과의
관계
·가족 등의
연고지
·커뮤니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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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2에는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환경적 특성, 입지적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구성하여
5가지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층3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의 각각의 특성에 따라 요인
들을 분류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주거이동시 주거결정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
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있는 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시기는 2019년 4월 10일에서 2019년 6월 10일까지 60일간 실
시하였으며, 설문방식은 1:1 면접방식으로 직접 설문하는 방식을 통해 조사하였다.
AHP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설문 내용에 불성실
하게 답하거나 무응답해서 삭제된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잔여 281부를 회수하여 자료를 분
석한 결과, 데이터의 일관성 비율(CR : Consistency Rate)이 결여된 설문지 51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30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주거결정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강모택(2014)18), 안치환(2014)19), 김부성(201
4)20), 오수철(2016)21)의 연구에서 연구 도구로 활용된 설문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대상에 적
합하게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구성 내용은 <표 2>와 같다.

18) 강모택, “공공임대주택 주거만족도 및 주거이동의 영향요인 연구(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
문,경남대학교 대학원, 2014, pp.168~172.
19) 안치환, “임대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주거만족도 연구(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천
대학교 대학원, 2014, p.48.
20) 김부성, “주거이동과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2014, p.57.
21) 오수철, “주택유형별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목원
대학교 대학원, 2016,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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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의 구성 내용
구

분

모집단
표본의 크기

설문항목

설문 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의 재개발사업구역 내 세입자
300부(불성실·무응답 19부, 일관성 결여 : 51부, 유효 표본 : 230부)
∙ 물리적 특성(주택 유형, 주택 면적, 주택의 구조, 건물의 노후도, 주차 공간)
∙ 경제적 특성(보증금(주택가격), 월평균 가구 소득, 주거비(월세,생활비 등), 부채 규모)
∙ 환경적 특성(일조권 및 조망권, 학교 및 교육시설, 문화 빛 편의시설, 공원 및 녹지 공간,
방범 및 안전성)
∙ 입지적 특성(직장 및 통학 거리,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시설 접근성, 편의시설 접근성)
∙ 사회적 특성(사회적 인식, 이웃과의 관계, 가족 등의 연고지, 커뮤니티 시설)

본 연구의 230부 응답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이 성별은 남성 56.5%, 여성
43.5%로 남성 응답자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연령대는 20대 2.6%, 30대 4.8%, 40대 13.0%,
50대 41.3%, 60대 이상 38.3%로 50대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족 구성원 수는 1인 가구
37.8%. 2인 가구 23.9%, 3인 가구 19.6%, 4인 가구 16.1%, 5인 이상 가구 2.6%로 1~2인 가
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최종 학력은 중졸 30.0%, 고졸 53.9%, 전문대졸 7.0%, 대학교졸 8.7%,
대학원 이상 0.4%로 고졸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은 전문직/사무직 15.2%, 서비스직
19.1%, 생산직/기술직 20.4%, 자영업자 9.1%, 기타 36.1%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 소득은
150만원 미만 35.2%,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9.6%,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0.9%,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2.2%, 300만원 이상 12.2%로 150만원 미만의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가족 구성원 수

구

분

빈도

비율(%)

전

체

230

100.0

남성

130

56.5

여성

100

43.5

20대

6

2.6

30대

11

4.8

40대

30

13.0

50대

95

41.3

60대 이상

88

38.3

1인 가구

87

37.8

2인 가구

55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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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최종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분

빈도

비율(%)

3인 가구

45

19.6

4인 가구

37

16.1

5인 가구 이상

6

2.6

중졸

69

30.0

고졸

124

53.9

전문대졸

16

7.0

대학교졸

20

8.7

대학원 이상

1

0.4

전문직/사무직

35

15.2

서비스직

44

19.1

생산직/기술직

47

20.4

자영업

21

9.1

기타

83

36.1

150만원 미만

81

35.2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5

19.6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48

20.9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8

12.2

300만원 이상

28

12.2

본 연구의 230부 응답자의 주거 특성은 <표 4>와 같이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22.6%, 다
가구주택 41.3%, 다세대·연립주택 25.2%, 원룸·고시원 1.7%, 기타(오피스텔 등) 9.1%로 다
가구주택도 단독주택에 유형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단독주택에 63.9%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면적은 33㎡이하 10.0%, 34㎡ ~ 66㎡ 57.4%, 67㎡ ~ 99㎡ 32.2%, 100
㎡ ~ 132㎡ 0.4%로 34㎡ ~ 66㎡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는 전세
57.0%, 보증부 월세 37.0%, 무보증부 월세 3.9%, 사글세 1.7%, 무상 0.4%로 나타났으며,
보증금은 1천만원 미만 17.4%,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3.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2%,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4.8%, 1억원 이상 4.8%로 70.4%가 5천만원 미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기간은 5년 미만 4.8%, 5년 이상 10년 미만
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35.7%, 15년 이상 20년 미만 28.7%, 20년 이상 20.9%로
85.3%가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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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답자의 주거 특성

주택 유형

주택 면적

점유 형태

보증금

거주 기간

구

분

빈도

비율(%)

전

체

230

100.0

단독주택

52

22.6

다가구주택

95

41.3

다세대·연립주택

58

25.2

원룸·고시원

4

1.7

기타(오피스텔 등)

21

9.1

33㎡이하

23

10.0

34㎡ ~ 66㎡

132

57.4

67㎡ ~ 99㎡

74

32.2

100㎡ ~ 132㎡

1

0.4

133㎡ 이상

-

-

전세

131

57.0

보증부 월세

85

37.0

무보증부 월세

9

3.9

사글세

4

1.7

무상

1

0.4

1천만원 미만

40

17.4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76

33.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46

2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7

24.8

1억원 이상

11

4.8

5년 미만

11

4.8

5년 이상 ~ 10년 미만

23

1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82

35.7

15년 이상 ~ 20년 미만

66

28.7

20년 이상

48

20.9

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AHP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R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값을 각 단계별, 요인별로 정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결정요인을 크게 5
가지로 구분하여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환경적 특성, 입지적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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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결정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주거결정요인을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환경적 특성, 입지적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를 분석하였다. 주거결정요인별 상대적 중
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경
제적 특성 0.305, 입지적 특성 0.228, 환
경적 특성 0.177, 사회적 특성 0.160, 물
리적 특성 0.128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일반주택의 세입자들보다

[그림 1] 주거결정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상대적으
로 저렴한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거이동시 일반주택으로의 이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2) 물리적 특성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주거결정요인 중 물리적 특성을 크게
주택 유형, 주택 면적, 주택 구조, 건물 노
후도, 주차 공간으로 구분하여 요인별 상대
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물리적 특성 요인
별 상대적 중요도는 [그림 2] 와 같이 주택
면적이 0.226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고, 다음으로 주차 공간 0.214, 건물
노후도 0.198, 주택 구조 0.190, 주택 유
형 0.16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물리적 특성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본 연구결과는 세입자들의 경우 주거선택
시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가구 인원에 따른 면적 중심으로 주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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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특성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주거결정요인 중 경제적 특성을 크게
보증금(주택 가격), 월평균 가구 소득, 주거
비(월세, 생활비 등), 부채 규모로 구분하여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경제
적 특성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는 [그림 3]
과 같이 보증금(주택 가격)이 0.349로 가
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비(월
세, 생활비 등) 0.316, 월평균 가구 소득
[그림 3] 경제적 특성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0.203, 부채 규모 0.130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세입자들의 경우 보증부월

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로 인해 보증금과 같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있어 어려움
이 있고,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주거의 불안정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4) 환경적 특성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주거결정요인 중 환경적 특성을 크게
일조권 및 조망권, 학교 및 교육시설, 문화
및 편의시설, 공원 및 녹지 공간, 방범 등
안전성으로 구분하여 요인별 상대적 중요
도를 분석하였다. 환경적 특성 요인별 상
대적 중요도는 [그림 4]와 같이 방범 등 안
전성이 0.348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림 4] 환경적 특성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다음으로

문화

및

편의시설

0.196, 일조권 및 조망권 0.180, 학교 및
교육시설 0.140, 공원 및 녹지 공간 0.134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안정성이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주거환경의 취약한 상태
로 인해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거주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이 반영된 결과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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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지적 특성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주거결정요인 중 입지적 특성을 직장
및 통학 거리,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시설
접근성, 편의시설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요
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입지적
특성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는 [그림 5]와
같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0.388로 가장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 및
통학거리 0.299, 편의시설 접근성 0.160,
교육시설 접근성 0.15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입지적 특성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본 연구결과는 재개발로 인해 인근의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존 주거지보다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거
이동거리가 늘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를 의미한다.

6) 사회적 특성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주거결정요인 중 사회적 특성은 사회적
인식, 이웃과의 관계, 가족 등의 연고지,
커뮤니티 시설로 구분하여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특성 요인별
상대적 중 요도는 [그림 6]과 같이 가족 등
의 연고지가 0.389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0.286,
커뮤니티 시설 0.170, 사회적 인식 0.15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사회적 특성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본 연구결과는 재개발사업 구역 세입자
의 경우 대부분 50~60대 이상의 연령이 높은 그룹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의 의지를 할 대상자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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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이동 결정요인별 중요도 종합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주거이동 결정요인별 중요도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적 특성이
0.305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다음으로 입지적 특성이 0.228로 중요하게 나타났
다. 조금 더 세분화하여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인 22가지 요인 중 보증금(주택가격) 0.106,
주거비(월세,생활비 등) 0.097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적 특성이 중요하
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0.089, 직장 및 통학거리 0.068 순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또한, 주거결정요인의 둘째로 중요하다고 분석된 입지적 특성 요인에 속한
다. 이처럼 세입자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변의 부동산 임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직장 및 통학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대중교통 접근성
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결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표 5> 주거이동 결정요인별 중요도 종합 분석 결과
계층 1

계층 2

물리적 특성
0.128

경제적 특성
0.305
주거
결정
요인
환경적 특성
0.177

입지적 특성
0.228

사회적 특성

계층 3

중요도

요인별
우선순위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순위

주택 유형

0.169

5

0.022

22

주택 면적

0.226

1

0.029

14

주택 구조

0.190

4

0.024

20

건물 노후도

0.198

3

0.025

17

주차 공간

0.214

2

0.027

15

보증금(주택가격)

0.349

1

0.106

1

월평균 가구 소득

0.203

3

0.062

6

주거비(월세,생활비 등)

0.316

2

0.097

2

부채 규모

0.130

4

0.040

9

일조권 및 조망권

0.180

3

0.032

13

학교 및 교육시설

0.140

4

0.025

18

문화 및 편의시설

0.196

2

0.035

11

공원 및 녹지 공간

0.134

5

0.024

21

방범 등 안전성

0.348

1

0.062

7

직장 및 통학거리

0.299

2

0.068

4

대중교통 접근성

0.388

1

0.089

3

교육시설 접근성

0.150

4

0.034

12

편의시설 접근성

0.160

3

0.036

10

사회적 인식

0.154

4

0.02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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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1

계층 3

중요도

요인별
우선순위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순위

이웃과의 관계

0.286

2

0.046

8

가족 등의 연고지

0.389

1

0.062

5

커뮤니티 시설

0.170

3

0.027

16

계층 2

0.160

8)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
<표 6>과 같이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주거이동시 주거결정요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 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그룹에서 경제적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4인 가구 이상 , 전문대졸 이상, 전문직/사무직의 경우에는 환경적 특성을, 월
평균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그룹에서는 입지적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

성별

연령

가족
구성원
수

최종
학력

직업

구분

N

1순위

2순위

전체

230

요인

중요도

요인

중요도

요인

중요도

남성

130

경제적 특성

0.322

입지적 특성

0.225

환경적 특성

0.167

여성

100

경제적 특성

0.284

입지적 특성

0.231

환경적 특성

0.189

40대이하

47

경제적 특성

0.274

입지적 특성

0.254

환경적 특성

0.22

50대

95

경제적 특성

0.275

입지적 특성

0.225

환경적 특성

0.188

60대이상

88

경제적 특성

0.355

입지적 특성

0.217

사회적 특성

0.165

1인가구

87

경제적 특성

0.339

입지적 특성

0.22

사회적 특성

0.160

2인가구

55

경제적 특성

0.314

입지적 특성

0.216

사회적 특성

0.170

3인가구

45

경제적 특성

0.291

입지적 특성

0.25

환경적 특성

0.190

4인 가구 이상

43

환경적 특성

0.249

입지적 특성

0.234

경제적 특성

0.233

중졸

69

경제적 특성

0.367

입지적 특성

0.199

사회적 특성

0.185

고졸

124

경제적 특성

0.299

입지적 특성

0.244

환경적 특성

0.179

전문대졸 이상

37

환경적 특성

0.214

입지적 특성

0.227

경제적 특성

0.214

전문직/사무직

35

환경적 특성

0.247

입지적 특성

0.246

경제적 특성

0.224

서비스직

44

경제적 특성

0.27

입지적 특성

0.256

환경적 특성

0.216

생산직/기술직

47

경제적 특성

0.348

입지적 특성

0.212

사회적 특성

0.155

자영업

21

경제적 특성

0.263

입지적 특성

0.235

사회적 특성

0.216

기타

83

경제적 특성

0.343

입지적 특성

0.212

사회적 특성

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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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구분

N

1순위

2순위

3순위

150만원미만

81

경제적 특성

0.38

입지적 특성

0.197

사회적 특성

0.165

200만원미만

45

경제적 특성

0.31

입지적 특성

0.248

환경적 특성

0.181

250만원미만

48

경제적 특성

0.272

입지적 특성

0.252

환경적 특성

0.221

300만원미만

28

입지적 특성

0.254

경제적 특성

0.232

환경적 특성

0.192

300만원이상

28

입지적 특성

0.215

경제적 특성

0.206

사회적 특성

0.203

Ⅴ. 결 론
본 연구는 재개발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주거이동시 주거결정요인에 대해 AHP분석을 통
해 중요도 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결정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 환경적 특성,
사회적 특성, 물리적 특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각 요인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물리적 특성은 주택 면적, 주차 공간, 건물 노후도, 주택 구조, 주택 유형 순
으로 분석되었고, 둘째, 경제적 특성은 보증금(주택 가격), 주거비(월세, 생활비 등), 월평균
가구 소득, 부채 규모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셋째, 환경적 특성은 방범 등 안전성, 문화 및 편
의시설, 일조권 및 조망권, 학교 및 교육시설, 공원 및 녹지 공간 순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입지적 특성은 대중교통 접근성, 직장 및 통학거리, 편의시설 접근성, 교육시설 접근성 순으
로 분석되었고, 다섯째, 사회적 특성은 가족 등의 연고지, 이웃과의 관계, 커뮤니티 시설, 사
회적 인식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거이동을 통해 가구의 주거향상을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주거이동을 하는 상황으로 주거를 선택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거주특성에서 나타나듯이 150만원 이하
의 소득이 많고, 50~60대 이상의 연령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대
부분으로, 이 경우 현거주지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성향이 뚜렷하다.
기존 거주지가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를 지급하고 살아 가고 있는 세
입자들은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이 따라 상대적으로
현 거주지에서 더 멀어지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연령이 높
거나 장기간 거주한 세대의 경우 현 거주지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에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아파트의 공급물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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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빈집을 활용한 통한 주거지 제공, 다가구 매입임대, 장기 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임대주택 확보 및 공급이 이루어져 주거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재개발사업구역
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전역을 골고루 배분하여 진행하지 못한
점이다. 둘째, AHP분석을 통한 설문지에 대하여 세입자들이 문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는데, 재개발사업구역 세입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설문의 구성으로 인해 일관성 결여
가 발생한 점이다. 셋째, 연구 대상 지역의 설문의 표본수가 조금 더 확보되지 못한 점이다.
향후 지역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지역적인 조사 설계를 통해 이동경로나 주택의 현황을 파
악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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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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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physical and environmental parts. In detail, among the physic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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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주민만족과의 인과관계 등을 알아보았다. 실증분
석 결과 전문가와 지역주민 모두가 물리․환경적 개선이 주민만족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이 도시쇠퇴 문제 해결을 위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
경적 측면을 망라한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물리환경적인 부분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세부적으로는 물리 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기반시설 확충과 가로(보행)환경 정비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상대적 중요도가 높고 사업 이후의 주민 인식도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 유동인구 증가 등이, 그리고 사회
적 측면에서는 주민참여 확대, 지원·협업 체계 강화가 주민만족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
났다. 상업지역내 도시활력증진사업의 만족도가 주거지역보다 현저히 떨어짐을 감안, 향후 상
업지역 도시재생사업에는 사업 착수 전 지자체, 주민,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철저한 계획수립 및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사업, 주민만족, AHP, 일원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 쇠퇴는 세계 모든 선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산업화 및 인구증가
와 함께 도시공간은 확산되어 왔으나 20세기 후반 산업구조 변화,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존 구도심이 쇠퇴국면에 들어가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커뮤니티 해체 등 사회문제를 야기
하였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
선하기 위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대책이 망라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다.
우리나라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1980년대부터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건설 등 물리적 주
거환경 개선에 치중하였으나 원주민 이탈,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2000
년대부터는 기존도시의 구조와 형태,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
거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년)과 도시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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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을 위한 특별법(2005년)이 제정되었고, 특히 2013년 6월에는 기존의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의 방식으로는 도시활력 회복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접근을 가미한
통합적 재생을 목적으로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017년부터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도시재생을 국가정책과제로 선정하고 5년 동안 매년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제 도시재생은 우리의 주
거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와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이론
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주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만족의 영향요인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인식 분석을 통해 요인
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결국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주민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로서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의 한 유형인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하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에 따라 지방정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의 기본
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을 지원한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도시재생과 만족
도에 대한 기존 이론과 연구를 탐색한 후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알아보고 주민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정리
한 후 이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 및 AHP분석을 실시하여 영향요인들간의 상대적 중요
도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도시활력증진사업 사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
석을 통해 개별 요인들에 대한 주민들 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영향요인과 주민만족과의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관계
도시발전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과 미국은 1960년대부터 산업과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기존 도심의 쇠퇴로 인한 빈곤, 범죄, 노후화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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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0년대부터는 주거환경 악화, 계층간 갈등, 커뮤니티 해체 등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 과
거의 단편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여러 수단이 망라된 통합적 관리로 전환하였다. 도시쇠퇴 문
제에 있어서도 활성화를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시키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한국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정책의 방향이 물리적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커뮤니티 회복 등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1).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도시재생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책정하고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에 대
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변화에 이끌려온 지역에서 도
시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또는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비전과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2) 우리나라
의 경우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하면 도시재생
이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
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그리고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
기 위하여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까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오던 소규모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목적의 사업들이 2010년 포괄보조금제도 도입과 함께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통합되어 추진되었다. 사업통합 당시에는 도시활력재생, 마을활력재생, 기반시
설정비 등 3가지 사업유형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
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 4가지 유형으로 운영해오다 2016년부터는 도시생활환경개
선, 지역역량강화 등 2가지 사업유형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2017년까지 전국에 걸쳐 매년 평
균 약 148개 사업에 992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만큼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외곽 도시 개발에서 도심지 재생위주로 변경
하면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을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3)4). 도시활력증
진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 기반시설 확충,
1) 박진수 ․ 김기수, “도시재생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에 따른 인식 및 정책변화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
회연합논문집」, 제14권 제1호,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2, pp.63~73.
2) P. Roberts,“The evolution, definition and purpose of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2nd edition, Roberts, P., Sykes, H. and Granger, R. (ed), SAGE, 2017, p.18.
3) 2018년 신규 선정되는 도시활력증진사업부터는 ‘우리 동네 살리기’로 사업명칭과 지원기준 등이 변경되어
시행중이다(국토교통부,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관리 및 활성화 연구」, 2017, pp.11~37)
4)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www.city.go.kr), 2019. 8.20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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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환경 정비 등 물리적 시설 사업과 함께 도시문화, 주민역량 강화, 주민참여 등 비물리적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도시활력증진사업도 그 목적과 취지,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쇠
퇴한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도시재
생과 유사하다. 실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조직에서도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
을 동시에 다루고 있으며, 신규사업계획과 사후실적 평가에서 지역특성 반영, 도시재생 정책
과의 연계성, 거버넌스 구축, 주민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커뮤니티 복원 등 도시재생적 요소
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쇠퇴한 도시의 기능회복을 통해 주민 삶의 질
을 개선하기 위한 사실상의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주민만족의 개념
주민만족은 만족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출발한다. 만족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기업 경영차원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자인 고객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활발히 추
진되어 왔다. 학자들은 만족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대부분
기대-성과 일치(불일치)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고 만족은 사전의 기대와 소비 후 지각된 제품
퍼포먼스 사이의 지각 불일치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이나 정서 또는 반응으로 보았다5).
미국연구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90년대에 만족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었다. 만족의 개념
을 소비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로 지각적·감정적 평가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정의하
거나, 고객만족의 개념을 결과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소비경험으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로서의
인지상태 또는 감정적 상태’로 정의하거나 과정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소비경험이 최소한 기
대했던 것보다 좋았다거나 선택했던 대안이 그 대안에 대한 사전적 신념과 일치되었다는 평
가’로 정의하는 등 만족의 개념, 평가와 측정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다.6)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고객만족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험의 결과로서 고객이 마음
으로 느끼는 충만감, 즐거움, 유쾌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에 대한 사전 기대와
제품 사용 후 인지된 품질(성과)의 차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만족과 주민만족은 기대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험의 대상이나 경험의 주체
에 따른 분류라 할 수 있다. 즉 주거만족의 경우 평가를 위한 경험과 인지의 대상이 주거생활
또는 주거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주민만족은 경험과 인지의 주체가 기업의 고객으
로서가 아니라 공공정책의 수혜자인 거주자로서의 주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국 주거
만족과 주민만족의 기본적 개념 구성은 고객만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고객만족이
5) 김영신, 「고객만족론」, 한국학술정보, 2008, pp.29~38.
6) 김영신, 전게서,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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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성과→경험→사전기대와 비교→정서적 반응(만족, 불만족)→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
찬가지로 주거만족의 경우도 [주거환경의 객관적 속성→인지→사전기대와 비교평가→반응→
행동]의 동일한 개념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7)8) 따라서 주민만족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자의 주거환경 속성에 대한 사전 기대와 경험을 통해 느끼는 인식의 차이에 대한 정서적 반
응’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는 인간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며,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은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질, 행복과도 연계되어 있다. 주민만족의 결정요인은 주민들의 경험을
통해 만족 또는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며, 그러한 경험의 대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적인 사실이나 가치로서 만족 또는 불만족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험의 대상에는 경제
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인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국내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 되었으며, 특히 도시재생과
주민만족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윤용건 외
(2009)9)는 문화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 발전방안 연구에서 관련법령 제정, 도시재생 모형 구
축, 도지재생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김태동 외(2014)10)는 도시재생사업 참
여과정 및 참여주체가 도시재생사업 효과와 도시재생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았다. 임상연 외(2015)11)의 경우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서 사회경제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지
역맞춤형 사업 및 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경제 모니터링 등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김홍주 외(2016)12)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계획단계에서는 지속가능성,
다양성, 복합성, 대상지 정합성 등을, 실행단계에서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 지역 역량 강화,
그리고 운영단계에서는 사후관리계획, 모니터링, 규정과 제도를 중요요소로 제시하였다.
7) Marans·Rodgers(1975, p.306), Marans·Spreckelmeyer(1981, p.122), Weidemann·Anderson
(1985, p.160)의 주거만족 모형 참조
8) 주민만족에 대한 국내연구에서도 주민만족을 고객만족과 함께 설명하고 개념적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
지 않다[조은경(2007, pp.65~70), 박중훈(2010, pp.16~22), 김태동 외(2014, p.156) 등]
9) 윤용건·김봉준·이범관,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
회지」, 제27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09, pp.221~235.
10) 김태동·성순아·황희연, “도시재생사업의 주민만족도에 대한 창원과 청주 사례 비교분석”, ｢환경정책｣,
제22권 제2호, 한국환경정책학회, 2014, pp.153~181.
11) 임상연·박세훈·정우성·임지영·이민정·이윤주·김재호·박윤미,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
직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5.
12) 김홍주·김륜희, “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
학회, 제29권 제3호, 2016, pp.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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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훈 외(2017)13)의 연구에서는 주민 그룹에서는 사업추진조직, 사업내용, 공동체 의식
이 골고루 주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 그룹에서는 도시재생홍보와
지역애착만이 사업의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상현 외(2017)14)은 지
방 도시재생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부문별 평가에서 산업경제, 사회문화, 정책·제도, 물
리환경 순으로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하용성(2018)15)은 물리적 재생,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재생요소들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박희정
등(2018)16)은 주민역량 프로그램 등 공동체적 요인은 사업추진 후까지 지속적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기반시설, 노후주택 등 물리적 요인은 사업 전보다 사업 후 현재시점에서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김선아 외(2018)17)는 도시재생에서 적극적 참여
자의 만족도가 높고,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단지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면이 있다. 구용현(2008)18)
의 연구에서는 뉴타운사업의 계획요인 중요도 차이에서 전문가 그룹은 물리적 측면을, 주민
그룹은 경제적 측면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형식(2009)19)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인지된 효과와 사업기관에 대한 인식이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김인규(2009)20)는 주택재개발에 따른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물리적 특성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
악하고 입주민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한동훈(2010)21)은 주민만족도를 4개범주(환경적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문화적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로 구분하고 주택재개발의 영향요인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안
13) 강맹훈·송혜승·이명훈,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별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
집:계획계｣, 제33권 제6호, 대한건축학회, 2017, pp.31~37.
14) 김상현·김형빈, “지방정부 도시재생사업 평가모형 개발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5권 제2호,
대한부동산학회, 2017, pp.5~26.
15) 하용성, “도시재생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8.
16) 박희정·변태근·이상호,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평가”, ｢지역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지역학회,
2018, pp.3~11.
17) 김선아·이의진·홍경구,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업참여도가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연
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30권 제2호, 한국주거학회, 2018, pp.311~314.
18) 구용현, “길음 뉴타운 사업의 계획요인 중요도 및 주민만족도 비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
앙대학교 대학원, 2008.
19) 최형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
학원, 2009.
20) 김인규, “성남시 재개발지구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 만족도 요인특성 분석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9.
21) 한동훈,“도시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의 영향요인 연구 : 종로구와 중구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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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호(2013)22)의 연구에서는 사업참여유도 요인과 사업관리 갈등요인, 소득 증가가 우수권역
과 부진권역에 공통적으로 주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유(2013)23)는 주
민만족도를 경제적 만족도와 사회적 만족도로 구분하고, 주민만족도의 영향요인들로서는 물
리적 및 환경적 요인, 행정 및 거버넌스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각 요인들의
하위변수를 선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기호(2015)24)는 공동체 마을의 사회
자본 구성요소 중에서는 집단네트워크와 규범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환경변수들 중에는 생활
환경, 지역환경, 사회적 환경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하였다.
주민만족 관련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개별세대를 포함한 주택단지 또는 지역개발사업을 대
상으로 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절차상 세부요인들과 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합적, 포괄적 관점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물리·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수혜자인 주민들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하여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 주민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1. 분석체계 및 요인선정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주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도시활력증진사
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우선순위와 주민인식 등을 알아봄으로써 정책수립과 실
행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체계는 [그림1]과 같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도시활력
증진사업 신규사업계획 평가요소25) 등 자료를 통하여 주민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요인을 전부 추출한 후 검증, 요인 추가 및 제거과정을 거쳐 요인을 정리하였다. 정리
된 결과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이나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과거
1년이상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전문가 5명과 이메일과 면담을 통한 검토 후 영향요인을 최종
확정하였다. 요인 정리와 검토는 도시활력증진사업과의 연관성, 주민만족과의 인과관계 정도,
주민 체감과 인식 가능성, 명확․측정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22) 안중호,“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주민만족도 영향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23) 안상유,“농촌지역 마을만들기의 주민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
로”,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2013.
24) 성기호,“공동체마을의 사회적 자본과 환경요인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
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5.
25) 국토교통부, 「2011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용역」, 2012, pp. 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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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된 요인에 대한 계층분류는 전혜미외
(1999)26), 최형식(2009)27)의 연구와 도시재생특별

이론, 기존연구, 자료 등 분석

법의 도시재생 개념정의, 그리고 국가도시재생기
본방침28)등을 토대로 물리·환경적 측면, 경제적

만족도 영향요인 추출 및 정리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절차에

요인 검토 및 확정

따라 55개의 세부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12개의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3개의 상위계층을 설

전문가 설문조사(AHP)
⁕ 요인 중요도 분석

정하였다<표1>. 전문가 설문조사 및 AHP분석을
통해 계층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으
며,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요인별로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종료 후 개선정도에 대한 지
역주민들의 인식, 그리고 영향요인과 주민만족과

지역주민 설문조사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 요인 인식, 요인과 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분석 종합

[그림 1] 분석체계
<표 1> 주민만족 영향요인의 계층분류
상위계층

물리·환경적
개선

하위계층

세부요소

비고

기반시설
확충

구용현(2008), 최형식(2009)
- 지역내 도로(진입로, 내부도로, 골목길, 산책로
김인규(2009), 한동훈(2010)
등) 개설 및 확·포장 등
안상유(2013), 김홍주(2016)
- 지역내 소규모 (수변)공원, 녹지, 주차장, 대중
강맹훈(2017), 하용성(2018)
교통시설(승강장) 등의 확충
박희정(2018)

가로(보행)
환경 정비

- 보도블록, 가로변 간판, 시설물 등 정비
- 골목길 계단손잡이, CCTV, 가로등, 방범벨 등
하용성(2018), 김선아(2018)
보행안전시설 설치
- 벽화그리기, 꽃길 조성, 쓰레기 등 환경오염원
제거

주거시설
개선

- 공·폐가 정비, 담장개선, 사생활보호 시설 설치 최형식(2009), 강맹훈(2017)
등
하용성(2018), 박희정(2018)

커뮤니티
공간 확충

- 회의실, 경로당, 놀이터, 도서관, 기타 사회복
지·문화시설 설치

김선아(2018)

26) 전혜미·신남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
집」, 대한건축학회, 1999, pp.727-732.
27) 최형식, 전게논문, 2009.
28) 국토교통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2014,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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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계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역량강화

하위계층

세부요소

비고

일자리 수
증가

- 지역내 일자리 창출이나 수입원 발굴

한동훈(2010), 안중호(2013)
하용성(2018), 박희정(2018)
김선아(2018), 김상현(2017)
국토교통부(2012)

사업체 수
증가

- 지역내 사업체수, 신규개설 매장 등 증가

한동훈(2010), 안중호(2013)
박희정(2018), 김선아(2018)

자산가치
상승

- 보증금, 임대료, 매매가 등 자산가치 상승

최형식(2009), 김상현(2017)

지역단위
사업확대

- 지역 맞춤형 재화·서비스 유통, 마을사업 확산
임상연(2016), 하용성(2018)
등
- 지역 중심의 이벤트, 축제 등 활성화

유동인구
증가

- 지역내 인구 또는 통행량(보행자수)의 증가
- 주택공실 감소, 건축물 신(증)축, 사용허가 증
가등

지원·협업
체계 구축

윤용건(2009),
- 지자체, 지역 유관단체와의 협업 및 사업주체 안중호(2013), 안상유(2013)
김홍주(2016), 임상연(2016)
들간 협동성 강화
- 마을 지도자의 리더십과 마을주민들의 신뢰관 강맹훈(2017), 문재홍(2018)
계 형성
국토교통부(2012)
김상현(2017)

주민참여
확대

구용현(2008), 안중호(2013)
- 주민회의나 프로그램 참석, 커뮤니티 활동 등 안상유(2013), 김태동(2014)
김홍주(2016), 강맹훈(2017)
교류 증가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및 정보 제 하용성(2018), 문재홍(2018)
공
박희정(2018), 김상현(2017)
국토교통부(2012)

이웃과의
교류

최형식(2009), 한동훈(2010)
- 이웃간의 교류 및 친밀도 향상, 상호 결속력 강
김인규(2009), 안상유(2013)
화등
성기호(2015), 하용성(2018)

2. 주민만족 요인 중요도 분석(AHP)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도시재생사업의 주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
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후 요인간 중요도를 도출
하기 위한 계층화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도시
활력증진사업의 예산신청·배분, 사업계획 수립·실행, 평가 등 공적 역할을 직접 담당하고 있
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연구원 등 총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8.6월부터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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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배부 및 회수, 일관성 검증 및 보완을 통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최종 설문지 응답자
중 상위계층 및 하위계층 요인 중요도의 각 문항별 일관성 지수(CI)가 0.1 이하인 응답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중치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영향요인 가중치 분석 결과
목적

상위계층
요인항목

물리․환경적
개선

주민
만족

지역경제
활성화

하위계층

중요도(A)

0.427

0.319

지역사회
역량강화

0.254

계

1

요인항목

중요도(B)

복합가중치
(A*B)

기반시설 확충

0.333

0.142

1

가로(보행)환경 정비

0.204

0.087

5

주거시설 개선

0.229

0.098

4

커뮤니티 공간 확충

0.233

0.100

3

일자리 수 증가

0.202

0.065

9

사업체 수 증가

0.169

0.054

12

자산가치 상승

0.200

0.064

10

지역단위 사업확대

0.223

0.071

7

유동인구 증가

0.207

0.066

8

지원·협업체계 구축

0.304

0.077

6

주민참여 확대

0.458

0.116

2

이웃과의 교류

0.238

0.060

11

순위

1

1) 상위계층 분석결과
상위계층에서는 기반시설과 가로·보행 환경개선, 주거시설 개선,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
을 내용으로 하는 물리·환경적 개선(0.427)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0.319)가 지역사회 역량강화(0.254) 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지역사회 역량강화가 사업수행 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주민
만족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2) 하위계층 분석결과
물리·환경적 개선 항목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기반시설 확충(0.333)이 가장 중요하고, 다
음으로 커뮤니티 공간 확충(0.233), 주거시설 개선(0.229), 가로(보행)환경 정비(0.204) 순으
로 나타났다. 지역 내 진입로·골목길 개설 및 확포장, 소규모 공원, 녹지, 주차장 설치 등 기
- 35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3號(通卷 第53號)

반시설 확충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커뮤니티 공간
설치는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욕구를 반영할 뿐 아니라 지역 내 공공건
물 자체가 지역의 용도 다양성을 통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폐가 정비, 담장개
선, 사생활 보호시설 설치 등 주민의 개별주거 영역 개선을 주로 하는 주거시설 개선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만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지니고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아님에도 한정된 사업예산으로 개별단위 주거시설 개선까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의 하위요인에서의 중요도는 지역단위 사업확대(0.223), 유동인구
증가(0.207), 일자리 수 증가(0.202), 자산가치 상승(0.200), 사업체 수 증가(0.16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맞춤형 사업이 확산되고 이벤트․축제 등이 활성화되면 지역분위기와 경제에 활
기가 넘치고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할 것이다. 지역 내 인구와 통행량 증가, 주택 신
증축 증가 등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가치 상승과 사업체 수 증가 등은 오히려 중
요도가 떨어졌다. 지역 내 주민 중 전세나 월세 거주자가 많음을 고려할 때 매매가, 임대료
등 자산가치 증가의 부정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측면의 영향요인인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주민참여 확대(0.458), 지원
협업체계 구축(0.304), 이웃과의 교류(0.238)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이 사
업추진 관련 주민회의나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에 도
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한 세부내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을
때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결과에 대한 주민만족도도 당연히 높아
진다고 볼 수 있다.

3) 분석결과 종합
상위계층 및 하위계층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바탕으로 전체 12개 하위계층 요인간의 복
합가중치를 <표2>에서 볼 수 있다. 기반시설 확충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
체의 입장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욕구 등을 감안할 경우 당연한 결과로 보이며, 주민참여 확대
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설문대상자인 지자체(사업주체)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위계층 요인간 비교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사회 역량강화보다 중
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하위계층 전체요인간 비교에서는 경제적 측면의 요인들이 오히려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측면의 하위요인 수가 많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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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요도 차이가 많지 않아 복합가중치를 하향 평준화시킨데 기인한다. 또한 경제적 요인
이 주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일자리나 사업체 수 증가, 유동인구 확대 등 세
부요인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어렵고 사업완료 후 점진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도시활력증진사업 계획 수립이나 초기 추진과
정에서 경제적 측면을 지나치게 고려할 경우 사업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거나 주민들이 현실
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3. 주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도시활력증진사업 시행지역의 주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거주 주민들은
사업의 성과로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지역주민으로 정하되 사업유형으로는 사
업시행 여부에 대한 인식이 용이하고 사업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 편중에 따른 결과 왜곡 방지와 지역별 주민의식의 특성 파악을
위해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주거지역 외에 상업
지역을 포함하여 7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사업지구에 실제 거주하거나 영업활동을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9.
2. 23부터 4.10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
생과 도시활력증진사업, 응답자 거주지역의 도시활력증진사업 개요 등을 사전 설명 후 설문
지를 활용하여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내용은 AHP분석시 사용된 3개요인의 하위
계층 12개항목에 일부항목을 세부 분류한 2개항목을 추가하여 14개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
한 주민만족과의 인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주민만족 측정항목을 추가하였다<표 3>. 각 문항
별로 도시활력증진사업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개선 정도를 측정하였고 주민만족도는 현재 시
점에서 만족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답변은 리커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응답자 303명
중 사업이전 비거주자 등 81명을 제외29)한 222명을 유효한 응답자로 분류하였다.

29) 도시활력사업 시행 이전에 거주하지 않아 사업 전/후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75건)와 응답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질문의 어느 한 영역이라도 결측치가 50%초과인 경우(6건)에는 응답 전체를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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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조사 문항표
○○지역의 도시활력증진사업 시행전과 비교하여 다음 문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해당란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 리커트 5점척도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물리-1)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여건이 개선되었다.

1

2

3

4

5

(물리-2) 보도블록, 가로등, CCTV, 간판/시설물 정비, 벽화, 꽂길 등 가로(보행)환경이 개
1
선되었다.

2

3

4

5

(물리-3) 빈집정비, 담장개선, 창문가림막 설치 등 주거시설 개선되었다.

1

2

3

4

5

(물리-4) 회의실, 경로당, 놀이터, 도서관 등 주민공동공간 개선되었다.

1

2

3

4

5

(경제-1) 일자리나 수입원 등이 증가하였다.

1

2

3

4

5

(경제-2) 사업체 수나 신규개설 매장 등이 증가하였다.

1

2

3

4

5

(경제-3) 매매가, 임대료, 보증금 등이 자산가치가 상승하였다.

1

2

3

4

5

(경제-4) 마을사업, 지역맞춤형 이벤트, 축제 등이 증가하였다.

1

2

3

4

5

(경제-5) 인구 또는 통행량(보행자) 수가 증가하였다.

1

2

3

4

5

(경제-6)* 건축물 신․증축 증가되고 공실이 감소하였다.

1

2

3

4

5

(사회-1) 지자체나 지역단체와 주민들간의 상호지원과 협업이 증가하였다.

1

2

3

4

5

(사회-2) 주민들이 회의·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이 증가하였다.

1

2

3

4

5

(사회-3)* 지자체(구청,주민센터)의 주민 대상 홍보 또는 정보제공이 증가 되었다.

1

2

3

4

5

(사회-4) 이웃간의 교류가 증가하고 가깝게 지내는 이웃의 숫자가 늘어났다.

1

2

3

4

5

(만족-1) 도시활력증진사업 이후 우리지역 주거환경에 만족한다.

1

2

3

4

5

* 추가문항

측정항목들이 어떻게 잠재요인들로 묶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4) 마을사업’의 경우 잠재요인(지역경제 활성화)로 묶이지 않아 분
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에 따른 요인구성 및 적재량은 <표4>와 같으며, KMO=0.924,
Bartlett검정 카이제곲값=1518.243(유의확률 0.000)로 요인분석이 적합하고 크론바하 알파
값=0.919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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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회전 성분 행렬)
관측변수(설문문항)

구성요소
요인1

물리환경적 개선_4

.769

물리환경적 개선_2

.755

물리환경적 개선_1

.751

물리환경적 개선_3

.705

요인2

지역사회 역량강화_3

.805

지역사회 역량강화_2

.781

지역사회 역량강화_1

.767

지역사회 역량강화_4

.628

요인3

지역경제 활성화_2

.814

지역경제 활성화_1

.757

지역경제 활성화_3

.596

지역경제 활성화_5

.559

지역경제 활성화_6

.437

1) 사업시행 전·후 주민인식 비교분석
주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의 사업종료 후 개선정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해당
지역의 사업특성과 주민성향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즉 사업구역별 도시활력증진사업
내용 및 진행과정, 성과 등 사업관련 요소와 주민특성 등 인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업지구 주민 집단별로 측정요소, 즉 만족 영향요인들의
개선정도에 대해 평균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알아보았다(유의수준 α=0.05, 결측값 제외). 분석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물리·환경적 분야의 각 세부지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인해 종전
과 거의 같거나 다소 개선(3.0~3.6)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기반시설(3.5)과 가로환
경(3.6)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로는 주거지역인 대구서구(3.2~4.0)와 서울성북 사례(3.3~3.8)의 주민들은 도시활력증진사업
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반면, 상업지역인 충남천안(2.3~2.9)은 대부분의 지표
에서 개선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세부지표별로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2.4~3.2). 이중 일자리(2.4)와 사업체 수(2.6)에 대한 인식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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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유동인구 증가에는 다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성북(2.6~3.5)과 대구서구 사례(2.8~3.7)는 다른 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인식이 높았으며, 충남천안 사례(1.8~2.9)는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물리환경적 측면의 개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경제적 측면까지 연결된 것으로 분
석되며, 근래 몇 년 동안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악화도 원인으로 추정된다.
<표 5> 만족 요인에 대한 사업지구별 인식비교
구분
물리
환경
적
요인

경제
적
요인

사회
적
요인

항목

전체평균 서울성북 경기성남 충남천안 광주동구 대구중구 대구서구 경남김해

기반시설

3.5000

3.6667

3.5000

2.5429

3.7778

3.1892

3.9697

3.9211

가로환경

3.5586

3.8056

3.4375

2.9429

3.6296

3.4865

3.8485

3.7105

주거시설

2.9817

3.4571

3.0000

2.2571

3.3704

2.6667

3.1563

3.0789

주민공동공간

3.0959

3.2500

3.3333

2.6286

3.1852

2.5556

3.7188

3.2105

일자리

2.4174

2.5833

2.1429

1.8286

2.6154

2.1892

2.7188

2.7368

사업체

2.5864

2.6389

2.4667

2.0571

2.5769

2.7027

2.7576

2.8158

자산가치

3.0000

3.1111

2.6875

2.1143

3.5926

3.3243

3.2813

2.8684

인구통행량

3.1598

3.3714

2.6000

2.1429

3.5385

3.0270

3.6667

3.5526

건물신증축

2.9722

3.3143

3.1875

2.2857

3.4815

2.6944

3.0968

3.0000

지원협업

3.0856

3.3611

2.8125

2.3143

3.2222

3.2162

3.4848

3.0789

주민참여

2.9412

3.2222

2.7500

2.3429

3.0385

2.8919

3.3333

2.9474

홍보, 정보제공

3.0769

3.2778

2.7500

2.2571

3.3704

3.1081

3.4375

3.2368

이웃간 교류

2.9367

3.0857

2.6250

2.0571

3.3333

2.9189

3.3939

3.0789

* 분산분석 유의확률 p< 0.05.

사회적 측면(2.9~3.1)에서는 개선에 대한 인식이 보통(3.0) 주변에 몰려 있어 사업 시행
전과 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주민, 단체간의 지원과 협업체계, 각종 프로
그램에서 주민 참여, 홍보, 교류 등 사회적 요소들은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업 완료 이후에는 대부분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성북(3.1~3.4)과 대구서구(3.3~3.5)의 경우 주민들은 도시재생의 사
회적 지표들이 종전과 같거나 과거보다 다소 개선되었다고 생각한 반면, 충남천안(2.1~2.3)
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과거보다 개선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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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요인과 주민만족과의 관계분석
도시재생사업 특히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 주민만족의 영향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주거환경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주민설문조사에서 측정한 14개 영향요인을 독립변수, 주거환경만족 측정결과
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최적화 모형을 선별하기 위하여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 중 후진제거법(backward elimination method)30)을 선택하였다. 총
13개 독립변수를 일시에 입력한 후 F의 유의확률이 0.1이상인 변수를 차례로 제거하면서 회
귀모형의 유의확률 0.05 이하가 유지될 때까지 반복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 선별된
회귀모형은 제9모형으로서 14개 독립변수 중 6개 변수(기반시설, 가로환경, 인구·통행량, 건
물신·증축, 지원·협업, 주민참여)가 선정되었고, 나머지 8개 변수는 제외되었다. 최종모형의
6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R제곱)은 64.3%로 양호하며(수정된 R제곱과의 차이
도 1.1%에 불과), Durbin-Watson값은 2.024로 잔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F값 60.285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0(<0.05)으로서 귀무가설31)을 기각하여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최종 확정된 모형의 회귀계수는 <표 6>과 같으며,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주거환경만족도 = 0.006+0.307*기반시설+0.173*가로환경+0.118*인구통행량
+0.117*건물신증축+0.181*지원협업+0.186*주민참여 ]
베타값을 통한 각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기반시설＞주민참
여＞지원협업＞가로환경＞인구통행량＞건물신증축]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독립변수의 t값 유
의확률은 0.05이하로서 종속변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선성 진단에서는
공차 0.398~0.610으로 기준값 0.1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640~2.515로 기준값 10이
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를 근거로 주민만족에 대한 개괄적인 영향 정도를 보면 물리환경적 요인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요인들은 영향력이 가장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물리·환경적 측면의 요인 중에서는 기반시설 확충과 가로(보행)환경 정비가
주민만족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거시설 개선과 커뮤니티 공간 확충은
주민만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확충과 가로(보행)환경 개선
은 대다수 주민이 수혜자인 반면, 주거시설 개선은 공공의 개입이 한계가 있고 수혜자 범위도

30) 전진선택법, 후진제거법, 단계별선택법 중 최종 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독립변수의 수가 가장 많은 후진제거법을 선택하였다.
31) Ho : 독립변수의 모든 회귀계수는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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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032

.975

B

표준오차

(상수)

.006

.195

기반시설

.307

.063

.303

4.903

가로환경

.173

.063

.158

인구통행량

.118

.054

건물신증축

.117

지원협업
주민참여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000

.466

2.144

2.747

.007

.534

1.871

.124

2.186

.030

.552

1.812

.059

.107

1.989

.048

.610

1.640

.181

.074

.164

2.456

.015

.398

2.515

.186

.067

.173

2.773

.006

.458

2.185

☞ R제곱=0.643, 수정된 R제곱=0.632, Durbin-Watson 값=2.024, F값(60.285)의 유의확률=0.000

극히 제한적이며 커뮤니티 공간의 경우도 해당지역의 거주자 특성에 따라 시설 이용 정도에
차이가 있어 전반적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유동인구와 통행량 증가, 건축물 신·증축이 (+)의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4개 요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원·협업 체계, 주민참여가 주민
만족도에 (+)의 영향을 미치고, 주민대상 홍보나 정보제공, 이웃과의 교류 등은 영향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지자체와 유관단체 및 주민과의 상호지원과 협업
이 증가하고, 주민들이 각종 회의나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이들은 결과적으로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분석결과 종합
전문가 대상의 AHP분석에서 전반적인 요인 중요도는 ‘물리․환경적 개선＞지역경제 활성
화＞지역사회 역량 강화’순으로 나타났다.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공동공간 확보가 중요하며, 노후주택 개보수 등 주거시설 개선이나 가로(보행)환경 정비
의 경우 주민만족에 대한 영향도를 낮게 보고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단위 사업확대
와 유동인구 증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자산가치 상승이나 사업체수 증가는 크
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주민참여, 지원협업체계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상위계층 요인간 분석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이 지역사회 역량강화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계층 요인간 비교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요인들의 중요도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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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물리·환경적 측면이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하여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보다 높았으며, 세부적으
로는 사업결과에 대한 경험과 기대치와의 비교가 용이한 기반시설과 가로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거시설의 경우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 집행에 한계가 있어 사
업성과가 부족하고 당연히 이에 대한 주민인식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에
서도 사업전과 비교가 용이한 인구·통행량 등 유동인구 증가는 상대적으로 개선인식이 높았
으나 일자리나 사업체 수 증가에 대한 인식은 사업 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
였다. 사회적 요소의 세부요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사업전(前)과 후(後)가 크게 달라지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성북, 대구서구, 광주동구 등 주거지역 주민들이
사업 후 효과에 대한 개선 인식이 높았으며, 상업지역은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도출된 주거만족 요인들이 실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전체 14개요인 중 기반시설 확충, 가로
(보행)환경 정비, 유동인구 및 통행량 증가, 건물 신·증축 증가, 지자체·주민·단체 간 지원·협
업 체계, 주민참여 등 6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기반시설 확충이 다
른 요인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영향력을 가지며, 건물 신․증축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대부분 요인들은 주민입장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결과가 빠르게 나
타나고 외형적으로 인식하기 용이하며, 사업의 수혜자가 주민 다수인 경우이다. 한편, 마을사
업, 이벤트, 축제 등 지역단위 사업의 경우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인으로 인식하
였으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도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중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중심으로 주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하여 요인간 상대적 중요도, 주민들의 인식 정도, 그리고 요인과 주민만족간의 인과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환경적 요인은 전문가 대상 AHP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고 사례
지역 주민들도 도시활력증진사업 이후 가장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부분이다.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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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분석에서도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명되었다. 도시재생이 물리적 환
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통합적인 해결책이라고 하지만 여
전히 물리환경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도시재생 정책의 수립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가
치임을 보여준다.
둘째, 기반시설 확충과 가로(보행)환경 정비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상대적 중
요도가 높고 사업 이후 성과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민공동공간의 경우
공무원 등 전문가들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지자체 등이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감안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역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물리적 공간만 확보되어
있을 뿐 비용문제, 인력문제 등으로 관리·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커뮤
니티 형성에는 단순히 공간확보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콘텐츠 확보,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등
을 위한 치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 유동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내 일자리나 사업체 수의 증가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통해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
려운 지표이고, 특히 주민들은 지역내 사업체 수가 증가하더라도 역내 주민들의 고용과 소득
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책수립시 지
역민 일자리와 소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 마을단위 사업, 축제나
이벤트의 경우도 사업추진 주체 측의 의도와 달리 주민들의 반응은 일시적이며 만족도와의
인과관계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요인의 경우 전문가와 주민들 모두 주민참여 확대, 지원·협업 체계 강화가
주민만족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었지만 주민들은 사회적 측면의 각 지표들이 도시활력
증진사업 시행 전과 비교하여 크게 변동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지표들은 사업진행과
정에서는 주민참여, 상호협력과 지원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사업완료 이후
에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에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면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업지역내 실시된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경우 모든 부문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수준이 낮고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가 밀집, 높은 사업비용
으로 인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고 상인들의 개인주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상업지역에서의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에는 주거지역과 달리 지역상인회 등 여론 주도층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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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사업 시행지역 주민들을 대
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경우 내용면에서 각 사업별로 개별적 특성
이 강하고 요인들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응답결과를 전체 주민들로 일반화시
키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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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development and land price by applying i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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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dong Art Village, Changwon City, which is the first leading area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analysis method used to calculate the change in land price and net land price before project designation
and at the end of project. Based on the analysis sites, the results of the pre-and post-project change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 presented in the scope of 1km impact area and 5km impact area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ate of change of the cumulative land price and the chan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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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Urban Regeneration Project, Land Price, Neighborhood Area, Impact Area, Rate of Change in
Price of the Land

* 정회원,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 부동산학전공 부교수(jaehwan@kongju.ac.kr, 주저자)
** 정회원, 아키큐플러스(주) 연구위원 (ykcho8@naver.com, 교신저자)

- 47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3號(通卷 第53號)

【국문요약】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과 지가와의 관계, 지가와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틀에 맞추어 이를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하여 지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도시재생사업의 초기 선
도지역인 창원시 창동예술촌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전과 사업후의 지가변동을 확인한 결과, 기
존 택지개발사업에서 지가상승이 사업단계별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에 반해 현재의 도
시재생사업은 사업전부터 사업종료까지 지가변동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상지
역 1km 이내에서는 오동동이 4.4%의 순지가변동률이 높았고, 5km 이내에서는 웅남동이
21%로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사업으로부터 초래
할 수 있는 지가상승의 부분적인 문제를 사업대상지 선정 전단계부터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도시재생사업, 지가, 주변지역, 영향권, 지가변동률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들어, 기존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다른 차원으로 사회·경제적·물리적 개념
을 포괄하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에 맞춰 2005년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특성만이 계
속해서 반영되는 도시개발사업과 단순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2007년부터는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단을 설치, 국가 R&D사업으로 도시재생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지난 박근혜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채택되었고, 문재인정부
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5년간 50조의 재정이 투입되어 전국 지자체에 사
업의 선정과 지역단위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많으며, 또한 이
사업은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원도심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취급해야한다는 주장도 더해지고 있다. 이에 맞춰
포용적 도시재생이라는 의미로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이라는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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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택지개발사업과 지가와의 관계, 지가와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틀에 맞추어 이를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하여, 지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
석의 대상은 도시재생사업의 초기 선도지역인 창원시 창동예술촌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전과
사업이후의 지가변동을 확인하여, 이 사업이 기존의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지가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대상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의 초기 선도지역인 창원시 창동예술촌으로 시
간적으로 사업지정전과 사업종료 시점으로 정하였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하였고,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설정은 기존 연구에서 원용하였다. 그 물
리적 기준은 주영향권 200m, 부영향권 500m, 간접영향권 1,000m로 설정한 기존의 연구를
기초로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3호에 의하면 최대 폭 4~5km까지
영향권을 설정한 점을 지가변화율의 측정기준은 도시재생사업지의 반경 1km까지와 5km까
지로 구분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지대와 지가
1) 지가결정 원리
도시재생사업과 대상지역의 지가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가결정원리에 대한 정
리가 필요하다. 지가의 형성원인은 토지도 시장에서 서비스와 소득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도
시의 주차장은 주차공간을 제공해주고 사용료를 얻으며, 농촌의 농지는 농업생산물을 생산하
여 소득을 얻는다. 이렇듯 토지소유자가 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개인이나 기업에게 제공
하면 그 대가로 지대를 얻게다. 이 지대가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즉, 토지의 시장가치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흐름의 현재가치이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빌려주고 매해 의 지대를
받고, 이 지대를 현재가치화 하는 할인율 라고 하고, 는 기간이라 하면, 토지소유자가 매해 받
는 지대총합의 현재가치는 아래의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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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사업과 지가와의 관계
전통적인 단핵도시모형에서 도시의 지가는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낮다. 도심에 근접할수록 지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도심이 갖고 있는 여러 입지적인 유리함 때
문이다. 개발사업의 경우도 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거리가 근접할수록 입지적 편리성이 증
가하기에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지구에 근접할수록 지가가 높아지고, 멀어질수록 지가가 낮아
지는 지가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함수식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과 주변지역의 지가변화에 관한 연구와 지가결정이론 측면의 연구
그리고 공간계량을 이용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개발사업과 주변지역의 지가변화에 관한 연구로 이태일 외는1) 과거 택지개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들 택지개발사업의 연구들은 토지의 형질변경과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정의 외부효과로 개발사업지구와 인근지역의 지가상승 기대감이
지가에 영향을 미쳐왔음을 증명하였다. 그중 사업시행지역은 물론 인근지역까지 개발사업 초
기부터 완료까지 꾸준히 지가가 상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채미옥 외는2) 대규모 개
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시장안정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에서는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가상승 현황을 분석하고, 세종시와 파주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지가를 분석하였다. 그리
고 김선태는3) 택지개발사업기간 동안 대전 둔산지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원도심의 경우에는
지가상승폭이 크지 않은데 비해 신도심과 인근지역에서는 지가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 간의 지가차이가 축소되었음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김영규 외는4) 택지개발사업
1) 이태일·채미옥, “지가모형을 통한 통계학적 평가방법의 모색”,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제5권,
1986, pp.20~39.
2) 채미옥·김용순·김태훈·이우진·조판기·송하승,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시장안정화 방안｣, 국
토연구원, 2007, p.150.
3) 김선태, 둔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가의 공간적 분포 변화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
교 산업대학원, 2003.
4) 김영규·조주현·김인하,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사업지역 주변의 지가변화 분석”,｢부동산학연구｣, 제9집
제1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3, p.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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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주변 1.5km 이내에 위치한 표준지지가의 지가변화율과 전국 및 의정부시의 지가변화율
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의정부 금오지구를 중심으로 사업단계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법적 규
제, 필지의 물리적 현황, 주요시설의 접근성 등과 같은 필지의 특성에 따라 사업진행 정도에
따른 지가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형석의 연구에서는5) 도심형복합상시설 개발에 따라 주
변지역의 지가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타임스퀘어와 같은 국내 대표적 도심형복합상업 시
설을 통해 주변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가격과 정
의 관계를 가지는 토지 특성 및 그 물리적 특성 요소들에 비해 도심형복합상업시설의 입점으
로 인한 파급효과는 접근성에 비례해 타 변수들보다 영향력이 더 컸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가결정이론 측면에서 용도지역별로 지가의 영향력을 비교한 안종순은6) 주거지역
과 상업지역은 광로에 접했을 때 지가가 가장 높았고, 공업지역은 중로에 그리고 녹지지역은
토지의 고저가 지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권대동은7) 대
구시 대도로 상업용 토지의 지가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도로폭이 지가와 가장 상관성이
크고, 면적이 가장 상관성이 작았고, 면적도로폭은 지가와 정의 관계를 가지며, 거리, 부심과
거리, 도심과 거리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김광국은8) 특성감안가격함수를 통해 지가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용도지구, 도로접면, 상업시설 접근성, 대로 접근성,
공공시설 접근성,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용지, 필지형상 등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대
구·경북지역 31개 시·군·구의 최고지가필지를 대상으로 입지 분석과 지가형성요인 분석한 서
경규 외의 연구에서는9) 입지 분석의 결과, 복합형이 1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유통중심
지형 11개, 교통 중심지형 7개, 관광중심지형 1개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지가필지의 업종은
의복소매업 7개, 의약품 소매업 6개, 기타음식점업 3개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김용희의 연구
에서는10) 지가를 이용하여 동남권(부산·경남권)의 현황과 공간구조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1980-2014년까지 지가를 기준으로한 지역의 집중과 분산, 지역간의 차등성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고, 나아가 공간구조도를 작성하였다. 지역분석의 내용으로는 지역의 중심을 분석하

5) 최형석, “도심형복합상업시설의 주변지가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부동산학보｣, 제58집, 한국부동산학회, 2014, pp.60~71.
6) 안종순, 대전광역시 용도지역별 지가결정요인 변화분석,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2004.
7) 권대동, 대도시 대로변 상업용토지의 지가결정요인분석: 대구시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8) 김광국, 특성감안가격결정모형을 활용한 도심부 토지이용의 지가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
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8.
9) 서경규·김은지·이규태, “대구·경북지역 최고지가필지의 입지 및 지가형성요인 분석”,｢부동산학보｣, 제
64집, 한국부동산학회, 2016, pp.69~81.
10) 김용희, “지가를 기준으로 한 부산권 지역분석연구(1980-2014)”,｢부동산학보｣, 제63집, 한국부동산
학회, 2015, pp.29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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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상지역의 집중과 분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편차거리를 산정하였다. 또한 전형하 외
는11) 청주시 원도심․신도심의 도시공간구조 특성이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를 도출
하고, 도출된 지역적 요인, 개별적 요인, 입체적 요인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명섭 외의 연구에서는12) 25개
그 87개 동에 분포되어 있는 148개 단지 248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가격의 공간영향력
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특성, 단지기본
특성, 주변지역특성, 교육특성, 경관특성 등을 사용하여 반경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작용을 한
다는 가정 하에 아파트 가격의 영향력을 적합도를 기준으로 매매의 경우는 반경 7km, 전세
의 경우 반경 5km이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1987년
1/4분기부터 2014년 2/4분기까지 분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을 이용하여 200만호 주택건설,
IMF 외환위기 그리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를 반영한 개입 ARIMA 모형을 구축하고
이들 세 번의 외부 충격효과가 전국 지가변동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구축된 모형을 이
용하여 2015년도 분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을 예측하였다.
이상의 연구들로부터 본 연구는 기존의 택지개발사업과 거리와의 지가관계 그라고 영향력
이 미치는 범위 등에 대한 함의를 바탕으로 이를 도시재생사업에도 지가변동과 어떠한 영향
을 갖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 사례지의 분석방법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1기 도시재생사업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오동동 일원을 전체사
례지역으로 하되 사업이 완료된 창동예술촌 조성사업지역에 한정하였다. 전체사례지역의 면
적은 860,000㎡로 오래된 역사와 문화, 상권을 지닌 80년대의 대표적인 경남지역 상권중심
도시였다.

11) 전형하·성주한·윤영식, “지방도시지역의 공간구조 특성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부동산
학보｣, 제68권, 한국부동산학회, 2017, pp.119~134.
12) 최명섭·김의준·박정운, “공간종속성을 고려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공간 영향력”, ｢지역연구｣ 한국
지역학회, 제19권 제3호, 2003, pp.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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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예술촌 조성사업의 전략
1, 역사성
- 마산 창동거리의 부흥을 견인할 역사적 장소
- 빈점포 및 기존 건축물들을 보전하면서 추억의 장소성
회목과 지역문화 접목
2. 장소성
- 추억의 장소로서 마산시민의 약속정소, 사람들의 모임장
소로 재창조
- 빈티지를 활용한 카페거리의 활용으로 젊은이들이 집객
장소
3. 공공성
-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창작활동이 시작되는 커뮤니티존
- 마산의 유명한 문신 조각에술을 엿볼 수 있는 기회
창동예술촌 개요
1.사업내용
2.사업기간
3.사업금액
4.임대료 :

: 골목길 70개 빈접포를 활용한 창동예술촌 조성
: 2012.11 ~ 2015.11
: 3,020백만원
임대료 창원시 60%부담 연간150백만원, 주민참여 임대료 40%부담

5.창동예술촌 컨셉
- 문신예술과 예술인이 융화하는 창동예술촌 조성
- 마산르네상스시대의 맥을 이어가는 ‘에꼴 드 창동’ 창작공간 조성
- 마산의 추억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스토리텔링’ 흔적골목 조성

[그림 1] 대상지역
이 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연평균 –4.00% 급감)와 함께 구, 창원지역으로 주요공공기간의
이전과 인근지역 신도시조성 및 상권형성과 상권의 노후화진행속도가 빠르고 특히 도시기반
낙후와 도심중심성이 악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산원도심 재생사업은 2010년에 시작하
여 2020년에 종료예정으로 마스터플랜 구상은 집객도심(사람을 끌어 붙이는 매력적인 도시),
역사와 문화(도심의 역사성이 뚜렷한 문화예술창조도시구현), 녹색도심(풍부한 공원과 광장,
녹색교통이 함께한 건강한 도시), 쾌적한 생활환경(지역주민, 남녀노조 모두가 교류하는 주거
커뮤니티공간조성)을 두고 있다. 또한 신성장동력 앵커사업으로 창동예술촌 문화재생 선도사
업, 오동동 문화광장, 조창광장조성, 동굴강 관광교류센터, 불종로 광장형 테마가로 조성사업
을 두고 있으며, 도심 인근지역 재생동력사업으로 임항성 그린웨이 조성 및 녹지보행 네트워
크 구축, 교방천 회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마산만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마산항 천년물길축
조성사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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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기존의 연구에서 원용하였다. 기존 연구
에서는 그 범위를 주영향권 200m, 부영향권 500m, 간접영향권 1,000m로 설정한 점 등을
참고하고,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3호에 의하면 최대 폭 4~5km
까지 영향권을 설정한 점을 참고하여 도시재생사업지의 반경 1km까지와 5km까지의 2개 영
향권으로 구분하여 지가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에 맞춘 1km 주변지역은 마산합포구 교방동,
완월동, 자산동, 반월중앙동, 오동동, 합포동 노산동, 산호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5km 주변
지역은 마산합포구의 경우 교방동, 완월동, 자산동, 반월중앙동, 오동동, 합포동 노산동, 산호
동 문화동, 월영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마산회원구의 경우 봉암동 양덕1동 양덕2동 회원1동
회원2동 석전동 합성1동 구암1동 구암2동 희성동이 있으며, 성산구의 경우 웅남동이 위치하
고 있다. 기준시점의 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하였으며 2005년 사업선정부터, 2015년 사업완료 그리고 2016년, 2017년도까지 조사
하였다. 지대의 기준은 주위환경으로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를 기준으로 하였고, 마산합포구
문화동의 경우는 기존주택지대, 창원성산구의 웅남동은 산업단지를 선정하였다.

Ⅳ. 지가변화 분석
1.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은 매해 국토교통부가 조사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변동률과 사례지역 내 각
필지의 연도별 공시자료에서 산출한 변화율을 말한다. 기본산식은 다음과 같다.
   ÷    × 

(식 2)

  지가변화율
  기준시점의 지가   비교시점의 지가

사례지역의 지가변화 추이는 1km 영향권 범위에서 [그림 2]와 같다. 영향권 1Km이내의
4개 동이외의 다른 동은 지가변화에 대한 자료의 제약적 사항과 함께 이를 일반화할 수 없기
에 대표 4개 동에 한정하여 지가추이를 분석하였다. 지가추이분석은 2011년부터 2017년까
지의 앞서 산식에 맞게 계산한 후, 전체 기간동안의 누적증감률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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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증감률이 가장 큰 행정동으로 오동동(19.8%), 교방동(17.1%), 완월동(15.0%), 자산동
(9.4%)으로 제시되었다. 도시재생사업지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위치보다는 주변 근접지역순
으로 지가변화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2] 영향권 1km 이내 주요동별 지가변화추이
같은 방법으로 영향권 5km이내의 6개 동에 대한 지가추이를 분석하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누적증감률이 가장 큰 행정동으로 웅남동(46.8%), 월영동(31.1%), 문화동(29.6%), 봉
암동(16.2%), 희성동(16.1%), 석전동(14.9%)순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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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향권 5km 이내 주요동별 지가변화추이
[그림 2]와는 달리 사업지가 아닌 인근 주변 5km이내에서 가장 지가상승률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웅남동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유로 산업단지에 대한
수혜가 큰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2. 순지가변동률

순지가변동률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례지역 주
변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에서 사례지역이 속한 행정구역 모도시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차
감하여 산출하였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순지가변동률   사례지구의 지가변동률

(식 3)

  사례지역이 속한 모도시의 평균지가변동률

영향권 1km이내와 5km이내의 지가변동률을 바탕으로 각 영향권 모도시의 평균지가변동
률(1km 이내, 15.3%)로부터 해당 동의 순지가변동률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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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이내에서 가장 지가변동이 컸던 오동동이 순지가변동률에서 4.4%로 높았다. 또한 그 다
음으로 교방동의 순지가변동률이 1.8%였으며, 이와는 달리 완월동과 자산동은 순지가변동률
이 각각 –0.3%와 –5.9%로 제시되었다. 순지가변동률은 지가변동률에 대한 상대적인 증감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영향권 1km이내의 모도시 누적지가변동률의 평균보다 낮았기
에 부호가 음수인 것이며, 4개 동 모두 지가가 상승한 지역이다.
<표 1> 영향권 1km이내 분석 종합
구분

누적지가변동률

순지가변동률

교방동

17.1%

1.8%

완월동

15.0%

-0.3%

자산동

9.4%

-5.9%

오동동

19.8%

4.4%

<표 2> 영향권 5km이내 분석 종합
구분

누적지가변동률

순지가변동률

석전동

29.60%

3.80%

문화동

31.10%

5.40%

월영동

16.20%

-9.60%

봉암동

14.90%

-10.90%

희성동

16.10%

-9.70%

웅남동

46.8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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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향권 5km이내(25.8%)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가변동이 컸던 응남동이 순지가변동
률이 2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순서로 문화동(5.4%), 석전동(3.8%)로 제시되었으며, 모도
시 누적지가변동률의 평균보다 낮은 봉암동, 희성동, 월영동 역시 부호가 음수이지만 3개 동
모두 지가가 상승한 지역이다.
이상의 영향권 1km이내와 5km이내에서 조사된 지역들은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이전부터
선정이후 사업종료까지 지가가 모두 상승하였다. 이는 기존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
이 사업단계별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에 비해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전부터 사업
종료까지 특히, 대상지역 인근 주변에서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 사업의
지가상승의 부분적인 문제를 대상지 선정 전 단계부터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논의되어왔던 택지개발사업과 지가와의 관계, 지가와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틀에 맞추어 이를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하여 지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도시재생사례지를 대표하는 창원시 창동예술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전과 사업후의 지
가변화 추이를 1km 영향권 범위와 5km 영향권 범위에서 제시하였다. 영향권 1km이내의 누
적지가변동률과 순지가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오동동이 순지가변동률에서 4.4%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방동의 순지가변동률이 1.8%로 나타났다.
하지만, 완월동과 자산동은 순지가변동률이 각각 –0.3%와 –5.9%로 제시되었으나, 여기서
순지가변동률은 지가변동률에 대한 상대적인 증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영향권
1km이내의 모도시 누적지가변동률의 평균보다 낮았기에 부호가 음수로 제시되었다. 또한 영
향권 5km이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여 응남동이 순지가변동률이 21.0%로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 문화동(5.4%), 석전동(3.8%)로 제시되었다. 마찬가지로 모도시 누적지가변동
률의 평균보다 낮은 봉암동, 희성동, 월영동 역시 부호가 음수이지만 3개 동 역시 모두 지가
가 상승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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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과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지가상승에 대한 원인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한정하였기에 다른 부문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기존의 택지개발사
업의 지가변화분석에서 다양하게 다루었던 영향권의 범위를 거리에 한정하여 지가변화에 중
점을 두어 분석하였기에 정확하게 거리계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둘째, 대상지역의 표준지의 개별적 토지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요소를 반영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도시재생사업 이외에 다른 지가 상승요인과 대상 표준지의
개별특성을 반영하고, 특히,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을 사전에 설정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지가안정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이를 실증한한다면 향후 지가변화에 대한 세분
화된 원인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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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앞으로 등장 할 은퇴예정자는 라이프스타일, 조기퇴직 등으로 사회적 활동연령이 낮아지
고,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개인적인 사회활동을 오래 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는 은퇴예정자들의 선호에 따라 거주 할 주택개발 상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미래 주택시장에 대한 예측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
권 거주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은퇴후 주거의사에 따라 유형화하여 구분 짓고 은퇴후 주거
선호도, 은퇴자마을 선호요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
의 맞춤형 은퇴자마을이 개발,공급 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은퇴예정자, 주거의사, 주거선호도, 은퇴자마을, 선호요인

Ⅰ. 서 론
근래 인간의 자연적 수명은 의료기술의 발달, 식생활 개선, 운동·레저·여가 활동 증진으로
과거보다 증가한 반면, 사회적·경제적 수명은 기업의 구조조정, 희망퇴직제 도입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은퇴 이후의 삶과 주거환경에 대한 열망과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
다. 특히,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많은 선행 연구자들에게 은퇴 후 주거
이전 및 선택, 주거환경에 대해 관심을 증폭시켰다. 송기춘(2009)은 수도권 거주자(40세 이
상)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은퇴자마을 필요성이 60.2%, 문만길(2017)은 전국 중·장년
층(40세 이상)대상 수요조사에서 56.4%가 은퇴자마을 입주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이한나·김
승희(2018)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이전의사를 분석하였는데 은퇴예정자는 은
퇴자보다 주거이전의사가 상당히 높고,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은퇴자의 주거욕구는 이전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차별화 된
주거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는 생활방식, 주거욕구에 따라 자연환경을 선호할 수도,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현재의 주거환경을 선호할 수도 있
다. 그러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수요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요를 파
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즉, 은퇴예정자의 세부적인 주거욕구와 주거선호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공급자위주로 주거환경이 개발, 공급되고 있어 은퇴자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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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내 은퇴예정자들의 주거의사를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은퇴 후
주거선호도와 은퇴자마을 선호요인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별 특성차
이를 바탕으로 개발주체들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은퇴자마을을 개발, 공급 할 수 있도록 방
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수요측면에 초점을 두고 시장수요를 선도적으로 발생시키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은퇴예정자(45세-65세)를 대상으로 은퇴자마을과 주거의사이론과 관련된 선
행연구 및 문헌자료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은퇴 후 주거선호도와 은퇴자마을
선호요인 특성을 반영한 설문조사(2017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Morris &
Winter(1978)의 주거의사이론을 근거로 은퇴예정자 유형을 분류하고 피어슨 카이제곱을 통
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은퇴예정자 유형별로 일반적 특성, 은퇴 후 주거선호도, 은퇴자마을
선호요인의 특성차이를 빈도분석, 교차분석, 아노바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도구 SPSS 통
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이론적 배경
1) 주거의사이론
하성규(2018)는 주택과 관련한 연구를 위해 문화규범적 접근(cultural norm approaches)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화규범적 접근(cultural norm approaches)은 주거문제의 근원이
해당사회의 규범적 구조에 기인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특징은 가족이라는 사회단위
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며, 가족은 가족규범(family norm)을 형성하고, 가족규범은 보다 더
광범위한 사회규범의 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주거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나가
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연구자로서 W. Morris & M. Winter를 들 수 있다.1)
Morris & Winter(1975)는 가족의 주거행동의사에 대한 연구를 위한 개념적이고 이론적
인 틀을 제시하였다. 가족은 문화적 규범과 가족규범 측면에서 그들의 주거를 평가한다. 그들
의 주택이 규범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은 불만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 규범 적자를 재 감축

1) 하성규 “주택정책론”, 제4 전정증보판, pp21~22,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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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거 이동성, 주거 적응 및 가족 적응은 그러한 결손을 줄이기 위해 사
용되는 조정모드로서, 행동의 제약이 극복될 수 있을 때 착수한다. Morris & Winter(1978)
는 주거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개념은 일반적으로 규범과 선호, 열망과 기대라는 두 가지 개념
으로 분류된다. 규범은 주거에 관한 인간 행동에 대한 문화적 기준이나 법칙을 말하는 것이며
열망은 개별 가구의 미래에 대한 욕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선호와 기대는 미래의
조건이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또한, 주거선호란 이완된 주거규범
이며 현실적으로 가족이 주거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서, 실제 주거행동에 옮길 것인가
와 또 다른 기준이며 실제 주거행동은 주거규범과 가족의 제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정해
진다고 하였다.
윤복자 외(1999)는 대개의 경우 주거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자 할 때 주거규범이나 열망
을 생각하는데 이는 단지 마음속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이므로 이를 주거 대안에 반
영하기는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규범과 열망은 하부 문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주거기대와 선호라는 미시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rris & Winter(1975, 1978)의 주거의사이론에 따라 은퇴 예정
자를 대상으로 주거이동과 은퇴자마을 선택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은퇴후 주거기대와
은퇴자마을 선호라는 미시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유형별 차이를 연구한다.

2) 퇴직과 은퇴의 개념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주기 상에서 몇 개의 전환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환점은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출산, 자녀의 결혼과 독립, 은퇴 등이 있다. 이 중 개인이
일생동안 종사해 온 직업으로부터 ‘은퇴(retirement)’는 인생의 후기 단계로 들어가는 결정적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영국의 사회철학자 라스레트(Laslett)는 은퇴를 인생의 제3기로 규정
(Laslett, 1991 ; 이소정 외, 2008)하였다.
퇴직(退職, retirement)2)은 현재의 직업이나 직장에서 맡은 일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정년
이 도래하여 퇴직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한 후 정년을 다 채우기 전에 스스로 신청하
여 퇴직을 하는 명예퇴직이 있다. 퇴직은 주된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퇴직 후 주된 직무
로의 전환을 하거나, 주변직무로의 전환을 하는 등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은퇴로의 전환의

2) 인간과 직업과의 단절 형태를 표현할 때 이직, 전직, 퇴직, 은퇴 등 다양하게 사용하며 용어를 정확하
게 구분하지 않고 서로 혼용한다. 영어도 역시 이직·전직과 관련하여 turnover를 혼용하고 있으며, 고
용노동부(2014)에서는 퇴직과 은퇴를 표현할 때 retirement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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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사용한다.(고용노동부, 2014)
은퇴(隱退, retirement)는 퇴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은
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개념으로, 고용상태에 있는 직위에서 물러나 그 직위에 관
련된 역할수행을 중단하게 된 현상을 의미하는데(권중돈, 2011), 김지경(2005)은 은퇴를 경
제활동을 그만 둔 상태로 보고, 일정 연령이 지난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은퇴자로 정의하였으므로, 은퇴란 맡은 바 직책이나 직업에서 물러
나서 일할 의도를 가지지 않고 한가로이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시장에서 떠나 여가
나 취미활동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 언급된 문헌들을 참고로 은퇴는 퇴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며
공식적으로 전임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제3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그리고 은퇴자란 법상 정년나이 60세 이상의 노년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며 고
령자, 노인, 실버 등을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3) 은퇴자마을의 개념과 유사관계
한이철 외(2006)는 은퇴자마을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입주자의 생활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마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기존의 주거, 편의시
설 위주의 실버타운에서 벗어나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인 면을 거주자 삶에 포함시켜야 하며,
은퇴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은퇴자마을을 조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 은퇴시설, 개인의 생활에 걸친 통합분류 지표를 개발하여 5가지 목적으로 분류하
였는데, 주거, 의료 환경 Homefare Life(H), 문화·여가·취미·종교·교육 Outdoor Life(O),
현재 생활의 지속적 유지 Society Life(S), 이주지역에서의 새로운 삶, 교제 Community
Life(C), 소득기회 제공, 경제적 여유 Productivity Life(P)로 나타났었다.
박기우(2015)는 은퇴자마을이란 건강, 경제력 등 정상적 생활이 가능한 은퇴자들의 건강
하고 편안한 노후, 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농어산촌 등의 전원지역에 주거시설 및 관련 편의
시설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복합주거단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층
을 포함한 의료 및 요양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주요 입주대상인 실버타운, 전원에
서의 삶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층이 주요 입주대상인 전원마을과는 다르게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가 및 레저에 관심이 있는 진취적인 가치관을 가진 건강한 고령자가 은퇴자마을의
주요 입주대상이다. 은퇴자마을의 포지셔닝을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으로 나누고 건강상태가
좋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은퇴자마을, 건강상태도 중이고 소득수준도 중이면 전원마을, 건강상
태가 나쁘고 소득수준이 상중하에 모두 걸쳐 있으면 실버타운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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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2009)3)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실버타운의 개발유형을 실버시설의
입지여건에 따라 도시형, 전원형, 도시근교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최윤종(2013)은 도시은퇴
자를 농어촌으로 유치시켜 농어촌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2004년 정부차원에
서 추진 한 전원마을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 한 농촌의 면지
역을 대상으로 인프라 시설을 위한 공사금액의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은퇴자마을은 주거와 의료 환경을 기본으로 문화, 여가, 취미, 교육,
종교 등이 가미 된 복합형 주거단지로 정의 할 수 있다. 은퇴자마을은 이론상, 법상 개념 및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버타
운과 농어산촌지역에 위치하는 전원마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경제적 측면과 입
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립생활형, 도시근교 전원형, 휴양·레저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2. 선행연구
1) 미래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윤복자 외(1999)는 신세대 소비자 대학생의 주거와 주거입지환경 선호에 대한 연구를 분
석하였는데 그들은 대도시와 교외 지역에 위치한 최초로 구매한 집을 선호했다. 그리고 대학
생 들은 아름다운 집을 녹색 지역, 프라이버시, 잘 계획된 집, 개성, 경제성, 그리고 건강한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일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김지현 외(2007)는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만족도, 미래주거환경 선호도에 관한 연
구에서 대학생들은 주거만족도(주택설비)와 미래 주거선호도(환경설비, 자연경관)와의 상관관
계가 가장 많았다.
<표 1> 미래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제목

연구이론

연구내용

윤복자,박남희
진미윤(1999)

신세대 소비자 대학생의
주거와 주거입지환경
선호에 대한 연구

Morris & Winter
(1978)의 주거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개념

대도시와 교외 지역에 위치, 녹색
지역, 프라이버시, 잘 계획된 집,
개성, 경제성, 건강한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일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것을 중요

김지현,곽경숙
(2007)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Morris & Winter
대학생들은 주거만족도(주택설비)와
주거만족도, 미래주거환경 (1977)의 주거에 관한
미래 주거선호도(환경설비,
선호도에 관한 연구
미래지향적인 개념
자연경관)와 관계가 가장 많음

3) 〈표2-9〉실버타운의 유형,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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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신세대, 대학생의 주거기대와 주거선호를 통하여 주거에 대한 미래지향적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orris & Winter(1978)의 이론을 바탕으로 수도권 거주 은퇴예정자를 주
거이동과 은퇴자마을 선택에 따라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고 은퇴예정자 유형별로 미래 주거
환경기대와 은퇴자마을 선호요인에 따른 특성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은퇴자마을 수요특성
권경숙(2007)은 수도권 거주 40대~60대를 대상으로 은퇴자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한 결과, 입지여건은 강이나 계곡 인근지역, 시행주체는 시,군 및 공기업이 주도적으
로 하는 것을 선호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주 수입원은 연금이 가장 많았으며 도시와 거리는
자동차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커뮤니티의 클럽하우스 기능은 의료서비
스가 가장 높았으며 입주자의 주변여건은 좋은 이웃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종합병원 및 쇼핑
센터와의 근접성과 쾌적한 환경관리유지가 동등하게 조사되었다.
송기춘(2009)은 수도권 40~60대 중장년층 대상으로 은퇴자 주거단지의 선호 속성에 관
한 조사·분석결과, 첫째, 은퇴자 주거의 중요사항은 의료서비스의 제공, 사용료, 초기입주비,
운영회사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퇴자 주거단지의 입주의사에 대해
서 대부분 입주의사는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셋째, 도시에서 약 30
분～1시간 이내의 거리, 1억원 미만의 자금으로 월관리비 및 생활비 50～100 만원 선호했다.
넷째, 은퇴자 주거단지의 적정가격은 2억원으로 좋은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은
퇴자 주거단지는 3억원으로 나타났다.
문만길(2017)은 전국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는데 수요자 중심의
은퇴자 주거단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예비 은퇴자들이 입주시 선호하는 요인이 무엇
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은퇴자의 주거단지의 중요사항으로는 경제성 측면에서 관심이
높았는데 사용료, 재산적 투자 가치, 운영회사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둘째, 운
영 프로그램의 미흡, 교통 및 생활의 불편함, 경제적 이유 순으로 입주를 주저하는 순으로 나
타났다. 셋째, 은퇴자마을의 입주시기는 모든 자녀의 분가 이후로 도시에서 약 30분 ~1시간
이내 거리 1~2억원 미만의 자금으로 월관리비 및 생활비가 50만원~100만원으로 다양한 프
로그램을 즐기기 원했다. 그리고 베이비붐세대가 급증하고 향후 30~40년은 더 생활해야 하
는 상황에서 그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시기에 맞는 주택공급정책은 정부
또는 민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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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은퇴자마을 수요특성 및 개발방향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권경숙
(2007)

연구제목

은퇴자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주거단지 사전
수요조사 연구

연구대상

연구내용

- 입지여건은 강이나 계곡 인근지역, 시행주체는 시,군 및 공기
업 선호
- 은퇴 후 예상되는 주 수입원은 연금, 도시와 거리는 자동차로
수도권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가장 많음
40대~60대 - 커뮤니티의 클럽하우스 기능은 의료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입
주자의 주변여건은 좋은 이웃 선호
- 종합병원 및 쇼핑센터와의 근접성과 쾌적한 환경관리유지가 동
등하게 선호

송기춘
(2009)

- 은퇴자 주거의 중요사항은 의료서비스의 제공, 사용료, 초기입
주비, 운영회사의 신뢰가 가장 중요함
- 은퇴자 주거단지의 입주의사에 대해서 대부분 입주의사는 있으
은퇴자 주거단지의
수도권
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렵다고 함
선호속성에 관한
40대~60대 - 도시에서 약 30분~1시간 이내의 거리, 1억원 미만의 자금으로
연구
월관리비 및 생활비 50～100만원 선호
- 은퇴자 주거단지의 적정가격은 2억원으로 좋은 시설과 운영프
로그램이 잘 갖춰진 주거단지는 3억원

문만길
(2017)

- 은퇴자의 주거단지는 경제성 측면에서 관심이 높았는데 사용
료, 재산적 투자 가치, 운영회사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김
- 운영 프로그램의 미흡, 교통 및 생활의 불편함, 경제적 이유 순
으로 입주를 주저하는 순
전국 40세
- 은퇴자마을의 입주시기는 모든 자녀의 분가 이후로 도시에서
이상
약 30분 ~1시간 이내 거리 1~2억원 미만의 자금으로 월관리
중장년층
비 및 생활비가 50만원~100만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
기 원함
- 베이비붐세대 은퇴시기에 맞는 주택공급정책은 정부 또는 민간
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은퇴자마을
개발에 관한 연구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 등의 신세대층,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베이비붐세대 등 연구대상
자를 층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현재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감안하여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베이비붐세대와 먼 미래의 신세대층를 제외하고 현대 사회의 중심
축인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은퇴예정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는 첫째, 권경숙(2007), 송기춘(2009)은 수요자를 세분화하지
않고 40대~60대 수요자 특성에 따라 평균적으로 나열하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은퇴예정
자를 은퇴 후 주거이전계획과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라는 주거의사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
별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함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은퇴자마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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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반적인 선호요인과는 달리 은퇴 후 주거선호도라는 하드웨어적 개념과 은퇴자마을 선호
요인이라는 소프트적 개념차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주거이전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
과 구체적 상품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셋째, 유형별로 특성 차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은퇴자마을 개발 및 공급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발주체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은
퇴자마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하기 위함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수도권 거주 45세부터 64세까지의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주거이전계획 과 은퇴
자마을 거주의향에 대해 알아보고 Morris & Winter(1978)의 주거의사이론을 토대로 은퇴자
마을 선호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은퇴 후 주거기대와 은퇴자마을 선호라는 미시적인 개념
을 사용하여 유형별 차이를 연구한다. 이에 [그림 1]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주거의
사에 따른 유형별 차이, 즉 일반적 특성(인구사회, 주거, 경제특성), 은퇴 후 주거선호도, 은퇴
자마을 선호요인의 차이를 분석과제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

주거의사유형

유형분류

실증분석

[1유형]은퇴자마을 부정형
(이전 NO, 거주NO)
주거이전계획
[2유형]은퇴자마을결정형
(이전 YES, 거주YES)

은퇴예정자
(45-64세)
은퇴자마을
거주의향

[3유형]은퇴자마을기대형
(이전 NO, 거주YES)
[4유형]은퇴자마을무관심
(이전 YES, 거주NO)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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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 모집단은 서울시와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5세부터 64세까지
의 남녀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2017년 한국 갤럽을 통하여 840명
으로부터 받은 설문내용을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가족 생애주기 연령을 기준으로 가족수축
기(45세~64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 한 이유는 은퇴자마을에 대한 새로
운 주요 고객이 될 은퇴예정자는 우리나라가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고령
인구의 핵심적인 구성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제2의 인생가치 실현을 위
한 터전으로서의 은퇴자마을 거주에 대한 핵심 타겟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45세~64세의 남여를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까
지 5년 단위로 계층화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주요항목 및 구성요인은 최승호(2009), 이승권(2011), 신한호(2015), 김대성
(2017)의 선행연구에 의거, 인구사회적 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을 포함한 일반적특성 항
목과 은퇴 후 주거생활 니즈 및 은퇴자마을 주거환경 니즈를 위한 항목을 <표 3>과 같이 구성
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정하고 보완 하였다.
본 연구는 이전과 거주, 선호와 비선호를 구분하고 은퇴 후 주거선택 요인과 은퇴자마을
선호요인의 타당성과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은퇴 후 주거생활 니즈 및 은퇴자마을 주
거환경 니즈를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이는 또한, 이한나 외(2018)의 연구에서 주거환경을 구
성하는 주거선택요인은 물리적 환경, 사회·심리적 환경, 조직적 환경, 개인적 특성, 경제적 환
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은퇴자마을에 대한 선호도 및 수요를 설문하는 것
으로 사회·심리적 환경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표 3> 설문의 구성항목
항목

요인

관련 선행연구

성, 지역, 연령, 직업, 학력, 가족구성

최승호(2009), 이승권(2011)
신한호(2015), 김대성(2017)

주거특성

주택 거주유형, 주택 거주면적, 주택 거주점유형태

최승호(2009), 이승권(2011)
신한호(2015), 김대성(2017)

경제특성

월평균 수입액, 월평균 지출액, 순자산규모

최승호(2009), 이승권(2011)
신한호(2015), 김대성(2017)

은퇴후 주거생활

은퇴 후 주거생활양식, 주거이전의사, 주거지역선택요인 등

최승호(2009),이승권(2011)

은퇴자마을
주거환경

은퇴자마을 이미지, 은퇴자마을 거주의사, 은퇴자마을 선호
요인 등

최승호(2009),이승권(2011)

인구사회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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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지역적 분포는 <표 4>와 같다. 총 840명 중 남자는 498명
(59.3%), 여자는 342명(40.7%)으로 남자가 여자 보다 18.6%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55~59세가 312명(37.1%)으로 가장 많고, 45~49세 249명(29.6%), 50~54세 159명
(18.9%), 60~64세 120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서울 거주자가 496명(59%)으로
경기도 거주자 344명(41%)보다 18.0% 높았다.
<표 4>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
별
(N=840)

남자

498

59.3

여자

342

40.7

45~49세

249

29.6

50~54세

159

18.9

55~59세

312

37.1

60~64세

120

14.3

서울

496

59.0

경기

344

41.0

연
령
(N=840)

거주지역
(N=840)

분석방법은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SPSS 22 통계프로그램 패키지 이용하여 실증적으
로 검증한다. 통계적 분석은 주거의사에 따라 구분 된 유형을 교차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빈도분석, 교차 분석, 아노바 분석을 통하여 유형별로 일반적 특성, 은퇴 후 주거선
호도, 은퇴자마을 선호요인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주거의사에 따른 은퇴예정자의 유형분류
은퇴예정자의 주거의사유형별로 수요측면에서의 일반적 특성과 공급측면에서 수요자 특
성에 맞는 상품개발을 추정하고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을 기준으로 <표 5>와 같이 주거의사 유
형을 명명하였다. 1유형은 수요측면에서 주거이전의사도 소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은퇴
자마을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개발 및 공급자측면에서는 수요창출형 맞춤상품시장으로 ‘은퇴
자마을 부정형’으로 명명한다. 2유형은 수요측면에서 주거이전의사도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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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은퇴자마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므로 개발 및 공급자측면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시장으로 ‘은퇴자마을 결정형‘으로 명명한다. 3유형은 수요측면에서 주거
이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은퇴자마을에 대하여 긍정적이나 개발 및 공
급자 측면에서는 원인을 치유하고 맞춤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는 유형으로 ‘은퇴자마을 기대형’
으로 명명한다. 4유형은 수요측면에서 주거이전의사도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은퇴자
마을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나 개발 및 공급자측면에서는 원인규명 및 상품개발시장으로 ‘은
퇴자마을 무관심형’으로 명명한다.
<표 5> 수요/공급 특성 및 유형분류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주거의사

은퇴 후
주거이전의사도 없고,
은퇴자마을 거주의사
도 없는 집단

수요자

이전계획 소극 인식
은퇴자마을 부정적

이전계획 적극 인식
은퇴자마을 긍정적

이전계획 소극 인식
은퇴자마을 긍정적

이전주계획 적극 인식
은퇴자마을 부정적

공급자

수요창출/맞춤상품

최우선 상품개발

원인치유/상품개발

원인규명/상품개발

유형명

은퇴자마을 부정형

은퇴자마을 결정형

은퇴자마을 기대형

은퇴자마을 무관심형

은퇴 후
은퇴 후
은퇴 후
주거이전의사가
주거이전의사가 있고, 주거이전의사가 없으
은퇴자마을 거주의사 나, 은퇴자 마을이라면 있으나, 은퇴자 마을
도 있는 집단
거주 의사가 있는 집단 거주의사가 없는 집단

또한 은퇴예정자가 은퇴 후 주거이전계획 의사와 은퇴자마을 거주의향 여부에 대해 실질
적인 유형분류와 유형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교차분석를 실시하였다. 주거의사유형에 따른 은
퇴 후 주거이전계획, 은퇴자마을 거주의향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그 결과 두 변수 모두(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
었다.
은퇴예정자가 은퇴 후 주거이전계획 의사와 은퇴자마을 거주의향 여부에 따라 교차분석을
통하여 은퇴 후 주거이전의사도 없고, 은퇴자마을 거주의사도 없는 1유형, 은퇴자마을 부정형
204명(이전계획 2, 거주의향 2), 은퇴 후 주거이전의사가 있고, 은퇴자마을 거주의사도 있는
2 유형, 은퇴자마을 결정형 243명(이전계획 1, 거주의향 1), 은퇴 후 주거이동의사가 없으나,
은퇴자마을이라면 거주의사가 있는 3유형, 은퇴자마을 기대형 104명(이전계획 2, 거주의향
1), 은퇴 후 주거이전의사가 있으나, 은퇴자마을 거주의사가 없는 4 유형, 은퇴자마을 무관심
형 289명(이전계획 1, 거주의향 2)으로 분류되어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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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은퇴 후 주거이전계획과 은퇴자마을 거주의향과의 Chi-Square(N=840)
은퇴자마을 거주의향(Q11)

구분

은퇴 후
주거이전계획
(Q3)

1(있다)

2(없다)

계

1(있다)

2.은퇴자마을 결정형
243명(70.0%)

4.은퇴자마을 무관심형
289명(58.6%)

532명
(63.3%)

2(없다)

3.은퇴자마을 기대형
104명(30.0%)

1.은퇴자마을 부정형
204명(41.4%)

308명
(36.7%)

계

347명

493명

840명

2

x

비고

있다=1
없다=2

11.414a***

*** p<0.001, ** p<0.01 , * p<0.05

2. 유형별 은퇴예정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거특성
은퇴예정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주거특성에 대하여 빈도분석 및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
과,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소득(p〈.05), 순자산규모(p〈.05)에서 유의
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직업은 화이트칼라가 54%로 가장 많고 전업주부 19.9%, 자영업
19.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80.6%, 가족수는 4인 가족 46.3%, 3인 가족
27.6%로 3~4인 가족이 73.9%를 차지했다. 거주하고 있는 주거특성에 따라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71.4%, 전세 18.3%로 타났으며 주택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이 68.8%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규모는 86㎡~120㎡(약 27평~36평) 45.2%, 61㎡~85㎡(약 18평~26평) 27.1%순으로 나
타났다. 특히, 월평균소득 600만원 이상이 33.9%, 500만원~599만원이 19.2%로 500만원
이상이 53.1%나 되었으며 순자산규모는 3억원 ~ 5억원 미만 구간이 24.3%, 1~3억미만,
5~10억미만이 각각 22.0%로 나타났다.
1유형 은퇴자마을 부정형은 월평균소득 600만원으로 고소득자가 많으나 순자산규모는 1
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2유형 은퇴자마을 결정형은 월평균소득 600만원으로 고소득자가
많으며 순자산규모도 5억~10억 미만으로 가장 많았다. 3유형 은퇴자마을 기대형은 월평균소
득 400~599만원으로 순자산규모는 1억~3억원 미만이 많았다. 4유형 은퇴자마을 무관심형
은 월평균소득 600만원으로 고소득자가 많으며 순자산규모는 3억원~5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5억원~10억원 미만이 많았다.
종합적으로 현재 월평균소득과 순자산규모 측면에서 1유형인 은퇴자마을 부정형, 3유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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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유형별 인구사회적 특성 및 주거특성과의 Chi-Square(N=840, 빈도 : %)
[1유형]
은퇴자마을
부정형
(n=204)

[2유형]은
퇴자마을
결정형
(n=243)

[3유형]은
퇴자마을
기대형
(n=104)

[4유형]
은퇴자마을
무관심형
(n=289)

총계

자영업

13.2%

12.8%

16.3%

19.4%

15.6%

블루칼라

11.3%

10.3%

9.6%

10.4%

10.5%

화이트칼라

54.4%

57.6%

45.2%

54.0%

54.0%

전업주부/기타

21.1%

19.3%

28.8%

16.3%

19.9%

고졸이하

19.1%

20.6%

24.0%

17.0%

19.4%

대졸이상

80.9%

79.4%

76.0%

83.0%

80.6%

1인

6.4%

5.3%

2.9%

5.5%

5.4%

2인

9.8%

15.2%

17.3%

14.5%

13.9%

3인

28.4%

26.7%

30.8%

26.6%

27.6%

4인

45.1%

46.9%

46.2%

46.7%

46.3%

5인 이상

10.3%

5.8%

2.9%

6.6%

6.8%

단독주택

7.8%

8.6%

13.5%

9.7%

9.4%

다세대/다가구

9.3%

15.6%

6.7%

12.5%

11.9%

연립주택

6.9%

8.2%

11.5%

8.7%

8.5%

아파트/주상복합

75.0%

65.8%

67.3%

67.5%

68.8%

오피스텔

0.5%

1.2%

1.0%

1.7%

1.2%

기타

0.5%

0.4%

0.0%

0.0%

0.2%

60㎡(18평) 미만

14.2%

9.5%

14.4%

10.4%

11.5%

61㎡~85㎡
(18평~26평)

22.1%

27.2%

33.7%

28.4%

27.1%

86㎡~120㎡
(27평~36평)

42.2%

48.1%

43.3%

45.7%

45.2%

121㎡(37평) 이상

21.6%

15.2%

8.7%

15.6%

16.1%

자가

75.0%

70.4%

69.2%

70.6%

71.4%

전세

14.2%

20.6%

23.1%

17.6%

18.3%

월세

10.8%

9.1%

7.7%

11.8%

10.2%

300만원 미만

17.2%

15.2%

16.3%

12.8%

15.0%

300∼399만원

14.7%

11.9%

19.2%

16.6%

15.1%

400∼499만원

18.1%

13.2%

23.1%

16.6%

16.8%

500∼599만원

16.7%

24.7%

23.1%

14.9%

19.2%

600만원 이상

33.3%

35.0%

18.3%

39.1%

33.9%

구분

직
업

학
력

가족수

주택
유형

주택
규모

주택점
유형태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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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p

13.256a

.151

2.761a

.430

12.421a

.412

15.681a

.404

15.518a

.078

6.114a

.411

27.543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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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은퇴자마을
부정형
(n=204)

[2유형]은
퇴자마을
결정형
(n=243)

[3유형]은
퇴자마을
기대형
(n=104)

[4유형]
은퇴자마을
무관심형
(n=289)

총계

1억원 미만

28.4%

14.4%

25.0%

16.6%

19.9%

1~3억원 미만

20.6%

24.7%

27.9%

18.7%

22.0%

3~5억원 미만

24.5%

21.0%

23.1%

27.3%

24.3%

5~10억원 미만

15.2%

29.2%

13.5%

23.9%

22.0%

10억원 이상

11.3%

10.7%

10.6%

13.5%

11.8%

구분

순자산
규모

x2

p

35.493

.000

은퇴자마을 기대형에 비해 2유형인 은퇴자마을 결정형, 4유형인 은퇴자마을 무관심형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2) 경제적 특성
은퇴 후 예상소득금액과 소득구성비율, 은퇴 후 예상지출액과 지출구성비율에 대해 일원
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월평균 예상소득금액과 금융소득 비
율, 월평균 예상지출금액 중에서 의료비 비율, 여가활동비 비율이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
다. 은퇴 후 월평균 예상소득액은 242.58만원으로 연금소득 53.31%, 금융소득 21.46%, 기
타소득 14.58%, 임대소득 10.65% 비율로 나타났다. 월평균 예상지출액은 205.68만원으로
예상식비 29.53%, 예상의료비 20.42%, 예상주거비 20.12%, 예상여가활동비 20.12%, 기타
10.93%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1유형 은퇴자마을 부정형은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평균예상소득
(222.8만원)중에서 예상금융소득비율(19.39%)이 2유형 은퇴자마을 결정형(25.7%)보다 낮았
다. 월평균지출액에서 예상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20.2%)이 3유형 은퇴자마을 기대형
(23.16%) 보다 낮았다. 2유형 은퇴자마을 결정형은 사후검정인 Scheffe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평균예상소득(252.5만원)중에서 예상금융소득비율(27.50%)이 가장 높았고 월평균지출액에
서 예상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19.18%)이 3유형 은퇴자마을 기대형(23.16%)보다 낮은 반면
에 예상여가활동비율(19.65%)은 높았다. 3유형 은퇴자마을 기대형은 사후검정인 Scheffe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월평균예상소득(199.32만원)이 4유형 은퇴자마을 무관심형(263.67만원)
에 비해 가장 낮았고 월평균지출액에서 예상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23.16%)이 1.유형 은퇴
자마을 부정형(20.20%), 2유형 은퇴자마을 결정형(19.18%) 보다 높았고 예상여가활동비율
(16.07%)은 2유형 은퇴자마을 결정형(19.65%), 4유형 은퇴자마을 무관심형(19.61%)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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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4유형 은퇴자마을 무관심형은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평균예상소득
(263.67만원)이 가장 높고 예상금융소득비율(18.88%)은 2유형 은퇴자마을 결정형(25.70%)보
다 낮았고 월평균지출액에서 예상여가활동비율(19.61%)은 3유형 은퇴자마을 기대형(16.07%)
보다 높았다.
종합적으로 은퇴 후 월평균예상소득은 4유형인 은퇴자마을 무관심형이 가장 높고 3유형
인 은퇴자마을 기대형이 가장 낮았으며 예상소득 중 금융소득비율에서 2유형인 은퇴자마을
결정형이 가장 높았고 예상지출액 중 의료비지출비율은 3유형인 은퇴자마을 기대형이 여가활
동비비율은 2,4.유형인 은퇴자마을 결정형, 무관심형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 유형별 경제적 특성과의 아노바분석 (N=840)
[1유형]
은퇴자마을
부정형
(n=204)

[2유형]은
퇴자마을
결정형
(n=243)

[3유형]은
퇴자마을
기대형
(n=104)

[4유형]
은퇴자마을
무관심형
(n=289)

총계
(n=840)

평균

222.85

252.59

199.32

263.67

242.58

표준편차

112.15

140.29

112.27

279.35

193.53

평균

53.01

49.49

56.43

55.61

53.31

표준오차

31.69

29.35

31.67

30.76

30.77

평균

9.80

12.14

12.41

9.35

10.65

표준오차

19.79

18.48

20.13

17.27

18.63

평균

19.39

27.50

18.61

18.88

21.46

표준오차

22.65

25.44

21.75

20.90

23.10

구분

월평균예
상소득액
예상연금
소득비율
예상임대
소득비율
예상금융
소득비율
예상기타
소득비율

평균

17.79

10.87

12.55

16.17

14.58

표준오차

28.68

18.74

23.53

26.22

24.74

월평균예
상지출액

평균

203.63

212.47

181.43

210.13

205.68

표준오차

91.11

102.19

84.11

160.23

121.67

평균

20.75

21.15

19.18

19.14

20.12

표준오차

11.57

12.75

11.26

11.72

11.95

평균

28.97

29.87

32.12

28.70

29.53

표준오차

11.92

12.17

12.94

11.60

12.04

평균

20.20

19.18

23.16

20.62

20.42

표준오차

9.23

8.38

11.00

9.95

9.54

평균

18.91

19.65

16.07

19.61

19.01

표준오차

9.81

10.57

8.19

10.78

10.24

평균

11.18

10.15

9.47

11.93

10.93

표준오차

11.32

9.27

8.97

11.91

10.73

예상주거
비비율
예상식비
비율
예상의료
비비율
예상여가
활동비율
예상기타
비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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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

사후
검정

3.798 .010

3〈4

2.157 .092

-

1.440 .230

-

8.004 .000

1,3,4
〈2

3.626 .013

-

1.782 .149

-

1.660 .174

-

2.274 .079

-

4.372 .005

1,2〈3

3.541 .014

3〈2,4

1.946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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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주거 선호도 및 은퇴자마을 선호요인
1) 은퇴 후 주거 선호도
은퇴예정자의 은퇴 후 주거 선호도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과 같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노후생활 계획/준비(p〈.05), 선호 주거생활양식(p〈.05), 선호 거주지역(p
〈.05), 선호 거주형태(p〈.05), 선호 주택유형(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나 계획은 보통수준이 38.6%, 거의 준비되지 않았음 28.2%,
어느 정도 준비되었음 19.5%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선호 주거생활양식에서는 전원생활과
도시생활 병행이 35.2%, 도시적생활 32.0%, 전원생활 28.5%순으로 나타났다. 선호 거주지역
<표 9> 유형별 은퇴 후 주거 선호도와의 Chi-Square (N=840, 빈도: %)
[1유형]
[2유형]은퇴 [3유형]은퇴
[4유형]
은퇴자마을
자마을
자마을
은퇴자마을
부정형
결정형
기대형
무관심형
(n=204)
(n=243)
(n=104)
(n=289)

구분

노후
생활
계획/
준비
(Q8)

선호
주거
생활
양식
(Q1)

선호
거주
지역
(Q2)

총계
(n=840)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

15.7%

11.5%

15.4%

8.7%

12.0%

거의 준비되지
않았음

29.9%

25.9%

42.3%

23.9%

28.2%

보통

40.7%

35.4%

29.8%

42.9%

38.6%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음

12.3%

24.7%

12.5%

22.8%

19.5%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

1.5%

2.5%

0.0%

1.7%

1.7%

도시적생활

50.5%

17.3%

35.6%

30.1%

32.0%

전원생활

16.2%

35.0%

26.9%

32.2%

28.5%

일정기간전원생
활후도시생활

4.4%

3.3%

2.9%

2.4%

3.2%

전원생활과
도시생활병행

25.0%

44.4%

33.7%

35.3%

35.2%

모름

3.9%

0.0%

1.0%

0.0%

1.1%

서울

37.3%

17.3%

22.1%

25.3%

25.5%

경기

35.8%

32.5%

41.3%

32.5%

34.4%

강원

5.9%

11.9%

11.5%

9.7%

9.6%

제주

10.3%

16.9%

7.7%

10.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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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6.122

.000

89.572

.000

72.706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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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2유형]은퇴 [3유형]은퇴
[4유형]
은퇴자마을
자마을
자마을
은퇴자마을
부정형
결정형
기대형
무관심형
(n=204)
(n=243)
(n=104)
(n=289)

구분

선호
거주
형태
(Q6)

선호
주택
유형
(Q7)

총계
(n=840)

자가

81.9%

78.2%

71.2%

84.8%

80.5%

민간임대주택

3.9%

1.6%

3.8%

3.1%

3.0%

공공임대주택

11.8%

14.4%

14.4%

9.0%

11.9%

실버타운

1.5%

4.9%

9.6%

2.4%

3.8%

기타

1.0%

0.8%

1.0%

0.7%

0.8%

단독주택

37.7%

62.1%

51.9%

53.6%

52.0%

아파트

54.9%

25.5%

32.7%

38.1%

37.9%

연립주택

5.9%

7.0%

13.5%

5.2%

6.9%

상가주택

0.5%

0.8%

1.0%

0.7%

0.7%

오피스텔

0.5%

1.2%

1.0%

1.4%

1.1%

기타

0.5%

3.3%

0.0%

1.0%

1.4%

x2

p

22.766

.030

57.319

.000

은 경기(34.4%), 서울(25.5%), 제주(11.8%), 강원(9.6%)순으로 타났으며 선호 거주형태 자가
(80.5%), 공공임대(11.9%), 실버타운(3.8%), 민간임대(3.0%)순으로 나타났다. 선호 주택유형
은 단독주택(52.0%), 아파트(37.9%), 연립주택(6.9%)순 이었다.
1유형 은퇴자마을 부정형은 은퇴 후 노후생활 계획/준비는 보통, 주거양식은 도시적생활,
거주지역은 서울, 거주형태는 자가, 주택유형은 아파트를 선호하였다. 2유형 은퇴자마을 결정
형은 은퇴 후 노후생활 계획/준비는 보통, 주거양식은 전원생활과 도시생활 병행, 거주지역은
경기도, 거주형태는 자가, 단독주택을 선호하였다. 3유형 은퇴자마을 기대형은 은퇴 후 노후
생활 계획/준비는 거의 준비되지 않았고 주거양식은 도시적생활, 거주지역은 경기도, 거주형
태는 자가, 단독주택을 선호하였다. 4유형 은퇴자마을 무관심형은 은퇴 후 노후생활 계획/준
비는 보통, 주거양식은 전원생활과 도시생활 병행, 거주지역은 경기도, 거주형태는 자가, 단
독주택을 선호하였다.
종합적으로 은퇴 후 노후생활 계획/준비는 3유형인 은퇴자마을 기대형이 거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주거양식이 도시적 생활은 1,3유형인 은퇴자마을 부정형, 기대형이 전원생활과 도시생
활 병행은 2,4유형인 은퇴자마을 결정형, 무관심형이 높게 나타났다. 1유형인 은퇴자마을 부정
형의 거주지역은 서울, 주택유형은 아파트을 2,3,4유형인 은퇴자마을 결정형, 기대형, 무관심형
은 경기도, 단독주택을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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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퇴자마을 입지조건 및 선호요인
은퇴자마을 입지조건 및 선호요인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은퇴자마을내 시설 중요도(p〈.05), 은퇴자마을 제공 서비스프로그램 중
요도(p〈.05), 은퇴자마을과 수도권과의 교통시간(p〈.05), 은퇴자마을 거주시 근로활동 선호유
형(p〈.05)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은퇴자마을 입지조건 중요도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35.5%), 은퇴자마을 내 시설
중요도는 의료시설(53.0%), 은퇴자마을 제공 서비스프로그램 중요도는 취미, 동호회 활동지
원서비스(29.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은퇴자마을 입지조건 평가도에서 수도권과의 거리는
30㎞(39%), 수도권과의 적정 교통시간은 1시간(52.7%), 선호 자연환경은 인근에 강, 호수 등
물이 있는 곳(42.3%)으로 나타났다. 은퇴자마을 선호유형은 도시근교전원형(60.1%), 은퇴자
마을 거주시 선호 근로활동은 교육, 컨설팅등 서비스업(37.0%)으로 나타났다.
1유형 은퇴자마을 부정형은 의료시설(49.5%), 취미, 동호회 활동 지원 서비스(30.4%), 수
도권과의 1시간이내 거리(55.9%), 교육, 컨설팅등 서비스업(42.6%)이 높게 나타났다. 2유형
은퇴자마을 결정형은 의료시설(50.6%),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서비스(28.4%), 수도권과의 1
시간이내 거리(54.7%), 작물재배, 농장, 축산 등 농축산업(42.6%)이 높게 나타났다. 3유형 은
퇴자마을 기대형은 의료시설(62.5%), 식사, 청소 등 가사 지원 서비스(37.5%), 수도권과의
1시간이내 거리(51.06%), 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업(40.4%)이 높게 나타났다. 4유형 은퇴자
마을 무관심형은 의료시설(54.0%), 취미, 동호회 활동 지원 서비스(33.2%), 수도권과의 1시
간이내 거리(49.5%), 작물재배, 농장, 축산등 농축산업(35.6%)이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의료시설, 수도권과의 1시간이내 거리는 모든 유형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식사, 청소 등 가사 지원 서비스는 3유형인 은퇴자마을 기대형, 취미, 동호회 활동 지원
서비스는 1,2,4유형인 은퇴자마을 부정형, 결정형, 무관심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업은 1, 3유형인 은퇴자마을 부정형, 기대형에서 작물재배, 농장, 축산 등 농축산업
은 2,4유형인 은퇴자마을 결정형, 무관심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0> 은퇴자마을 입지조건 및 선호요인과의 Chi-Square (N=840, 빈도: %)

구분

은퇴자마을입
지조건중요도
(Q14)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1유형]
[2유형]은
은퇴자마을 퇴자마을
부정형
결정형
(n=204) (n=243)
29.9%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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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형]은
퇴자마을
기대형
(n=104)
33.7%

[4유형]
은퇴자마을 총계
무관심형 (n=840)
(n=289)
35.3%

x2

p

35.5% 15.387a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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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2유형]은
은퇴자마을 퇴자마을
부정형
결정형
(n=204) (n=243)

구분

은퇴자마을
시설중요도
(Q15)

은퇴자마을제
공서비스프로
그램중요도
(Q16)

수도
권과
의
적정
거리
은퇴
자마
을
입지
조건

수도
권과
적정
교통
시간
선호
자연
환경

[3유형]은
퇴자마을
기대형
(n=104)

[4유형]
은퇴자마을 총계
무관심형 (n=840)
(n=289)

대도시(수도권)와
거리 및 접근성

13.7%

10.7%

12.5%

16.6%

13.7%

의료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33.3%

32.9%

36.5%

30.8%

32.7%

쇼핑, 문화시설 등
편의시설과 거리 및
접근성

9.8%

4.1%

5.8%

7.6%

6.9%

일자리 등 소득
활동이 가능한 곳

13.2%

11.1%

11.5%

9.7%

11.2%

의료시설

49.5%

50.6%

62.5%

54.0%

53.0%

운동 및 스포츠 시설

11.3%

10.3%

6.7%

10.4%

10.1%

레져, 휴양 시설

12.7%

9.9%

5.8%

10.0%

10.1%

문화, 오락시설

12.7%

8.2%

8.7%

8.3%

9.4%

쇼핑시설

6.4%

2.5%

1.9%

2.4%

3.3%

텃밭 등 농장시설

7.4%

18.5%

14.4%

14.9%

14.0%

식사,청소등
가사지원서비스

27.9%

27.2%

37.5%

25.6%

28.1%

취미, 동호회 활동
지원서비스

30.4%

28.4%

23.1%

33.2%

29.9%

지역주민과의 교류
활동 지원서비스

13.7%

24.3%

17.3%

17.3%

18.5%

일자리, 창업 지원서비스

27.9%

20.2%

22.1%

23.9%

23.6%

10㎞ 이내

24.5%

13.6%

24.0%

20.8%

20.0%

x2

p

28.248a .020

17.052a .048

30㎞ 이내

39.2%

38.7%

34.6%

40.8%

39.0%

50㎞ 이내

15.2%

26.3%

20.2%

17.6%

19.9% 20.120a .065

100㎞ 이내

5.9%

9.5%

7.7%

6.6%

7.4%

거리상관 없음

15.2%

11.9%

13.5%

14.2%

13.7%

30분이내

19.1%

16.5%

23.1%

26.3%

21.3%

1시간 이내

55.9%

54.7%

51.0%

49.5%

52.7%

2시간 이내

13.2%

20.2%

16.3%

16.6%

16.8% 27.768a .006

3시간 이내

0.0%

0.4%

3.8%

1.0%

1.0%

시간 상관 없음

11.8%

8.2%

5.8%

6.6%

8.2%

수려한 산으로 둘려
쌓인 곳

33.3%

34.6%

45.2%

35.3%

35.8%

인근에 강, 호수 등
물이 있는 곳

44.6%

43.2%

36.5%

41.9%

42.3%

13.260a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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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2유형]은
은퇴자마을 퇴자마을
부정형
결정형
(n=204) (n=243)

구분

은퇴자마을
선호유형

[3유형]은
퇴자마을
기대형
(n=104)

[4유형]
은퇴자마을 총계
무관심형 (n=840)
(n=289)

바다와 인접한 곳

8.3%

11.9%

4.8%

9.0%

9.2%

인근에 목장이나 농장
등이 있는 곳

10.8%

9.9%

11.5%

11.4%

10.8%

기타

2.9%

.4%

1.9%

2.4%

1.9%

휴양레저형

18.6%

24.3%

18.3%

19.7%

20.6%

자립생활형

16.2%

21.0%

26.0%

17.6%

19.3%

도시근교전원형

65.2%

54.7%

55.8%

62.6%

60.1%

농축산업
(작물재배,농장,축산등)

30.4%

40.7%

25.0%

35.6%

34.5%

유통업
(농산물 유통 등)

7.8%

10.3%

11.5%

14.2%

11.2%

17.6%

13.6%

21.2%

14.2%

15.7%

서비스업
(교육, 컨설팅 등)

42.6%

35.0%

40.4%

33.6%

37.0%

기타

1.5%

.4%

1.9%

2.4%

1.5%

은퇴자마을
제조업
거주시 선호
(농산물,곤충등 가공품
근로활동
생산)

x2

p

9.236a

.161

21.517a .043

4. 유형별 종합 프로파일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작성한 은퇴자예정자의 은퇴자마을 선호 프로파일은 <표 11>과 같다.
<표 11> 유형별 은퇴 후 주거 선호도와 은퇴자마을 선호요인 프로파일

구

인구사회적
특성

분

[1유형]
은퇴자마을
부정형
(n=204)

[2유형]
은퇴자마을
결정형
(n=243)

[3유형]
은퇴자마을
기대형
(n=104)

[4유형]
은퇴자마을
무관심형
(n=289)

월평균소득

600만원

600만원

400~559만원

600만원

순자산규모

1억원 미만

5억~10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223만원

253만원

199만원

264만원

낮음

가장 높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가장 높음

-

-

가장 높음

낮음

높음

예상 월평균예상소득액
경제 수입 예상금융소득비율
적
특성 예상 예상의료비비율
지출 예상여가활동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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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은퇴 후
주거선호도

은퇴자마을
선호요인

[1유형]
은퇴자마을
부정형
(n=204)

[2유형]
은퇴자마을
결정형
(n=243)

[3유형]
은퇴자마을
기대형
(n=104)

[4유형]
은퇴자마을
무관심형
(n=289)

노후생활
계획/준비

보통

보통

거의준비되지
않았음

보통

선호주거
생활양식

도시적생활

전원생활+도시생
활병행

도시적생활

전원생활+도시생
활병행

선호거주지역

서울
경기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

선호거주형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자가
공공임대주택

자가
공공임대주택

자가
공공임대주택

은퇴자마을
시설 중요도

의료시설
레저,휴양시설

의료시설
텃밭및농장

의료시설
텃밭및농장

의료시설
텃밭및농장

식사,청소등가사
지원

취미,동호회활동
지원

분

은퇴자마을
서비스 프로그램

취미,동호회활동 취미,동호회활동
지원
지원

수도권과의
적정 교통시간

1시간이내
30분이내

1시간이내
2시간이내

1시간이내
30분이내

1시간이내
30분이내

은퇴자마을
거주시
선호 근로활동

서비스업
(교육,컨설팅업)

농축산업
(작물재배,농장,
축산등)

서비스업
(교육,컨설팅업)

농축산업
(작물재배,농장,축
산등)

Ⅴ. 결 론
이 연구는 주거의사이론에 따라 수도권 거주 은퇴예정자(45세~64세)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은퇴후 주거선호도와 은퇴자마을 선호요인의 특성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은퇴자마을을 개발,공급 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예정자를 은퇴후 주거이전계획과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을 Morris & Winter
(1975)의 주거의사이론에 입각하여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은퇴자마을 부정형,
은퇴자마을 결정형, 은퇴자마을 기대형, 은퇴자마을 무관심형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은퇴예정자의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은퇴 후 거주형태는 자가, 은퇴자마을과 수
도권과의 적정 교통시간을 1시간 이내, 은퇴자마을 시설 중요도에서 의료시설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나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자가(분양)주택, 입지와 교통여건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자가주택은 김한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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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은퇴자마을내 의료시설 중요도는 한이철외(2006), 적정교통시간 1시간은 권경숙
(2007), 황민영(2007), 문만길(2017)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은퇴자마을 개발,공
급시 경우 소유관계, 수도권과의 접근성 및 의료시설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주거의사 유형별로 일반적 특성, 은퇴 후 주거 선호도, 은퇴자마을 선호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1유형인 은퇴자마을 부정형은 순자산 규모가 1억원 미만으로 가장 낮고 선호
주거양식으로 서울지역 아파트에서 도시적 생활을 원하는 수요층으로 은퇴 후 주거이전계획
도 없으며 은퇴자마을 거주의향도 없는 자립생활형 수요층이다. 2유형인 은퇴자마을 결정형
은 순자산 규모가 5억 원~10억 원미만으로 가장 높고 은퇴 후 예상수입으로는 금융소득, 예
상지출로는 여가활동비가 가장 높고 은퇴자마을 거주 시 선호 근로활동으로 농·축산업을 선
호하는 것으로 은퇴 후 주거이동의사뿐만 아니라 은퇴자마을 거주의사까지 가지고 있어 매우
유효 수요층이라 할 수 있다. 3유형인 은퇴자마을 기대형은 은퇴 후 주거이전을 원하지 않지
만 은퇴자마을에 대한 거주의향은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은퇴 후 월평균 예상수입이 199만
원으로 4개 주거의사 유형 중 가장 낮으며 예상지출로는 의료비 비중을 가장 높게 생각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은퇴자마을 서비
스프로그램으로 식사, 청소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층으로 경제적 여건 등이 충족
되지 않지만 은퇴자마을을 희망하는 잠재 고객층이다. 4유형인 은퇴자마을 무관심형은 은퇴
후 주거이동의사는 있으나 은퇴자 마을의 거주의사는 없는 집단으로 월평균예상소득이 264
만원으로 가장 높고 여가활동비율이 높으며 전원생활과 도시생활의 병행과 단독주택을 선호
하는 수요층으로 은퇴자마을 거주 시 선호 근로활동으로 농·축산업을 선호하지만 아직까지는
개별 전원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잠재고객층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 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은퇴자마을 개발,공급 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마을 부정형에 속하는 은퇴예정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하여 은퇴 후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으며 기존 주거지인 서울에서의 생활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일자리와 연계한 저렴한 공공임대형 은퇴자마을을 개발,공급하여 은퇴자의 노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퇴자마을 결정형에 속하는 은퇴예정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고객층
으로 은퇴후 지출비용에서 여가활동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발,공급자가 경제
적으로 여유 있고, 여가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은퇴예정자를 타겟으로 한 도
시근교형 은퇴자마을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공급은 민간이 주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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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급하되 수요자 맞춤형 휴양레저 프로그램을 갖춘 테마형 은퇴자마을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은퇴자마을 기대형에 속하는 은퇴예정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하였지만 은
퇴 후 은퇴자마을에 대한 거주의향을 가지고, 은퇴자마을에 대한 기대 및 관심이 높았다. 따
라서 수도권 인근에 은퇴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현재 거주주택의 주
거비용 정도로 부담할 수 있는 질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면 지자체에서는 수도권 거주 은
퇴예정자를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이 될 것이다.
넷째, 은퇴자마을 무관심형에 속하는 은퇴예정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양호하나 은퇴
후 은퇴자마을에 대한 거주의향은 없는 고객층이다. 이들은 기존 은퇴자마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현재의 은퇴자마을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 개발업체들은 휴
양·레저형 은퇴자마을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분양을 통한 자가형태로
공급함으로써 성공적인 은퇴자마을에 대한 기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본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가진다. 연구대상을 서울 및 수도권 거
주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전
국 광역도시권으로 확대하여 상호 비교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성격상 은
퇴자마을의 전반적인 수요에 대한 설문으로 주택규모, 세대수 등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성하기에 미흡한 한계를 가진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은퇴 후 주거이
전의사와 은퇴자마을 선택의사와의 인과구조적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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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투자지원제도의 일반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투자진흥지구를 운영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지원제도를 검토하면서 국내의 경제특구 및 아시아 주요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의 투자지원제도와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투자지원제도 문
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투자지원제도가 적용되는 한국의 경
제특구는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하여 산업용지 가격, 임금수준 등 생산요소 경쟁력이 떨어지
며, 법인세율은 높은 반면 세제감면 인센티브는 낮은 점이 외국인투자 유치의 부진 원인이 되
고 있다.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사전계획이 이행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아시
아 주요국의 특구에 적용되는 투자지원제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세제 및 자금 지
원이 필요하다. 물론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규모별 일괄적인 세제감면 인센티브 적용은 특구
별로 동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과당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투자유치의 협상력이 떨어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특구에 따른 지역별․산업별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지원제도,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Ⅰ. 서 론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2002년 4월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동북아의 중
심도시에 위치한 제주도를 물류와 비즈니스 거점인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고, 2002년 5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 Jeju Development Center)를 설립하여 첨단과학․교육․관광․의료․주택․면세점․미래
분야 등의 개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하고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는 첨단과학(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교육(제주영어교육도시), 관광(신
화역사공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의료(헬스케어타운), 주택(공공임대주택), 면세점(JDC 면세점), 미래
(미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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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제정․시행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였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행정조직과 인사권 및 자치재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교육
자치제도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
권모델을 구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 받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
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여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다. 이는 제주의 지리
적 여건과 산업구조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 제주특자진흥지구에 새로운 산업을 투자하는 내․외국인을 포함한 투자업자에게는 조세감
면 및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국․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
유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제주투자진흥지구 업무매뉴얼, 2017).2)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부터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을
취득하기 위해 한화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여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한시적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되었다(한라일보, 2019. 2. 1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관한 후 선행연구에서 미
처 다루지 못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싱가포르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투자지원제도 검토와
시사점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지원제도의 특수성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
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
산 등재,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으
로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중국․일본의 중심에 있는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로, 제주특별법을 기반으로 하는 차등적 특례가 적용되는 특별자치도로
서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업무매뉴얼, 2017, p.13; 또한 이에 대한 근거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가 있다.
3) 법무부 고시 제2016-214호 참조, 제주도는 당초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이 2018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거주(F-2)자격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5년 경과자에 대
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조례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과세 전환에 대
해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보호 등에 부당하다는 의견
을 제출함에 따라 투자이민자 대표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투자이민을 지원하기 위한 취득
세·재산세 일반과세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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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7년 3월 탄핵정국에 이어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의 경제보복으로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령이 내려지고, 2017년 8월 8.2 부동산 대책4)과
2018년 8월 8.27 부동산 대책5) 및 2018년 9월 9.13 부동산 대책6) 등 주택담보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으로 제주도는 물론 우리나라 전 지역 부동산경기가 침제로 국면으
로 돌아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하여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 지원제도
와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무부 고시에 의거 부동산투자이민제로 인한 조세 감면제
도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제주국제자
유도시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지원제도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개선과제를 검토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연구한다.

Ⅱ. 투자지원제도의 개관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투자지원제도의 개관
현행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기본으로 해서, 위 법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999-58호),「외국인토지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등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투자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투
자와 이민을 결합한 제도로 국내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 펜션 등 휴양목적 체류시
설 부동산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주며,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고안된 제도이다.7)
4) 2017. 8. 2. 투기과역지구․투기지역 부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주택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
도세 강화, 청약제도 개편 등이 주요 골자다.
5) 2018. 8. 27. 투기지역, 투기추가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이 주요 골자다.
6) 2018. 9. 13. 종합부동산세 인상,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1주택자 특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
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전세자금보증,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 제한, 부동산실거래 신고기
간 제한,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주택 전매제한기간 연장 등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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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투자지원제도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
역 등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의 선정·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촉진,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표 1). 특히 경제
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
역8)으로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루러진 복합개발방식으로 15~20년의 개발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상업, 주거단지와 어우러진 복합개발이라는 점에서 산업용지
공급 등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및 산업단지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9)
일반적으로 경제특구는 어떤 사회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나온 개념보다는 세계 각국이 정
책적 필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제도의 총칭으로써 협의의 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자유치촉진 지역을 의미하고, 광의의 경제특구는 외자유
치 외에도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가 포함된다.10)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세특례지원제도는 「제주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
례」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서는 제주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지원 조세제도로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
자유무역지구의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관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관한 세금 혜택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투자진
흥지구에서 조세혜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에 따라 입주기업은 3년간 국세(법인세·
소득세)를 면제받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50%를 감면받게 된다.11)
또한 그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는 3년간 50%를 감면받고, 그 다음 2년간 25%를 감면
받게 된다. 여기에서 입주기업이라 함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투자기업이며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임대하여 입주한 투자기업을 말한다. 또한
지방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과「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제24조
의2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는 지정일로부터 10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7) 김상명,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제주발전연구」, 제17호, 제주연구원, 2013,
pp. 218~219; 법무부,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법무부고시
개정 제2016-214호, 2016: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지정된 지역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라남도 여수시, 부산광역시(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 관광단
지),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지구 등 8개 지역이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9) 조소영·민규식,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환경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2
권 제2호, 대한부동산학회, 2014, p.182.
10) 양금승,「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정책연구, 15-35, 한국경제연구원, 2016,
p.20.
11) 김홍택·․백승철, “외국의 입체적 토지이용 관련제도에 관한 소고”,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9권 제1
호, 대한부동산학회, 2011, pp.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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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발부담금과 공유수면 점유·사용료가 면제되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
체산림자원조성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는 50%가 면제된다.12)
<표 1> 외국인 투자관련 3개 경제특구 비교
자유무역지역

구분

경제자유구역

법적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정
위치

시․도지사
요청지역

입주
자격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형

물류형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항만․공항주변
지역 산업단지

국내/외투기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촉진법

항만, 공항,
유통단지 등

국내(수출 주목적)/외투기업 /물류기업
*제조수출 50%↑(중견40, 중소30), 도매
수출입물량 50%↑ (중견40, 중소30),

개별형

산업단지내

외국인 투자자
희망 지역

외투지분
30%이상
(대불공단
표준형 10%)

제조업(3천만$)
관광업(2천만$)
물류업(1천만$)
연구개발(2백만$)

* 기획재정부, 경제특구 활성화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2014. 12. 19).

2.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지원제도
1)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 고시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에 관한 기
준 고시’에 의거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원 현황
구분

법무부 고시 내용

지원내용

투자지역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투자대상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장, 관광펜션

투자금액

5억원 이상

시행기간

2010. 2. 1.~2023. 4. 30

1)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
(F-2) 부여
2) 5년을 경과하면, 영주권(F-5) 자격부여
3) ’21.12.31까지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
4) ‘22년부터 단계적 중과세(’22년 1%, ’23년
2%, ’24년3%,’25년 4%

※ 지원내용 중 3)4)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제24조의5에 근거함.

12) 문길주, “투자진흥지구 활성 방안에 관한 연구-제주시 관광호텔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15,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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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투자진흥지구(내․외국인 동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의한 제주투자진흥
지구에 대한 지원제도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원 현황
구분

지원 내용

법인세․소득세
관세

조세감면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해 감면

취득세

- 지정일(단지형은 최초 부동산 취득일)이후 5년까지 감면
- 토지 취득 시 사전감면 신청

재산세

- 지정일(단지형은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0년간 감면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

- 입주기업: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 면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발부담금
- 50%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15%감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 임대기간: 50년 범위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 감면대상 및 기준: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국제기구에 대하여 75% 범위
내 감면, 매각 시 20년 분할 납부

3)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기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현황
구분
조세감면

지원내용
관세

자본재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해 100%
감면

관세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해 감면

지방세
(취득세․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입지지원

-부지매입 후 임대지원(요청 시)

부지임대료 감면

지정 및 임대 시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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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전 인센티브(수도권 기업이전 인센티브)
수도권내 3년 이상 사업실적과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
업이 본사, 공장 또는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기존사업장은 폐쇄 또는 매각)한 경우 단, 광역협
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
업종인 경우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제외대상: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무점포
판매업, 해운중개업인)인 기업의 지원제도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기업이전 인센티브 지원 현황(수도권 기업이전)
구분

입지지원

설비투자지원

대기업

해당 없음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중견기업

토지매입가액의 20% 이내
단(기존사업장 면적)×5×(투자대상 부지 매입단가)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중소기업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단(기존사업장 면적)×5×투자대상 부지 매입단가)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5) 기업이전 인센티브(수도권 외 기업이전 인센티브)
수도권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실적과 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
구소 이전 단,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
업인 경우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의 지원제도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기업이전 인센티브 지원 현황(수도권 이외 이전)
구분

지원내용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25%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

고용보조금

신규고용인원 10인(도민 등) 초과 시 고용인원 1인당 12개월
범위 월 50만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신규고용인원 10인(도민 등) 초과 시 교육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월 50만원 이내 실소요비

한도액
예산액

1억 원

6) 신․증설 기업 인센티브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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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업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실적,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단,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5억원 이상도 가능) 또는 증
설투자의 경우 부지 및 그 인접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 사업장이 있을 것 단, 기
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을 조건으로 지원한도는 기업 당 100억원
이다.
<표 7> 신․증설 기업 인센티브 지원 현황
구분

설비투자지원

대기업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중견기업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중소기업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7)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기업 인센티브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하여 도민 등을 상시 고용인원
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범위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기업 인센티브 지원 현황
구분

지원내용

한도액

건물임대료

상시고용인원 10인 초과 시 3년간 임대료의 50% 이내

5억 원

상시고용인원 10인 초과 시 초기구입비 30% 이내

3억 원

상시고용인원 30인 초과 시 초기구입비 40% 이내

4억 원

상시고용인원 50인 초과 시 초기구입비 50% 이내

5억 원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인 초과 시 -고용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월 100만 원
이내 최근 6개월 평균임금의 70% 이내

3억 원

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시 고용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월 100만원
이내 실소요비용

3억 원

시설장비구입비

8) 세제 감면 및 면제(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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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세제 감면 및 면제 지원 현황(국세)
현재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지역

이전대상

수도권 외

3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공장, 본사

이전기한

제주시 법인세 4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서귀포시 법인세 6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 2년 이상 실적이 있는
권역 외
중소기업 공장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

본사

대도시권 외

공장

감면내용

2020.12.31

대도시권 내

건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이후 5년간 균분 과세

9) 세제 감면 및 면제(지방세)
<표 10> 세제 감면 및 면제 지원 현황(지방세)
구분

관련근거

대상

도세감면조례
제14조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취득세/등
록면허세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79조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의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감면내용
3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법인 및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 사업을 직접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1.12.31까지
취득세 면제
법인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
2021.12.31까지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도세감면조례
제14조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이 제주도로
본점을 이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그 후 3년간 50%
감경)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79조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의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그 후 3년간 50% 경감)

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주도에 본점을 둔 기업이 과세대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물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계속적으로 3년 이내에 1년이내
5년간 재산세 50% 경감
100만 불 이상 수출실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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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지원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김여선(2003)13)은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조세지원제도연구에서 외자도입의 핵심적인 요소라 지적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
면 기한은 최소한 외국인 투자지역, 경제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수준만큼 연장하거나, 오
히려 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존의 1차 산업과 관광산업으로는
제주의 미래가 담보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과 연
계하여 국제금융, 물류 중심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욱(2009)14)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국내외에
지정되어 있는 경제특구 등과 비교하여 각종 행정 및 세제 혜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조세특례의 투자지원세제 확대, 선도기업에 관련하여 투자인센티
브 정책, 투자진흥지구 조세지원 대상 범위의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철·김동욱(2014)15)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외국인 투자현황 및 기업유치 등의 실적자료
를 통해서 투자진흥지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시스템 개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심의요건, 네거티브시스
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수연(2013)16)은 현재 전 세계에는 저마다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어 치열한 유치경쟁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면서 제주도 역시 투자유치를 위해 투
자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되어 각종 행정적 특례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경쟁 국가나 국내의 경제특구 등과 비교하여 다소 미흡하고 지정대상 업종선정이 불합리하는
등 세부사항도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특정산업이나 업종으로 편중
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어 현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다. 그 개선책으로는 국공유지가 계획대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환매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임대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의
조세지원 사업범위를 포지티브(positive)시스템에서 네거티브(negative)시스템으로 전환하여
13) 김여선, “국제자유도시의 민자유치제도와 중국자본 유치전략”,「법과정책」, 제9호, 제주대학교
책연구원, 2003, p.139.
14) 김동욱,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1호,
pp.109~126.
15) 김현철․김동욱, “제주투자진흥지구 실적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제주도연구」, 제41집 제2호,
회, 2014, pp.61~92.
16) 정수연,“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
전연구원, 제17호, 2013, pp.31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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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유연하게 사업대상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17)은 우리나라의 지역특구제도를 종합해보면 낙후지역 개발,
특정 지역에 특정 업종의 기업을 집중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 증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지
적하면서 앞으로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지역특구 조세지원제도
의 단순화 둘째, 고용요건의 강화 셋째, 지원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Ⅲ. 주요 국가의 투자지원제도 검토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정부차원에서 투자유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시아의 비즈니스허브를 지
향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를 동력으로 한 경제성장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관계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도기술 산업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특
히, 외국인에 대한 규제 및 차별을 없애고 외국인투자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싱가포르의 투
자 및 경제발전정책 기조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주요 정책 현황은 바이오메디컬, 클린에너지, 전기전자, 에너지
화학, 정밀기계, 운송엔지니어링, 물류 등이 있으며, 고도기술, 미래첨단유망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모두 투자 장려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 대상 인센티브도 강화 추세이며 일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부의 육성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모두 정부의 다양한 지원 수혜가 가능하
다.18)
한편, 싱가포르는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19)을 중심으로 외
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20) 유치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투자촉진정
17) 안종석,「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p.205~206.
18) Kotra,「주요국 투자유치체계 및 인센티브제도 조사」, Kotra, 2017, pp.19~49.
19)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은 1961년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
하여 설립하여 싱가포르의 경제개발, 투자유치, 산업개발, 전략계획 및 실행하는 핵심 정부기관이다.
20)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
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행위이다. 가령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
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과 외국인투자
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일정한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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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국내기업 포함) 및 산업육성 전략 수립 등 포괄적인 산업육성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DB
Act 6조의 주요 기능으로는 (1)싱가포르 경제의 성장, 확대 및 개발 촉진 기능 (2)외국인투자
및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촉진정책 및 계획, 인센티브,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기능 (3)국
내산업의 신기술, 자동화, 교육,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지
원하는 기능 (4)국내기업의 개발지원 및 신기술에 대한 교육 제공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조세감면 측면에서는 신기술 및 신공정의 도입, 생산성 향상
등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투자는 이익실현시점과는 무관하게
EDB로부터 인센티브제공이 결정되는 사업개시 시점부터 법인세를 15% 또는 그 이하로 감면
해주고 증액투자는 세율 10% 또는 이하로 감면해 주고 있다. 다만, 투자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산업담당관이 판단한 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타당성 평가를 만족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배당소득세 감면 인센티브는 금융센터 조세 인센티브(Finance &
Treasury Centre Tax Incentive)를 수수료, 이자, 배당금 그리고 선별된 기업 활동에 대해
5% 또는 10%의 세율을 인하 적용(은행 차입 부채의 이자 지불 시 원천세 감면)하고 있다.
Venture Capital Fund Incentive (S13H)는 승인된 VC에 대해서는 주식배분으로 인한 소
득, 외국의 배당금, 외국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분 또는 전면 면제하고 세금감
면 수준은 전면 또는 10% 이내, 감면기간은 10년이며, 특정한 경우 5년 이내에서 연장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
둘째, 현금지원은 연구 인센티브(Research Incentive Scheme)로서 싱가포르에 등록된
기업이 R&D 수행할 경우에 R&D 센터 건립 시 자금 융통(co-funding)과 지적재산권, 인력
등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한다.21)

2. 홍콩
홍콩은 ‘철저한 자유경제원칙에 의거한 내·외국기업 차별 없는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홍콩 자체의 비즈니스 환경을 세
계 최상위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투자자금 유치 유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 거점으로서 홍콩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홍콩에 설립한 다국적 기업의
80% 이상이 중국 대상 비즈니스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홍콩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기업들의 투자유입이 급증하면서 중국 대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홍콩이 내외국기업 차별금지 원칙을 근간으로 일반 기업법 및 상법을 내국기업과 동
21) Kotra,「주요국 투자유치체계 및 인센티브제도 조사」, Kotra, 2014, pp.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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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외국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특혜, 인센티브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조세감면 측면에서는 기업의 자본지출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
산업분야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공장시설,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
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정 분야의 R&D 지출, 기술교육 비용, 특허권, 상표권 취득비용, 빌
딩 리모델링, 제조설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
그리고 친환경 운송차량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도 특별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요건을
갖춘 공채, 재보험 비즈니스, 비거주자의 역외펀드 수익 등에 대해서는 50% 혹은 전액 세액
감면의 우대세제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륙 수입 수정안(제2호) 조례(The Inland Revenue Amendment(No.2)
Ordinance) 2016 인센티브는 내·외국인 동일하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홍콩 소재 글
로벌 그룹 전체의 재무담당센터(Corporate Treasury Centre)에 이자 관련 공제를 신설하고
재무담당센터가 수행하는 특정 활동에 대해 50% 경감세율(8.25%)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현금지원 측면에서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기금(The SME Export Marketing
Fund)을 통해 홍콩에 적합한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조업의 경우 고용인원 100
명 미만, 비제조업의 경우 50명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비, 부스 장치비,
당해 전시회 홍보비용, 참가사 출장자 여행경비(항공비, 호텔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전체 비
용의 50%와 5만 홍콩달러 중에 적은 비용으로 지원한다(Kotra, 2014)22).
또한 사이버포트 창업 지원 프로그램(Cyberport Incubation Programme)은 12~18개
월 내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 선정 후 1년 간 회사
운영가능 펀드 보유 또는 투자유치계획을 보유한 기업으로 홍콩 내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잠
재력이 큰 디지털 기술 창업프로그램으로 최대 33만 홍콩달러를 지원한다(Kotra, 2017)23).

3. 일본
일본은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JETRO 대일 투자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IBSC: Invest
Japan Business Support Center)24)와 대일 직접투자 종합안내 창구(The Office of
22) Kotra, 앞의 자료, p.44.
23) Kotra, 앞의 자료, p.50.
24) JETRO IBSC is a one-stop center for establishing and expanding your business base in
Japan. JETRO IBSC are located in six major cities of Japan—Tokyo, Yokohama, Osaka,
Nagoya, Kobe and Fukuoka. For overseas companies planning to set up a business base
or foreign-affiliated companies looking to expand existing business base in Japan,
experienced JETRO IBSC staff and specialists will provide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other services free of charge. (Some services are offered for a fee.) Free 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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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JAPAN)를 운영하고 있다.
대일 직접투자 종합안내(INVEST JAPAN)25)에서는 국내외 자원의 융합에 의한 혁신과 지
역에서의 투자확대·고용창출을 통해 일본경제 성장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
표 하에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가 쉬운 나라'의 실현을 통한 대일 직접투자를 추진하고 있
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체결 등을 기반으로 무역․투자의 국제중심 거점 '글로벌 허
브'를 지향하고 대일 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총리 및 관방장관이 수시 참여하는 대일 직접투자
추진회의를 주축으로 행정조치 및 규제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과 일본 중소기업 연계를 지원하는 <글로벌 얼라이언스 추진 스킴>26) 운용
을 위해 JETRO와 지역 금융기관 등이 연계하여 지방창생 교부금27)을 활용, 지방정부 차원의
기업을 유치․지원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인센티브는 일본에 등록된 모든 기업에게 동등하
게 적용한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첨단과학, 기술혁신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외국인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Kotra, 2017)28).

[그림 1] 일본 중앙 정부가 규정한 국가전략특구
office space is also available for up to 50 business days.
25) Japan offers attractive opportunities for investors: cost competitiveness, a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advanced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and a highly-skilled
workforce. Global businesses can benefit from one of the world’s largest, most dynamic
economies, as well as easy access to Asia-Pacific.
26) Global Alliance Scheme: 국제연합계획(제도).
27) 지방창생 교부금이란 일본에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에 대해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이 여러 일을 하지만 검증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
은 채 다음의 사업을 행하는 방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지방의 열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지방
으로부터 일괄 교부금으로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검토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폭넓
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부금의 창설을 의미한다.
28) Kotra, 앞의 자료,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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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앙정부가 규정한 국가전략 특구 내 규제특례조치로는 세제지원으로, 법인세 등과
재정·금융상 지원을 제공한다(일본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2017).
또한, 도쿄 외에 오사카, 요코하마, 고베, 나고야, 후쿠오카에도 IBSC29)를 설치 및 운영하
고 있으며 내각 부 산하 INVEST JAPAN 창구가 종합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제산업
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청, 외무부, 국토교통부, 총무부, 법무부, 문화과학부, 후생노동부,
재무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부흥청 등에 각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관할 사항의 조회 및 상담
을 처리하고 있다.
이곳의 주요 업무는 일본에 사업장 또는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1)
거점 설립과 관련된 세무, 규제, 인센티브, 은행, 사회보험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련 미팅 알선,
(2) 인력 소개 및 확보, (3) 임시 사무 공간 제공, (4) 비자 취득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수행하며 관련 각 부처의 전담 창구와 연계하여, (1) 시장에 관한 정보 및 투자에 관한 시책
등 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 (2) 투자 관련 인허가 등의 신청방법 교시, (3) 투자관련 법령 적용
사전수속(일본판 No Action Letter)의 조회 처리 관련 상담 등의 지원을 수행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내용은 첫째, 조세감면측면에서 (1) 특정산업유치를 위
하여 연구개발 및 총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종
료되는 각 사업연도에서 해당 사업 계획을 통한 소득 금액의 20%를 손실금에 산입하여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2) 법인세는 연구개발 사업, 지역총괄 사업(아시아쿼터 특구)와 국제전략 종
합 특구 영역은 5년간 20%를 감면 받으며 오키나와 경제특구는 10년간 40%를 감면 받는다.
둘째, 인센티브측면에서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은 없으나 관세감면 인센티브는
오키나와 국제물류거점 산업집적 특구에서 신규․증액투자의 경우에 특구 보세지역 내에서 외
국 화물을 원료로 가공․제조 공정을 거쳐 국내 반입하는 경우에는 원료 과세와 제품 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30)

4. 시사점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 경쟁국가(홍콩, 대만, 일본, 중국)들은 경제특구의 전담기
구를 구성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집중함으로써 우리나라와는 달리 장기간 동안
일관되고 통일되게 외국인투자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 투자지원 전담기구에서 인․
허가 등의 업무전반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는 법인세가 낮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에 무차별
29) JETRO 대일투자・비즈니스 서포트 센터(IBSC : Invest Japan Business Support Center).
30) Kotra, 앞의 자료, pp.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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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31) 특히 첨단기술산업의 업종과 규모에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우
리와는 달리 내․외국 기업 간의 차별되지 않는 동등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Ⅳ. 투지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환경
제주도는 2002년 4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함으
로써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에 자치권을 확보하는 등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조세감
면 및 선도프로젝트 지정 등 제주특별법을 기반으로 차등적 특례가 적용되는 특별자치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중국․일본의 중심에 있는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로서 비행거리 2시
간 이내 인구 100만 명 이상 국내․외 약 60개 도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147개국의 무사증
입국32)이 가능한 국제자유도시로 매일 47개의 국내․외 직항공 노선이 운행하고 있는 동북아
허브도시로 투자환경이 매우 우수한 국제자유도시이다.

2. 문제점
1) 과잉·중복 지정
현재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등 4개 경제특구의 지정면
적은 총 493.4㎢로 전 국토면적 0.5%이며, 여의도 면적(2.9㎢)의 170배 수준에 해당한다. 이
중 산업용지(96,828천㎡)는 전국 공장 용지(586,563천㎡)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4
개의 특구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많고(342.4㎢), 기업도시(56.6㎢), 자유무역지역(31.2
㎢), 외국인투자지역(16.0㎢) 순이며, 연구개발특구(139.135㎢), 테크노파크(3.55㎢), 벤처기
업육성지역촉진지구(72.16㎢) 등 유사특구까지 포함하면 708.2㎢(전 국토면적의 0.71%)에
이른다.33)
문제는 2014년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경제특구기업 510개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
31) 국가별 법인세율을 보면, 중국 25%이나 첨단기술산업의 경우에는 15%, 싱가포를 17%, 홍콩 16.5%,
대만 17%.
32) 2018년 5월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
해 총 147개 국가/지역들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33)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교통부, 2015,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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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특구지정에 따른 지원은 다른 특구 등과의 역할
분담·연계 등 체계적인 분석이나 차별화 없이 권역별로 배분됨으로써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과잉․중복 지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특구는 전반적으
로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여 경제특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내 경제특구 간의
과당경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혼선이 초래됨으로써 행정비용의 증가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2)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부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지원은 외국인투자지역(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와 법적
근거는 다르나 외국인투자유치라는 지정목적을 위해 조세감면(법인세·소득세), 입지지원 및
규제특례 등 주요 인센티브가 대동소이하여 투자유치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4)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보다 불리한 인센티브 조건으
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진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5) 즉,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와 특
화 전략이 미흡하고 입주자격, 조세 감면, 입지지원 및 규제특례가 유사하여 지정하는 특구
상호간에 상호보완관계보다는 대체관계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36)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각 경제특구 간의 차별성보다는 인센티브 등에서 거의
유사하여 제도가 복잡한 것으로 인식되고, 경제특구별로 독자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투자유치활
동이 반복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3)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미비
현재 특구는 경제특구별로 각기 다른 추진체계를 통해 관리·운영되고 있어 총괄 조정이
미흡하며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지를 매입·임대를 통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자유무역지역은 중앙정부(자유무역관리원), 외국인투자지역은
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관리·운영되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인천공항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와 관련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입주 승인 여부는 인
천국제공항공사가 담당하나 자유무역지역 개발은 인천도시계획과 연계되어 개발을 위하여 각
관청에 권한의 소재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37)
34) 김동열,「외국인투자 부진과 활성화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0, p.15.
35) 박재곤, “외국인투자 유치 경제특구의 내실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13, p.7.
36) 김동열, 전게논문,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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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One-Stop Service 시스템을 표
방하고 있지만 개발관련 인허가권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
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권한위임이 미흡하여 외국인투자유치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각 특구마다 투자 인센티브제도와 사업추진절차 등이 각각의 법령에 엄격하게 규
정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One-Stop Service를 위한 통합적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4) 외국 주요국가 대비 투자지원 비율 저조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법인세율은 홍콩, 싱가포르
에 비해 높은 반면, 세제감면 혜택업종이 제한되어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즉, 한
국의 경제자유구역은 3년간 법인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을 원칙으로 하나, 싱가포
르(5~15년간 면제), 중국(감면세율 영구적용)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고, 세제 혜택을 받는 업
종이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의료, R&D로 제한되어 주력시설인 다국적 기업본부 등 업무
용·상업용 시설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38)

3. 개선과제
1) 과잉·중복 지정된 경제특구의 재조정
현재 지정되고 있는 경제특구는 다양한 유사 계획입지 등으로 인해 과잉·중첩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특구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산업집적업종 및 지역개발정책과
연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계획입지 간에 정책 목표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기능이 중복
되는 유사 계획입지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첫째, 경제자유구역은 구역별 발전계
획을 재평가하여 목표달성이 어려운 지구는 해제하고, 단순 산단위주 개발을 지양하여 규제
완화의 실험대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자유무역지역은 내국기업 중심으로 수출업 진흥
을 일원화하여 중개·가공무역 중심지로 육성하고 관세유보 이외의 인센티브는 폐지할 필요가
37) 박재곤, 전게논문, p.8.
38) 양금승,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정책연구」, 15-35호, 한국경제연구원,
p.7: 물론 자국의 대기업과 이에 연계된 기업들의 동반 입주로 기업도시 성공의 한 요인으로 보는 일
본의 도요타시, 핀란드의 울루시 등을 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매력도가 낮은 이유
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이 국내기업과의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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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외국인투자지역은 지역균형발전 및 외국인투자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지역지정보다는 개별 또는 기존 산업단지를 이용한 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39)
특히,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장기간 투자지연으로 세제감면 등의 혜
택을 누리면서도 계획이 미이행되는 문제점40)이 발생함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이슈들을 사전 예방하고 사업 승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엄격히 점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개발사업은 사업승인 후 착공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연장 ․ 변경 시에
는 일정에 따라 심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개발사업 승인 후 사유지 확보 곤란으로 공
사를 지연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 미확보 사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기업의 투자 현황과 고용 등 추
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적용
자유무역지역 및 외국인투자지역은 생산, 물류 등 기업활동에 특화되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생활공간과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경제자유구역은 지식창조 고부가가치형 산업유치를 통한 글로벌 거점화로, 외국인
투자지역은 내수지향형으로,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지향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에는 투자활성화와 이행요건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구지
정해제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이행 기간을 일정기간(5년)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 조치를 실행하고 확약한 인센티브
제공에 부합하는 조속한 투자실현에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제주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투자지원제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특구관리는 균형발전 관련 경제특구와 외자유치 관련 경제특구의 두 가지를 통합관리시스
템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자유치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9) 조소영·민규식, 전게논문, pp.190-197.
40)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현황을 보면, 최초 55개소를 지정했으나, 2018년 4월말 현재 44개소가 유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착공 2개소, 사업 중단 2개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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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외자유치 T/F의 설립을 통해서 각 부처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분산 또는 중복되어
있는 관련 업무와 조직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관체제를 마련하여 외자유치사업의 효율성
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41)

4) 생산요소의 경쟁력 제고 및 조세 인센티브 확대
특구지정을 통한 경제특구 등의 부지분양 및 임대료를 경쟁국가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용지 분양 또는 임대료 산정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특구청장이 투자유치에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제특구투자심의위원회(가칭)’ 심
의를 거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앵커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특구 등의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
한 세제상 인센티브는 주요 경쟁국가의 특구처럼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세제 및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경제특구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하되 첨단기술, 연구개발업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 신재생에너지 등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별로 시차 적
용하는 대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42)
물론, 외국인투자 규모별로 일괄적인 세제감면 인센티브는 특구별로 동일 투자프로젝트에
과당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투자유치 협상력이 떨어지므로 외국 주요국가사례와 같이 지역별
혹은 산업별로 인센티브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43)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제특구 투자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개관하고 투자진흥지구를 운영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지원제도를 검토하면서 이와 유사한 제도인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주요 지원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
시아 주요국(일본, 홍콩)의 투자지원제도와 비교 검토를 통하여 현행 투자지원제도의 문제점
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일본, 홍콩, 싱가포르)은 경제특
구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전담기구가 가짐으로써 장기간에 걸
41) 정형곤, 「국내 특구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p.236~238.
42) 양금승, 전게논문, p.67.
43) Kotra, “국내 클러스터와 연계한 외투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2012, pp.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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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일관되고 통일된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은 통상산업
부 소속이지만 총리의 정치적 지원과 함께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자유치와 관련된 공단 설립,
인력 공급, 세제상 인센티브, 외국근로자 정주시설 등 각종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된 범정부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막강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자율성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투자자들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관련 인허가절차 등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사후관리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투자지원제도의 문제점으
로 지적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중복 지정된 각종 특구제도,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
화된 투자지원제도 부족, 통합적 투자지원 관리시스템의 미비, 주요국가 경제특구 대비 생산
요소와 투자인센티브 비율 저조 등은 중장기적으로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전환하여 투자유치,
협상창구 및 사후관리를 일원화하고 지방정부 간 중복·경쟁적 투자유치에 따른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차별적 투자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통하여 첫째,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 투자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승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엄격히 점검하는 통합관리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내수지향형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함과 동시에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이행요건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 조치를 실
행하는 등 규제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진흥지구내의 선도기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고 탄력적으로
투자 감면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자진흥지구 세제지원의 대상범위를 포지티브
(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좀 더 유연하게 사업대상을 유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도민들의 설문을 조사하는 것이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되었음을 밝히며 다음 후편에서 연구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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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preferred by increasing individual investors in
overseas real estates. The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633 cases of apartments in Hanoi
Vietnam highlights the following findings on the preferred factors of investment. First, among the
variables of real estate characteristics, apartment complex sizes and percentages of foreigners are
positive factors in investment decision making, whereas unit prices, number of stories and accessibility to
amenities are negative factors. High-rise apartments exert negative effects on investment decision
making, which seems attributable to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unique to Vietnamese people accustomed
to low-rise detached houses. Second, among the variables of real estate transaction, investors’ overseas
investment experience as positive factor in investment decision making, whereas the loan-to-value ratios
and exchange rates are negative factors. Among the explanatory variables analyzed, the overseas
investment experience （exp(  )=2.537) has the most substantial effects on investment decision making.
This finding suggests individual investors draw on personal intuition and experience in their investment
decision making, which warrants the need for in-depth information and analysis.
Keywords : Overseas real estate, apartments in Vietnam, determinants of investment, individual investors,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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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부동산 투자의 선호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총633건의 사례를 수집하고 베트남 하노이시 아파트의 투자선호요인을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특성 변수 중 투자확정
에 긍정적 요인은 단지규모, 외국인비율이며, 부정적 요인은 ln거래단가, 층수, 편의시설 접근
성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층일수록 투자확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결
과는 기존의 저층주택 위주의 주거유형에 익숙한 베트남 특유의 문화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둘째, 거래특성 변수 중 해외투자경험은 투자확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대출비율과 환
율은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에 투입된 전체 설명변수 중 해외투자경험은(exp
(  )=2.537) 투자확정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직관력
과 경험에 의존하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후 관련 정보제공과 분석
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해외부동산, 베트남아파트, 투자결정요인, 개인투자자,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Ⅰ. 서 론
오늘날 부동산은 예금, 주식과 함께 전통적인 자산포트폴리오의 3대 구성요소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부동산은 최고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으
며 그 중 아파트는 타 유형에 비해 유동성과 환금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아 투자선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 투자집중 현상은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로 이러한 뿌리 깊은 난제를 해결하는데 집중되고 있다.1) 반면
사회공공목표와는 별개로 최근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이 규제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부동산시
장 침체로 개인투자자들은 요구수익률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투자대상에 대한 탐색이 필
요한 실정이다.2)
1)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017년 문재인정부 초기 6.19대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9번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다. 정책의 주요내용은 실수요자와 임대주택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과 다주택자나, 주택투
자·투기에 대한 규제강화정책으로 분류되며, 규제정책으로는 전매제하 기간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
및 총 부채상환비율 요율 강화, 투기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율 이상 및 부과기준 하
향조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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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부동산투자는 지금까지 기관 또는 기업투자자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
나 인터넷과 금융의 발달은 투자 기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적 한계를 넘어 국경 없는 부
동산투자의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베트남은 포스트차이나(Post China)로 불리면서3) 연7.08%의 높은 경제성장
을 이루고 있으며,4) 베트남정부의 투자환경을 개선을 위한 일련의 노력은5) 새로운 투자대상
을 찾은 개인투자자에게 충분한 유인요소가 되고 있다. 더욱이 베트남은 급속한 도시화로 주
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점차 변화되고 있어 과거 아파트에 대한 투자성공 경험을
갖고 있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투자확신과 직관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아파트투자에 대한 수
용능력이 다른 유형의 부동산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라는 체제특성에서 비롯되는 막연한 위
험이 상존하고, 정립 초기단계에 있는 베트남 부동산시장의 현실로 인해 부동산정보 취득의
어려움 등이 있어 이러한 투자환경은 여전히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증
가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최근 투
자가 급증한 베트남 하노이시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초기 해외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연구는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이
루어졌다. Gerlowski et al.(1994)은6) 미국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투자요인을 분석
2) 중앙시사매거진(2019.07.08.), ‘급증한 해외부동산투자-국내 부동산·금융시장 쪼그라들자 해외
로...’(http://jmagazine.joins.com)
3)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
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정책과 유사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Yani et al.: 2014)
4) 2018년 기준 세계경제성장률은 3.5%인 반면 베트남은 7.08%를 기록하여 2배 이상의 급속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www. oecd.org)OECD
5) 김정선, “베트남 공적지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기본지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감정평가학논집」, 제18
권 제1호, 한국감정평가학회, 2019. pp.159~179.
6) Gerlowski, D. A, Rung, H., Ford, D. A.,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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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투자자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주로 투자하며, 낮
은 부동산 세율은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1996)7)은 중국본
토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지역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1987년부터 1991년까
지 수집된 사례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확대, 노동비용차이, 분배효율성, 운송 인프라시설의
정도, 개발잠재력 등의 변수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동비용의 차
이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운송 인프라시설의 정도가 양호할수록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shirian and Pham(2000)8)은 미국의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요인을 분석한 결과 미국 내 해외금융 부채가 증가할수록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특히 미국주식시장 쇠퇴기에 외국부동산에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미국과 무역관
계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Wang and
Cheng(2011)은9) 중국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등 생산
원가가 낮은 지역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고 행정관리
가 체계적인 곳일수록 투자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외부동산투자의 경우 자본상승에
따른 이익보다 기간 영업이익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Gholipour
and Ariffin(2013)은10) 2000년부터 2008년까지 31개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외국
부동산투자에 대한 시장요인의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부동산시장 규모와 인프라, 정치적요
소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의 자금조달비용 및 시장투명성 정도가 높을수록 외국
인의 부동산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높
은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부동산 투자는 높은 수익률보다는 낮은 안정성을 추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곽화빙 외(2014)는11) 중국의 35개 대도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결정요
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출비율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도시규모, 비주택자 비율, 부동산가격 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기간
을 구분하여 투자결정요인을 재분석한 결과 투자 장려기간에는 시장구매력이 큰 지역에, 투

U.S. Real Estate: An Empirical Analysis", 「Land Economics」, vol70 no.3, 1994, pp.286~293.
7) Chen Chien-Hsun, “Regional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mainland China”,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23 no.2, 1996, pp.18~30.
8) Moshirian Fariborz, Pham Toan, “Determinants of Us investment in real estate abroad”,
「Journal of Multi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vol.10 no.1, 2000, pp.63~72.
9) Wang C. He, J., Cheng, S., "What Attract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s Real
Estate Development?",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vol.46 no.2, 2011, pp.267~293.
10) Gholipour Fereidouni, H., Ariffin Masron, T., “Real estate marker factors and foreign
real estate investment",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40 no.4, 2013, pp.448~468.
11) 곽화빙·최백렬, “중국부동산분야 외국인 직접투자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
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4, pp.39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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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한기간에는 사회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투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간별 차
이에 따라 투자선호요인이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해외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기업이나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태식(2008)은12) 해외부동산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1972년부
터 2006년까지의 국내총생산액, 원화환율, 조세부담률, 국내금리, 주가지수 등을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OECD가입 전에는 해외부동산 직접투자액과 설명변수 간
유의미한 결과가 거의 없었으나, 가입 후에는 모든 설명변수가 직접투자액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준(2009)은13) 한국기업의 베트남투자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
였으며, 분석결과 베트남시장의 성장가능성, 외국기업의 투자증가, 중국시장에 대체 가능성
등을 투자선호요인으로 판단하고 열악한 물류기반시설, 낮은 법률서비스 등은 투자불신요소
라고 주장하였다.
살펴본 선행연구는 경제지표와 직접투자액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주로 국가나 지역적 차
원에서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의 경우 주로 기관이나 기업투자자를 중심으
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투자의 선호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유
사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첫째, 선행연구는 거시적 관점에
서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는 부동산특성과 거래특성 변수를 통해 투자선호요인을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해외부동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 대상국의 시장상황에 따
라 변수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존의 해외부동산투자와 관
련된 연구는 주로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반면 본 연구는 개인투자자를 기준하였
다. 이는 국내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증가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정보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실제 투자사례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되었다. 해외부동
산 특히 베트남에서는 부동산거래정보의 수집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투자사례를 기준으로 실증분석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12) 정태식, “우리나라 해외부동산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부동산정책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부동산정
책학회, 2008, pp.157~182.
13) 김희준, “한국기업의 베트남지역 해외직접투자 패턴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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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노이시 아파트시장 및 분석자료 현황
1) 하노이시 아파트시장 현황
베트남은 국가체제 특성상 개인에게 토지소유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토지사용권과
주택, 건물 등에 대한 개인소유는 인정되고 있으며 자유로운 시장거래가 가능하다. 베트남에
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는 외국인 단체, 외국인 개인, 외국인 투자자로 구
분된다.(베트남 주택법 제159조) 또한 외국인은 1개동의 30%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하고 부동산시장의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내국인의 거주권을
확보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베트남 주택법 제161조) 특히 소유기간과 관련하여 내국인에
는 기간제한이 없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50년의 한정된 기간 동안만 소유가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자료 : CBRE Vietnam, 2019년 2분기 시장보고서

[그림 1] 유형별 하노이아파트 신규공급량
한편 베트남 하노이시의 아파트는 2019년도에는 2분기 기준 총 17,700세대가 신규 분양
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졌다. 상기 [그림 1] 에서 아파트 신규공급량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부터 현재까지 고급 및 중급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베트남의 경
우 아파트는 서민층에게 할당되어 주거환경측면에서 저급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나, 경제성
장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율이14) 진행되면서 주택의 절대적 공급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
14)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도시
화율이 2018년 기준 35.9%로 2008년 대비 약23%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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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형태인 아파트에 대한 공급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시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주거쾌적성과 독립성, 안정성, 편의
성을 부각시켜 젊은층을 대상으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 1> 유형별 하노이아파트 가격수준
구분

최고급

고급

중급

저급

전용면적(㎡)

120이상

60~120

50~100

40~70

㎡당 가격

US$4,000 이상

US$2,000~4,000

US$1,000~2,000

US$1,000 이하

베트남 아파트의 면적당 가격수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기 <표 1>과 같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아파트는 면적과 가격을 기준으로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최고급 아파트는 전용
면적 120㎡이상의 US$4,000/㎡이상의 아파트이며, 저급은 서민아파트로서 전용면적 40~70
㎡, US$1,000/㎡ 이하의 아파트를 말한다. 저급 및 중급아파트는 베트남 내국인에 의해 실제
거주를 매입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투자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유형은 주로 최
고급 또는 고급아파트에 국한되어 있다.

2) 분석자료 현황
하노이시의 아파트지역을 살펴보면 주로 하노이 중심부의 서측과 남측에 70%이상이 집중
되어 있으며, 30%는 미드타운과 도시 중심부 인근에 산재되어 있다. 이는 하노이 계발계획
(Greater Hanoi 2030)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주택지대의 경우 높은 지가로 개발부지 확
보에 어려움이 있고 개발을 위한 보상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아파트 신규건설은 기존주택지대
를 벗어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던 투자상담 대상지역은
이러한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하노이 서측과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하노
이지역 내에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 매매 및 임대거래가 비교적 활발한 지역을 대상지역
으로 선정되었다. 대상 아파트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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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대상 아파트 현황
구분

로얄시티

파크뷴

그린스타

미딩

쭝화

지역

Thanh Xuân

Hà Đông

Từ Liêm

Từ Liêm

Cầu Giấy

대지면적

120,945㎡

10,558.5㎡

34,636㎡

240,000㎡

300,000㎡

동수

6개동

14개동

7개동

11개동

6개동

총층수

36층

25층

27층

15층

17층

세대수

4,460세대

627세대

930세대

1,095세대

800세대

입주시점

2013년

2016년

2015년

2005년

2004년

분석에 투입된 자료는 베트남 현지 종합부동산컨설팅 전문업체인 RGO(주) 및 연계된 중
개업소 5곳에서 실제 투자 상담사례 중 하노이시 아파트사례 만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
다. 대상자료는 하노이 아파트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사한 내부자료로서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5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분석에 투입된 투자 상담사례는
총633건으로 최종적으로 투자확정사례 342건(54%) 및 투자보류사례 291건(46%)이 수집되
었으며, 조사방식은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투자를 위해 중개업체
를 방문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특성과 해외부동산 투자결정요인을 부동산특성과
거래특성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투자상담 후 설문대상자의 투자가부에 대하여 최종
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료수집이 완료되었다.

Ⅲ. 연구설계
1. 분석모형
연구를 위해 투입된 종속변수는 투자결정 혹은 투자보류로서 이항형 범주로 구성되며, 설
명변수는 부동산특성 및 투자특성으로서 연속형 또는 이항형 변수이다. 분석모형을 선택함에
있어 연구목적과 변수유형을 고려할때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
을 적용하였다. 연구에 투입되는 종속변수는 선택가능 한 2개의 대안으로 이루어진 비선형함
수로서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의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서는 함수를 로짓으로 변화시켜 선형으로 표현되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
래 식에서   │   는 특정 대안이 이루어질 확률로서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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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   
  │       
  exp    ⋯   

상기 식을 종속변수가 특정 값일 확률(   )을 나타내도록 재정리하면 아래 식과 같다. 즉,
해외부동산 투자자가 다양한 투자요인(     ⋯    )의 특성을 파악하여 최종 투자결정에
이르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 
         ⋯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가 특정 값일 확률을  , 값을 갖지 못할 확률을


(    )라 하면, 승산비는  로 표시된다.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승산(odds)을

이용하여 회귀계수의 의미를 해석한다. 즉 설명변수  가 증가할 경우 성공활률을   이라 하
고, 증가전 성공확률을   이라 할때 승산비(  : odd ration)는 다음과 같다.

      
  
      

식3

설명변수(  )가 더미코딩 된 이항변수일 때 로지스틱 모형은 각각  =0일 때,
exp 

exp   

   ,  =1일 때,    으로 표현되며,  가 ‘0→1“인 경우 승
  exp 
  exp   






산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아래 식에서 설명변수(  )의 로지스틱 회귀계수(  )를 exp 로
설명변수 단위증감에 따른 종속변수의 승산배수 증감을 나타내게 된다.


exp     



 

      
   exp        exp    
   =
 exp   
      



    
   exp      exp  

exp   
=
exp 

= exp      =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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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선정
본 연구는 개인투자자의 해외부동산투자에 부동산특성과 거래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변수는 부동산특성 및 투자결정과 관련된 선행연
구와 이론적 논의를 거쳐 <표 3>과 같이 선정하였으며, 설명변수에 대한 개별적 가설은 아래
와 같다.
<표 3> 변수 선정
구분

변수명

변수정의(단위)

가설

종속변수

투자여부

투자확정=1, 투자보류=0

NA

ln거래단가

투자 시 최종 거래단가($US/㎡)의 로그값

-

전유면적

개별 아파트의 전유면적(㎡)

-

단지규모

투자대상 아파트가 속한 단지의 총가구수(세대)

+

층수

투자대상 아파트의 해당 층수(층)

+

수영장여부

단지내 수영장시설 여부, 있음=1, 없음=0(dummy)

+

외국인비율

투자대상 아파트단지내 외국인 거구가구 비율(%)

+

편의시설 접근성

대형쇼핑센터와의 거리(m)

-

브랜드

VIN Group=1, VIN Group이외=0(dummy)

+

대출비율

총투자액 대비 대출금비율(%)

-

환율

원달러 환율($US/원화)

-

투자목적

임대=1, 자가=0(dummy)

+

해외투자경험

있음=1, 없음=0(dummy)

+

결혼여부

기혼=1, 미혼=0(dummy)

+

부동산
특성
설명
변수

거래
특성

<표 3>에서 종속변수는 개인투자자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개별사안에 대하여 투자확
정인 경우이면 ‘1’, 투자보류인 경우이면 ‘0’으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투자선호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설정한 설명변수는 부동산특성과 거래특성 변수로 대분
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특성 변수는 일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베트남
아파트의 투자특성을 고려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부동산은 고가성을 갖는 재화로서 투자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갖춘 유효수요인 경우에 한정된다. 이에 ln거래단가는 개인투자
자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전유면적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투
자하는 경우 인구특성이나 시장수요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투자결정요인으로 실거주면적인
전유면적을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단지규모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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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규모가 클수록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바 해외투자시에도 이러한 요인이 유사한 결과를 갖
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투입변수는 투자대상 아파트가 속한 단지의 총가구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층수는 투자대상 아파트의 층수를 적용하여 층수와 투자선호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일반적으로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지역의 경우 기후특성상 단지내 입주민을 위한 수영장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입주시 수영장이 있는 경우를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수
영장 여부를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외국인비율은 투자대상이 속한 아파트단지내 외국인 거
주가구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개별동의 관리실(bảo vệ)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준으로 총세대수
대비 외국인 거주가구 비율을 적용하였다. 편의시설은 투자대상부동산과 대형쇼핑몰 등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투입한 변수로 거리차이에 따른 투자선호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으로 브랜드는 아파트건설사에 대한 정보로서, 베트남에서 1위 건설업체인 VIN GROUP인
경우와 그 외 경우로 나누어 더미변수로 투입하여 브랜드에 따른 투자선호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거래특성 변수는 대출비율을 비롯한 총5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투자금과 관련성이
있는 변수로서 대출비율을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총 투자금 대비 대출규모를 파악하여 투자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환율의 경우 투자에 따른 수익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
는 요인으로서 투자선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투자목적은 임대와 자가의 경우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투자선호여
부나 영향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부동
산 투자정보수집 등의 어려움이 있어, 투자자의 직·간접 해외투자 경험여부에 따른 영향을 살
펴볼 필요가 있어 이를 거래특성변수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여부에 따라 개인투자자
가 해외부동산 투자결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를 더미변수로 투
입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는 증가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부동산 투자선호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으로서
선정된 설명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모형을 확정하는 입력(enter)방식에 의하였다. 분석
에 투입된 자료의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633건 중 투자가 확정된 경우는 전체 54%인 342건
이며, 투자보류는 291건이다. 투자대상아파트 중 74.7%가(473건) 입주민을 위해 수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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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중 60.3%가 VIN GROUP에서 건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형에
있어서는 투자목적이 임대인 경우가 489건으로 전체 중 77.3%에 해당하며, 해외투자경험과
결혼여부에 대한 빈도를 살펴볼 때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가 369건, 기혼인 경우가 497건으
로 나타났다.
<표 4> 빈도표
구분
투자여부
수영장여부
브랜드
투자목적
해외투자경험
결혼여부

N
투자확정
투자보류
있음
없음
VIN Group
Vin Group 외
임대
자가
있음
없음
기혼
미혼

633
633
633
633
633
633

빈도

비율

342

0.540

291

0.460

473

0.747

160

0.253

382

0.603

251

0.397

489

0.773

144

0.227

369

0.583

264

0.417

497

0.785

136

0.215

기술통계량은 ln거래단가는 평균이 20.497이며, 평균 전유면적은 132.003㎡으로 한국의
국민주택 규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규모는 최소값이 928세대, 평균이
3,801,17세대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비율은 평균 52.7%로 사례대
상 지역의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이시 아파트의 가격 및 임대료는 평균소
득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아파트거주는 외국인의 비율이 아직까지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대상부동산과 편의시설은 평균 약2,864m 떨어져 있으며, 대출비율은 평균 약35%에 달
하며, 최소값이 0인 경우는 전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환율은 투자
확정 당일의 원달러 환율로서 평균 1,126.67원으로 나타났다.

- 122 -

개인투자자의 해외부동산 투자선호요인 분석

<표 5> 기술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n거래단가

20.497

0.798

16.701

25.892

전유면적

132.003

53.626

73.279

280.50

단지규모

3807.17

3211.18

928

9,943

외국인비율

0.527

0.185

0.289

0.777

편의시설 접근성

2864.385

187.009

123

8720

대출비율

35.462

18.143

0.000

75.000

환율

1126.67

31.60

1091.00

1181.50

2. 모형의 적합성 및 적중률
설명변수가 모두 포함된 분석모형의 -2loglikelihood(-2LL)은 330.278로   -test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항로지스틱 회귀식의 종속변수 설명력은 Cox & Snell  
은 0.313과 Nagelkerke   은 0.382로 분석되었다.15) 또한, Hosmer -Lemeshow검정
을16) 통해 모형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은 8.743이고, 유의확률은 0.334로 모
형은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6> Hosmer-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

8.743

8

0.334

<표 7>은 분석을 위해 선정된 설명변수들에 의해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실제와 예측에 딸
적중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실제로 투자를 확정한 투자자 342명 중에서 239명이
적중되었고, 103명은 모형오류로 분석되었다. 또한 투자보류 한 291명중 실제로 투자를 보류
15) Cox&Snell의   과 Nagelkerke의   은 로그 우도함수 값을 이용해 계산한 유사   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은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입증하는데 제한적이다. 즉, 종속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
  값이 변화하여 고정된 설명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산출된  
은 일반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은 참고 정보로 활
용된다.
16) Hosmer-Lemeshow검정의 귀무가설(  )은 예측과 관찰확률은 차이가 없음을 전제하며, 상기분석에
서 유의확률은 0.334로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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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는 205명으로 본 연구모형의 전체 적중률은 70.16%로 나타나 모형적중률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모형 적중률
예측
관찰

1
단계

투자여부

투자여부
확정(1)

보류(0)

분류정확
(%)

확정(1)

239

103

69.88

보류(0)

86

205

70.45

전체 %

70.16

3.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투자사례를 기준으로 투자선호요인을 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총13개의 설명변수 중에서 투자선호요인의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한 부동산특성 변수는 총 8개로서 이중에서 ln거래단가, 단지규모, 층수, 외국인비율,
편의시설접근성 등 5개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명변수에 따른 영
향여부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n거래단가의 승산비(exp(  ))는 0.574로서 한 단위가
증가할 때 투자확률이 0.574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투
자는 유효수요에 한정하여 투자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투자대상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이러한
결정에 중대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단지규모는 투자대상 아파트가 속한 단지의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단지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확정 될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xp(  ) =1.383) 베트남은
최근 들어 부동산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거환경과 관련된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
에 있다. 다만 단지규모가 클수록 상·하수도시설이나, 예비 전기시설 등이 비교적 잘 마련되
어 있고, 입주민을 위한 단지내 공원 등과 같은 공동공간이 갖추어져 있어 임대 등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투자선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층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당변수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0.804배 만큼 투자확정 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고층일수록 선호도가 높으나
베트남의 경우 종래 저층 단독주택이 주거용부동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고층을 회피하는 경
향이 있으며, 이러한 수요요구가 최종 투자확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비
율의 경우 한 단위 증가에 따른 투자확정 확률은 1.21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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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득수준에17) 비해 아파트 가격이나 임대료가 높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수요자는 중
산층의 베트남인18) 또는 외국인이 주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외국인거주 아파트의 경우 관리
상태 등이 양호하여 재임대가 원활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높은 외국인비율은 투자확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은 투자대상과 대형쇼핑몰 등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양
구간의 거리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투자확정을 0.837배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설
과도 방향성이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대중교통시설 등이 원활하지 않아 이
러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용이할수록 더욱 선호되는 특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전유면적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투자확정이 이루어질 확률이 1.064배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면적이 클수록 투자선호도가 낮아지는 선행연
구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베트남에서 투자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
을 보면 베트남 중산층이나 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거주민의 특성상 주거 쾌적성을 이
유로 넓은 거주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유면적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결과를 확정
할 수는 없었다.
다음으로 거래특성 변수는 총 5개 중 3개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서 구체적
으로 대출비율, 환율, 투자경험 등이 개인투자자의 투자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동산은 고가의 재화로 투자금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투자확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정도는 대출비율
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투자확정은 0.378배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설정된 연구가설과 동일한 결과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부채가 증가할수록 투자확정이 낮
아지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환율은 해외부동산투자 시 수익률과 직접적인 관련성
을 갖는 변수로서 환율이 한단위 증가할 때 투자확정 될 확률은 0.775배로 감소하여 투자확
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경우 해외투자 경험이 있
을수록 투자확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였으며, 분석결과 개인투자자의 경우
직·간접적인 해외투자 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투자확정은 2.57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에서 투입된 설명변수 중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서 개인투자자의 경우 과
거 투자경험이 투자확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7) 베트남은 2018년 기준 1인단 국민소득은 약 US$2,500으로 중국의 약25%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의
US$31,349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나무위키, http://namu.wiki)
18) 2014년 소득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9.7배이나, 2018년에는 10배에 달하고 있으며,
지니계수는 0.4로 베트남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www.saigon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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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부동산특성

거래특성



Wald

exp(  )

ln거래단가

-0.613

4.221

0.574***

전유면적

0.003

0.052

1.064

단지규모

0.261

2.174

1.383*

층수

-0.012

2.411

0.804**

수영장여부

0.004

1.324

1.071

외국인비율

0.175

4.229

1.217*

편의시설 접근성

-0.199

2.340

0.837***

브랜드

0.002

0.926

1.005

대출비율

-0.841

3.565

0.378**

환율

-0.362

0.506

0.775**

투자유형

0.227

5.261

1.325

해외투자경험

1.016

9.207

2.573***

결혼여부

0.007

2.328

1.018

주: *p<0.1, **p<0.05, ***p<0.01

Ⅴ. 결 론
최근 국내 부동산시장침체와 해외부동산시장의 진출 가능성 확대로 기관투자자의 영역으
로 인식되었던 해외부동산투자에 개인투자자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관련 연구나 정보는 미미한 상태로 이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투자자의 해외부동산 투자선호요인
과 영향정도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개인투자자의 해외부동산 투자선호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실시
한 결과 모형적중률은 70.16%로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특성 변수 중 투자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요인은 단지규모
(exp(  )=1.383)와 외국인비율(exp(  )=1.217)로 나타났다. 반면 ln거래단가(exp(  )=0.572),
층수(exp(  )=0.804), 편의시설 접근성(exp(  )=0.837)은 투자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고층일수록 조망권,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 투자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하노이시 아파트의 경우 투자선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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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의 기존 주거형태가 저층 단독주택을 위주로 형성되는
등 베트남 고유의 문화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둘째, 총 5개의 거래특성변수를 분석한
결과 투자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해외투자경험(exp(  )=2.573), 결혼여부
(exp(  )=1.305)로 나타났으며, 대출비율과(exp(  )=0.378)과 환율은(exp(  )=0.775)은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경우 해외투자에 대한 직·간접경험
은 한 단위 증가할 때 마다 투자확정 확률이 2.573배 높아져 본 연구의 설명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자신 또는 지인의 과거 투자경험이
투자확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해외부동산의 경우에는 투자국
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 의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개인의 직접투자시 다양
한 정보취득과 객관적분석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해외부동산 투자선호요인과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개인투자자에
게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갖는
다. 첫째, 자료수집의 한계로 약1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해외부동산투자의
경우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둘째, 본 연구는 하노이시에 한정된 분석으로 지역적 한계를 지닌다. 하노이시는 베트남
의 수도로서 부동산투자 관련 선호지역이지만 호치민, 다낭, 빈푹, 하이퐁 등과의 비교·분석
이 이루어진다면 풍부한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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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will of interest the cost factors and operating factors have positive effect on current satisfaction and
all of the above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 to persistent business will. But location factors and
operating factors have negative effect on persistent business will and it means that the better location
factors and operating factors, the higher intention to transfer goodwill.
Keywords : Retail’s Goodwill, Tenants, Decision Factors, Satisfaction, will to operate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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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지속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그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상가권리금에 관한 분쟁이다. 본 연구는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대한 임차인의 만족도와 지속적인 영업의
사에 대하여 연구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입지요인이 상가권
리금과 가장 강력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비용요인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고 다음으로
영업요인이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건물요인은 상가권리금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대한 임차인의 만족도에 대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
한 결과 입지요인, 건물요인, 비용요인, 영업요인 중 비용요인과 영업요인은 현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입지요인, 건물요인, 비용요인, 영업요인 모두 다 지속적 영업의사에 유
효한 영향을 준다. 다만 입지요인과 영업요인은 지속적 영업의사에 부(-)의 영향을 주고 이는
입지요인과 영업요인이 좋을수록 향후 영업권 양도 의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상가권리금, 상가임차인, 결정요인, 만족도, 지속적 영업의사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개정되면서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암묵적인 형태로만 거래되던 상가권리금을
이제는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법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회수
할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가권리금 관련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
다.1) 그나마 상가권리금의 경우 갱신요구권 기간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1)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2017년 77건에서, 2018년 154건, 2019년
6월 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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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 갱신요구권 기간이 경과한 임차인
을 보호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2)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명도 시 임
차인의 상가권리금 보상에 대한 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상가권리금 관련 분쟁
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의 평가 방법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권리금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권리금의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유형무형 재
산마다 개별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일괄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상가권리금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의 분석은 현
재 상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향후 운영하고 있는 상가 점포의 영업권을
매도 할 경우 어느 정도의 상가권리금을 예상하는지 조사 분석하여 상가권리금의 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둘째,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대한 임차인의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임차인의 만족도
에 대한 연구는, 앞서 분석한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의 변수를 중심으로 현재 상가권리금을 지
급하고 영업을 하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그에 대한 만족도와 더불어 지속적인 영업의사를 분
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분석 시에 활용한 기초 자료는 서울시의 “2018
년도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모니터링”3)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상기의 서울시 기초자료는
2,042곳의 상가점포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이나, 본 연구는 이중 월평균 매출액, 권리금, 보
증금, 월차임 항목에 대해 모두 응답한 자료 중 지하철역 출입구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상
가점포 478곳의 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해 회귀분석
하였다.
한편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대한 임차인의 만족도 분석은 문헌검토를 통해 도출된 분석
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400부를 배포하고 그 중 306
부를 수거, 설문의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27부를 제외한 27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이미 상가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점한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하였다. 분석
2) 2019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는 2017다225312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갱신요구
권의 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의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
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본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설문조사 된 결과이며, 이중 서울시내 지하철 역 출입
구에서 500m이내 1층 상가의 조사결과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131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3號(通卷 第53號)

의 시간적 범위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설문조사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공간
적 범위는 서울시 및 경기도로 한정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이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 임
차인으로 한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으로 AMO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Ⅱ. 상가권리금의 이론적 고찰
1. 상가권리금의 정의
상가권리금 관련 조항은 상임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권리금
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
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4) 유형재산이란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영업활동
에 사용하는 영업시설, 비품, 재고자산 등 물리적·구체적 형태를 갖춘 재산을 말하고, 무형재
산이란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거래처, 신용, 영
업상의 노하우,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물리적·구체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
산을 말한다.5) 상가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데, 과거에는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등으로 구분하
였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구분 없이 거래되고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구해온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특별한 사정6)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고, 새로운 임대차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방해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7) 실제 소송에서도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법원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결정하고 있다.

4) 상임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제①항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6호 감정평가 실무기준.
6) 상임법 제10조의 제①항 ; 임대인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7) 상임법 제10조의4 제③항.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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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상가권리금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법·제도의 개정 및 개선 방향과, 상가권리금 형성요인
및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2015년 상임법에서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의 보호를 법으로 규정한 이후 이전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법·제도에 관한 개선 사항은 꾸준하
게 상임법에 반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제도 연구 보다는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금상수·류현옥·이영호(2016)8)는 전국에 분포한 상가의 지역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규명하였다. 공통적으로 모든 지역에 걸쳐 임대료(+), 임차 전용면적(+), 개별공시지가
(-)의 영향이 있었다.
김학환·정승영(2016)9)은 상가권리금에 정(+)의 효과를 주는 독립변수는 상가매매가격,
상가보증금, 월세, 상권내의 도소매 비율이고, 부(-)의 효과를 주는 독립변수로는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사업체의 비율과 건설업체의 비율임을 밝혔다.
석두성·박진호·최열(2018)10)은 점포의 환산보증금과 요식업 여부, 입점한 상가의 층수와
입점상가 주변의 유동인구는 상가권리금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점포의 면적과 입점한 상
가의 공시지가 및 주변의 가구는 상가권리금에 부(-)의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세원·노승철·박용범·김현덕(2018)11)은 상가권리금과 임대료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
고 비탄력적인 속성이 있으며, 임대료와 상가권리금은 모두 건물 특성, 유동적 입지요인, 고
정적 입지요인의 순서로 상가권리금에 영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임재현·정승영(2015)12)은 월세와 상가의 권리금은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월세와
보증금이 상가권리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전체 임대료 대비 월세의 비중이 상가
권리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정승영·김진(2017)13)은 상가권리금이 큰 집단에서는 상가월세가 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8) 금상수·류현옥·이영호, “상가 지역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주거환경, 제14권 제3호, 한
국주거환경학회, 2016, pp.89~101.
9) 김학환·정승영, “서울시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제18집, 한국집합건물법
학회, 2016, pp.33~55.
10) 석두성·박진호·최열, “입점 상가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권리금 결정 연구”, 부동산학보, 제74
호, 한국부동산학회, 2018, pp.93~105.
11) 이세원·노승철·박용범·김현덕, “유동인구가 상가권리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서초․강남구 상권을
중심으로”, 지적과 국토정보, 제48권 제1호, 한국국토정보공사, 2018, pp.229~244.
12) 임재현·정승영,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제45권 제2호, 한국국토정
보공사, 2015, pp.191~201.
13) 정승영·김진, “판별분석을 이용한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의 비교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제21집
제2호, 한국부동산법학회, 2017,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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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이고, 권리금이 낮은 집단에서는 유동인구의 평균 나이가 권리금을 결정하는 변수임을
입증하였다.
한상빈·노태욱(2017)14)은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면적이 상가권리금과 가장 높
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요식업소의 경우 보증금이 상가권리금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음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을 대부분 상가의 임차 면적과 보증금,
월세, 유동인구, 1층 여부, 업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그 변수들이 상가권리금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임대면적과 상가권리금과의 관계이다. 금상수 외15)는
임대면적이 상가권리금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석두성 외16)의 연구에서는 임대
면적이 상가권리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결정요
인 분석과 나아가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이 상가임차인의 만족도와 지속적 영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Ⅲ. 분석방법 및 변수선정
1. 분석방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입지요인, 건물요인, 영업요인, 비
용요인을 기본 변수로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고,
이 요인이 임차인의 만족도 및 지속적 영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분석에서의 연구 모형은 “상가건물의 입지요인과, 건물요인, 비용요
인, 영업요인은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준다.” 이다.

14) 한상빈·노태욱, “상가권리금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수원시를 중심으로”, 집합건물법학, 제21
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 pp.291~318.
15) 금상수 외 2, 전게서, pp.89~101.
16) 석두성 외 2, 전게서,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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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     일 때  의 기댓값(회귀상수)
  : 모집단의 회귀계수(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
 :  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오차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대한 상가임차인의 만족도 및 향후 지속적 영업의사에 관한 가설
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입지요인, 건물요인, 비용요인, 영업요인)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입지요인, 건물요인, 비용요인, 영업요인)은 현재의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지속적 영업의사에 미치는 영향분석
(입지요인, 건물요인, 비용요인, 영업요인)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입지요인, 건물요인, 비용요인, 영업요인)은 지속적 영업의사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현재의 만족도가 지속적 영업의사에 미치는 영향분석
(입지요인, 건물요인, 비용요인, 영업요인)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입지요인, 건물요인, 비용요인, 영업요인)의 현재 만족도는 지속적
영업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선정
1)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분석의 변수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상가권리금이다. 독립변수는 개별공시지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17) 성태제(2018), “알기쉬운 통계분석”, 학지사,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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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과의 거리, 건물연면적, 주차장 유무, 건물 경과년수, 보증금, 임대면적, 월차임, 운
영기간, 월 평균 매출액, 프랜차이즈 유무의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상가권리금과 공시지가,
그리고 월차임에 관한 변수는 모두 ㎡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통일하였고 보증금은 전체 보증
금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당으로 환산한 보증금 금액보다 상가권리금을 형성하는데 가장
많은 부담을 차지하는 보증금을 총액 전체로 판단하여 변수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함
이다.
<표 1>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변수 선정
변수
종속변수

독
립
변
수

변수의 설명

단위

상가권리금

전용면적 ㎡당 권리금

원/㎡

개별 공시지가

㎡당 개별공시지가

원/㎡

버스정류장과의 도보거리

버스정류장과의 도보 이동 거리

m

지하철역과의 도보거리

지하철 출구와의 도보 이동 거리

m

건물연면적

입점한 건물의 연면적

㎡

주차장 유무

주차장 유1, 주차장 무0

더미

건물 경과년수

준공 후 건물 경과년수

년

보증금

임차 보증금 총액

원

임대면적

점포의 전용면적

㎡

단위 당 월차임

㎡당 월차임

원/㎡

운영기간

입점 후 계속 영업해 온 기간

개월

월 평균 매출액

점포 전체의 월 평균 매출액

원

프랜차이즈 유무

프랜차이즈 1, 독립점 0

더미

2) 상가권리금 만족도 분석의 변수
상가권리금 만족도 분석에서는 상가권리금을 결정하는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된 입지요
인, 건물요인, 비용요인, 영업요인 각각의 변수가 상가임차인에게 주는 현재의 만족도, 그리
고 향후 지속적인 영업의사를 분석하여 제시하기 위해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기 지급한
권리금이 현재 영업만족도와 지속적 영업의사에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한 변수인 전용면적과, 운영기간, 월 평균 매출액, 월 평균 수입액으로 요인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별 중요도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
형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연구모델 적합도 분석 그리고 전체 집단의 유의성 검정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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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만족도 및 지속적 영업의사 변수
요인명

변수명

입지요인

유사상가 밀집도, 상업지역 중심지와의 접근성, 공시지가, 유동인구, 지하철 출입구와의 거리, 주
요도로 접면여부, 노선버스의 수

건물요인

입점 층, 승강기 및 주차가능 여부, 전용면적, 건물연면적, 건물 경과년수, 건물 전체 층수

비용요인

인테리어, 광고물, 웹사이트 및 SNS 홍보, 세일정책 및 부가서비스, 기 지급한 권리금, 임대료,
인건비

영업요인

영업시간(실질 영업일수), 부가서비스(배달, 주류 및 담배판매 여부), 프랜차이즈 여부, 영업 다변
화, 제조비법 여부, 동종업종 경험 여부, 영업을 지속한 기간, 단골거래처의 양과 질, 매출액

Ⅳ. 실증분석
1. 기초통계
1)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분석의 기초통계
권리금 결정요인 분석의 기초통계는 <표 3>과 같다. 설문 대상 상가의 개별공시지가는 ㎡
당 최소 2,467,000원이고 최대 20,700,000원이다. 또한 지하철역까지의 도보 거리는 최소
7m이고 최대 853m이며 평균 349.12m이다. 주차장 유무는 더미변수로 주차장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처리했으며 평균 0.14로 대부분이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상
가 보증금의 최소값은 1,000,000원이고 최대값은 160,000,000원이다. 상가권리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 월차임은 최소 1,322원, 최대 606,942원이다. 프랜차이즈 여부는 더미변
수로 프랜차이즈인 경우 1, 독립점인 경우 0으로 처리 했으며 평균 0.15로 대부분이 독립점
이다.
자료의 분포특성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 중에서 보증금, 월매출액, 공시지가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3>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기초통계
변수

단위

N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권리금

원/㎡

478

10,606,061

50,417

1,365,848

1,059,886

공시지가

원/㎡

478

20,700,000

2,467,000

5,900,156

2,870,483

버스정류장과 도보거리

m

478

693

1

139.17

97.76

- 137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3號(通卷 第53號)

변수

단위

N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지하철역과 도보거리

m

478

853

7

349.12

191.78

건물연면적

㎡

478

92,554

22

1,418

6,652

주차장 유무

더미

478

1

0

0.14

0.348

건물 경과년수

년

478

73

0

31.96

12.365

임대면적

㎡

478

125.6

8.2

44.50

23.33

보증금

원

478

160,000,000

1,000,000

26,276,150

20,923,943

월차임

원/㎡

478

606,942

1,322

17,182

31,719

계속영업기간

개월

478

1361

4

84.91

102.09

월 매출액

원

478

90,000,000

300,000

13,343,410

12,459,027

프랜차이즈 여부

더미

478

1

0

0.15

0.360

2) 만족도 및 지속적 영업의사 분석 기초통계
만족도 및 지속적 영업의사 분석 기초통계는 <표 4>와 같다. 기초분석 결과, 운영업종은
서비스업이 142명(50.9%)로 가장 많았으며, 요식업 60명(21.5%), 기타 44명(15.8), 도소매
업 33명(11.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권리금이 존재하는 업종의 대부분이 서비스업
과 요식업임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4> 만족도 및 지속적 영업의사 기초통계
구분

구성분포 (단위 : 명, %)

성별
연령
운영업종
전용면적
운영기간
종업원 수
월평균 매출액

남성

여성

146(52.3)

133(47.7)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36(12.9)

79(28.3)

117(41.9)

47(16.8)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60(21.5)

33(11.08)

142(50.9)

44(15.8)

19.83㎡ 미만

19.83 ∼ 39.63㎡

39.63 ∼ 59.44㎡

59.44㎡ 이상

28(10.0)

99(35.5)

81(29.0)

71(25.4)

1년 미만

1∼3년 미만

3∼6년 미만

6∼9년 미만

9년 이상

36(12.9)

75(26.9)

101(36.2)

23(8.2)

44(15.8)

없음

1∼2명

3∼5명

6명 이상

73(26.2)

118(42.3)

74(26.5)

14(5.0)

500만원 미만

500∼1,000

1∼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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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분포 (단위 : 명, %)
만원

월평균 수입액

이상

64(22.9)

80(28.7)

68(24.4)

36(12.9)

31(11.1)

200만원 미만

200∼400
만원

400∼600
만원

600∼800
만원

800만원
이상

51(18.3)

82(29.4)

98(35.1)

24(8.6)

24(8.6)

2. 실증분석통계
1) 회귀분석
<표 5>는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변수 분산분석 표이다. F-분포의 값은 21.288로 회귀모
형의 유의성이 입증 되었다. 또한 모형의 수정된 R제곱 값은 0.338로 나타나 모형 전체의
33.8%를 설명하고 있다. 잔차 사이의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을 확인하는 Durbin
-Watson의 통계값18)도 1.982로 상호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의수준이 0.01보다
작게 나타남으로써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변수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1.900E+14

12

1.583E+13

잔차

3.458E+14

465

7.438E+11

21.288

0.000**

총계

5.358+14

477

R

R제곱

수정된
R제곱

표준 추정값오류

유의수준
변화량

Durbin
-Waston

0.595

0.355

0.338

862,410.892

0.000

1.982

* p<0.05 ** p<0.01

<표 6>은 각 변수와 상가권리금과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이는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보증금총액, 월평균매출
액은 통계적으로 1%의 유의수준에서 상가권리금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다. 개별공시지가
및 프랜차이즈여부는 각각 유의수준 5%에서 상가권리금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다.
18) Durbin-Watson의 통계값이 0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며, 2에 가까울수록 상호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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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하철역과의 거리 및 월차임, 임대면적은 1%의 유의수준에서 상가권리금과 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변수 사이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검증으로 분산팽창계수인 VIF 값19)
이 전체적으로 1∼2 사이에 있어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변수 상관계수
변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8.306

0.000**

0.110

2.276

0.023*

1.672

410.490

-0.032

-0.835

0.404

1.033

-1,117.902

219.495

-0.202

-5.093

0.000**

1.136

건물연면적

-8.545

6.050

-0.054

-1.412

0.159

1.039

주차장 유무

155,329.177

117,297.630

0.051

1.324

0.186

1.066

건물경과년수

-4,903.283

3,237.934

-0.057

-1.514

0.131

1.028

보증금총액

0.015

0.003

0.294

5.748

0.000**

1.887

임대면적

-11,646.407

2,114.085

-0.256

-5.509

0.000**

1.561

월차임

-7.626

1.334

-0.228

-5.716

0.000**

1.149

입주기간

235.505

393.766

0.023

0.598

0.550

1.036

월매출액

0.013

0.004

0.149

3.244

0.001**

1.520

프랜차이즈

232,558.516

117,730.136

0.079

1.975

0.049*

1.153

β

표준오차

상수

1,745,350.953

210,122.192

공시지가

0.040

0.018

버스정류장

-342.804

지하철역거리

β

VIF

* p<0.05 ** p<0.01

<표 7>와 <표 8>는 각 요인과 상가권리금과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요인별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하여 먼저 상기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의 변수를 4가지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19) VIF(분산팽창계수)의 값은 1에 근접할 때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그 값이 10이상이 되
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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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요인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1.268E+14

4

3.171E+13

잔차

4.090E+14

465

7.438E+11

36.675

0.000**

총계

5.358+14

477

R

R제곱

수정된
R제곱

표준 추정값오류

유의수준
변화량

Durbin
-Waston

0.487

0.237

0.230

929,882.172

0.000

1.918

* p<0.05 ** p<0.01

입지요인에 공시지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지하철역과의 거리 변수를 포함시켰고, 건물
연면적, 주차장 유무, 건물 경과년수, 임대면적은 건물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비용요인에는 월
매출액과, 보증금총액, 월차임의 변수를 포함시켰으며, 프랜차이즈 여부와 입주기간은 영업요
인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변수 값이 상가권리금 형성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지하철역과의 거리, 건물 경과년수, 월차임의 변수는 변수 값
의 역수에 해당 변수의 최대값을 곱해 기초 데이터를 형성하였다. 각 변수를 하나의 요인 값
으로 차원 축소하여 요인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상가권리금 결정요인 상관계수
비표준 계수

변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32.107

0.000**

0.517

11.197

0.000**

1.321

43,615.956

-0.028

-0.691

0.490

1.049

-133,914.081

50,893.769

-0.126

-2.631

0.009**

1.432

107,826.772

44,454.535

0.102

2.426

0.016*

1.092

β

표준오차

상수

1,365,590.373

42,531.837

입지요인

547,277.142

48,878.493

건물요인

-30,124.625

비용요인
영업요인

β

VIF

* p<0.05 ** p<0.01

결과를 살펴보면 입지요인은 통계적으로 1%의 유의수준에서 상가권리금과 정(+)의 관련
성을 보인다. 영업요인은 유의수준 5%에서 상가권리금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다. 또한 비
용요인은 1%의 유의수준에서 상가권리금과 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변수 사이의 다
중공선성에 대한 검증으로 분산팽창계수인 VIF 값이 전체적으로 1∼2 사이에 있어 다중공선
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분포의 값도 36.675로 회귀모형의 유의성도 입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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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형의 수정된 R제곱 값은 0.230으로 나타나 모형 전체의 23.0%를 설명하고 있다. 잔
차 사이의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을 확인하는 Durbin-Watson의 통계값도 1.918로 상호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각 변수가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입지요인(0.517)→비용요인
(-0.126)→영업요인(0.102)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요인 중 입지요인이 강력하게 상가권리금
의 형성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 비용이 적을수록, 영업
요인이 클수록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건물요인은 유의수준이 0.490으로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2) 구조방정식 분석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 파악과 관계성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분석
하고자 입지요인, 건물요인, 영업요인, 비용요인의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사이의 관계 분석을
하였다. <표 9>는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사전에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다. 전체적으로 신뢰성은 0.6보다 높게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고, 고유값도 1.860에서
4.894로 1 이상에서 요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때 P값은 각각 0.000을 나타내어 유의한 타
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9> 만족도 및 지속적 영업의사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명

입지
요인

건물
요인

비용
요인

타당성
변수명

요인값

공통성

유사상가 밀집도

0.756

0.572

상업지 중심지와의 접근성

0.671

0.450

유동인구

0.737

0.543

지하철 출입구와의 거리

0.660

0.436

건물 연면적

0.794

0.631

건물 경과년수

0.841

0.707

건물 전체 층수

0.723

0.522

인테리어

0.798

0.637

광고물 등 SNS홍보

0.823

0.677

세일정책 및 부가서비스

0.819

0.670

기 지급한 권리금

0.7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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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값
(전체
분산)

KMO
(Bartlett
구형성검정)

신뢰도α

2.001
(50.018)

0.650
(  =176.728,
p=0.000)

0.657

1.860
(62.003)

0.640
(  =149.615,
p=0.000)

0.689

2.488
(62.203)

0.782
(  =330.322,
p=0.000)

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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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요
인
명

변수명

영업
요인

요인값

공통성

프랜차이즈 여부

0.668

0.446

배달 주류 등 부가서비스

0.829

0.686

영업 다변화

0.816

0.667

제조비법 여부

0.800

0.641

동종업종 경험 여부

0.754

0.569

영업 지속 기간

0.812

0.659

단골거래처의 양과 질

0.854

0.730

매출액

0.705

0.497

신뢰성

고유값
(전체
분산)

KMO
(Bartlett
구형성검정)

신뢰도α

4.894
(61.177)

0.885
(  =1,342.717,
p=0.000)

0.903

<표 10> 만족도 및 지속적 영업의사 측변변수의 SMC
구분

입지
요인

건물
요인

비용
요인

영업
요인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변수

유사상가 밀집도

중심지와의 접근성

공시지가

SMC

0.499

-

-

변수

유동인구

SMC

0.551

지하철 출구와 거리 주요도로 접면 여부
0.476

노선버스의 수

0.443

-

변수

입점층

승강기 및 주차가능 여부

전용면적

SMC

-

-

0.437

변수

건물 연면적

건물 경과년수

건물 전체 층수

SMC

0.802

0.457

0.455

변수

인테리어

광고물, 웹사이트 등 홍보

세일정책 및 부가서비스

SMC

0.439

0.562

0.574

변수

기 지급한 권리금

임대료

인건비

SMC

0.529

-

-

변수

영업시간(실질 영업일수)

프랜차이즈 여부

부가서비스

SMC

-

-

0.616

변수

영업다변화

제조비법 여부

동종업종 경험 여부

SMC

0.581

0.565

0.557

변수

영업을 지속한 기간

단골거래처의 양과 질

매출액

SMC

0.656

0.72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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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들의 설명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값으로
판단하는데, SMC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SMC 값은 0.4 이상이
면 잠재변수는 해당 측정변수들의 변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0) SMC 분석
결과 입지요인에서는 유사상가 밀집도, 유동인구, 지하철 출입구와의 거리, 주요도로 접면여
부의 측정변수에서 SMC 값이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건물요인에서는 전용면적, 건물 연면
적, 건물 경과년수, 건물 전체층수의 측정변수에서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비용요인에서는
인테리어 세일정책 및 부가서비스, 광고물 웹사이트 및 SNS 홍보, 세일정책 및 부가서비스,
기 지급한 권리금의 측정변수에서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영업요인에서는 영업다변화, 제조
비법여부, 동종업종경험여부, 영업을 지속한 기간, 단골거래처의 양과 질, 매출액의 측정변수
에서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에서 현재 만족도와 지속적 영업의사에 관한 요인에 대하여 경로계수 유의성 검
정결과, 현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비용요인 0.185, 영업요인 0.192이 있으며,
이들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요인과 건물요인은 현재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만족도 및 지속적 영업의사 전체집단 경로계수 유의성 분석
구분

추정 값
(Estimates)

표준
오차

p값

입지요인 → 현재 만족도

0.108

0.214

0.128

건물요인 → 현재 만족도

0.004

0.176

0.953

비용요인 → 현재 만족도

0.185

0.122

0.005**

영업요인 → 현재 만족도

0.192

0.106

0.002**

입지요인 → 지속적 영업의사

-0.188

0.131

0.01*

건물요인 → 지속적 영업의사

0.229

0.111

0.001**

비용요인 → 지속적 영업의사

0.094

0.071

0.004**

영업요인 → 지속적 영업의사

-0.151

0.063

0.019*

현재 만족도 → 지속적 영업의사

0.094

0.035

0.114

* : p<0.05, ** : p<0.01

지속적 영업의사에는 네 요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요인은 –
0.188, 영업요인은 –0.151로 부(-)의 영향을 주며, 건물요인은 0.229, 비용요인은 0.094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만족도는 지속적 영업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20) 송지준,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2015,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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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요인과 영업요인의 변수들은 현재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만 현재의 만족도는 지
속적 영업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입지요인, 건물요인, 비용요인, 영업
요인 모두 지속적 영업의사에는 영향을 미친다. 다만 좋은 입지요인과 만족하는 영업요인은
지속적 영업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상가권리금을 인정받고 영업권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하여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대한 임차인의 만족도와 지속적인 영업의사에 대하여 분석하
고자 하였다.
첫째,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입지요인이 상가권리금과 가장 강력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비용요인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고 다음으로 영업요인이 정(+)의 상관관계
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건물요인은 상가권리금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대한 임차인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에서 입지요인, 건물요인,
비용요인, 영업요인 중 비용요인과 영업요인은 현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입지요인,
건물요인, 비용요인, 영업요인 모두 다 지속적 영업의사에 유효한 영향을 준다. 다만 입지요
인과 영업요인은 지속적 영업의사에 부(-)의 영향을 주고 이는 입지요인과 영업요인이 좋을수
록 향후 영업권 양도 의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본 연구는 상가권리금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체화 하였고, 이 요인들이 상가권리금 결정요인에 대한 임차인의 만족도와 지
속적 영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요인들을 기본으로 살펴보면, 향후 권리 양도
양수의 당사자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가 상가권리금 관련 금액을 평가하거나 결정하
는데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상가권리금에 대한 객관화 된 자료가 아닌 설
문조사에 의한 자료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부동산 매매가격처럼 상가권리금에 대한
공시제도의 부재로 인해 구체적으로 실거래된 상가권리금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향후 상가
권리금도 실거래 신고제도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거래내용을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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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의 토지가격지수를 이용하여 EGARCH(1,1)
모형으로 서울시로부터 지방으로 변동성 전이효과와 비대칭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변동성 전이효과 및 비대칭효과를 분석하는 틀로 GARCH 모형 보다는
EGARCH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 토지시장은
서울지역의 토지시장에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 동조화 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난 울산은 서울
의 토지가격이 1% 상승하면 0.44%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변동성 전이효과는 서
울 토지시장의 변동성보다 지방 전월의 토지시장의 변동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고, 정보에 따른 비대칭효과는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나타났다. 토지시장의 동조
화 현상이 서울과 지방에 나타남으로 서울지역의 토지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으
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 토지가격, 비대칭성 변동성, 전이효과, EGARCH

Ⅰ. 서 론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은 2005년 1월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42.3% 크게 성장했다. 전
국적으로 토지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도적인 역활은 서울지역의 토지가격의 급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동기간 서울지역의 토지가격 상승률은 전국 토지가격 상률보다 1.3배
높은 성장률1)을 보였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토지가격 상승이 지방 토지가격의 상승을 견
인한다는 인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되었으며, 서울
지역의 토지가격이 지방 토지가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을 규명한다면 계량적인 방
법으로 지방 토지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모형제시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서울지역 토지시장과 지방 토지시장과의 일정한 관계성을 분석하는 도구로 금융시계열 연
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GARCH 모형 류를 도입하여 가격 이전효과(price spillover effect)
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격 이전효과 분석 틀은 국내에서 주로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즉 미국의 다우존스지수가 오르면(하락하면)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도 상승(떨어지는락)하
1)한국감정원 토지가격 지수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산출함(http://www.kab.co.kr).

- 148 -

토지가격의 지역 간 전이효과에 관한 연구

는 동조화현상(coupling)이 일어나는 현상을 규명하고자 가격 이전효과 개념이 널리 사용되
왔다. 동조화 현상이란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각국의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련
의 현상을 지칭한다.
최근에는 이전효과 개념이 부동산시장 간의 동조화 현상을 규명하는 유용한 분석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 지역의 주택시장에서 다른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가격 이전효과를 분
석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 토지가격이 서울지역
의 토지가격에 동조화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토지시장의 가격 이전효과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진한 수준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토지가
격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실용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III장에서는 분석모형인GARCH(1,1) 모형
과 EGARCH(1,1) 모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IV장에서는 분석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를 제시하
고, V장은 결론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이전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식, 환율, 금리 등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서 주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전효과에 대한 외국연구는 Lee(2009), Willcocks(2010), Roxana
Fernández(2017) 등이 있으며, 국내연구로는 서승환(2001), 유한수(2007), 김호철·최창규
(2008), 전해정(2015)등이 있다. Lee(2009)2)는 호주의 8개 주의 1987년 4분기부터 2007년
4분기까지 분기별 주택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변동성 군집효과를 EGARCH 모형으로 실증분
석 하였다. 분석결과 각 개별 주 마다 변동성 군집효과(volatility clustering)가 차이가 있다
는 것을 제시하였다. Willcocks(2010)3)는 영국의 13개 도시의 1973년 4Q부터 2007년 4Q
까지의 분기별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여 GARCH 모형과 EGARCH 모형으로 주택가격의 지
역별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3개 도시 중 7개 도시에서 ARCH효과가 나타났고 6
개도시에서 EGARCH효과를 확인하였다. Roxana Fernández(2017)4)는 네들란드 도시의
성장은 기업들의 신규진입 활성화에 기반한다는 전제하에 기업의 수익과 시장참여자 수에 대
2) Lee, C. L., “Housing Price Volatility and its Determinants”, the 15th Pacific Rim Real
Estate Society Conference, Sydney, Australia, 18th-21th January 2009.
3) Willcocks, W., “Conditional Variences in UK Regional House Prices, ” Spatial Economic
Analysis, Vol.5 No.3, 2010, pp.339~354.
4) Roxana Fernández, “Spillover effects and city development,” 2017, https://editorialexpress.com/cgi-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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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식음료 서비스 산업인 어떤 편의시설에서 다른 편의시설로 매출
이전효과가 일어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빠의 진입은 테이크 아웃 기업의 수익성에
이전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반대는 이전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승환
(2001)5)은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지가의 불안정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경제 및 부동산정책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 지가도 불안정하고, 지가가 불안정하면 토지거래
가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호철·최창규(2008)6)는 강남재건축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
등이 서울의 다른 지역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요인으로 인식하여 2000년 1월부터 2007
년 11월까지 아파트가격지수를 이용하여 그랜즈 인과 분석 및 공적분 검정을 통하여 강남지
역과 여타지역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다른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항상 선도하지 않지만 적어도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은 서울의
여타 지역으로 가격이 이전된다고 분석하였다. 유한수(2007)7)는 지역간 주택매매가격 변동
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 주택매매가격 변동성이 부산 주택매매가격 변동
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기본적 변동성 및 일시적 변동성 모두 높은 관계
성을 유지한다고 분석하였다. 김동환(2015)8)은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과 거시경제 변수간의
관계를 VEC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산분해 결과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의 변동성은 거시
경제 변수의 충격보다 자기 자산의 변동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였다.
전해정(2015)9)은 주택매매, 전세, 월세가격의 변동성과 이전성이 서울시로부터 경기, 인
천지역으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2003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월별 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지역의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와 인천의 전세가격 역시 서울지역의 전세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이강용·이종아·정준호(2015)10)는 군집형태 검증모형과 분위수회귀모형을 이
용하여 아파트 시장의 군집형태 발현 여부를 주식시장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대형주
에서는 군집형태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파트시장에서는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아파트 시장
5) 서승환, “지가 불안정성의 영향 및 결정요인”, 「주택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주택학회, 2001, pp.57~74.
6) 김호철.최창규, “수도권 재건축아파트와 일반아파트 가격간의 인과성 및 지역 파급 효과에 대한 실증
적 분석 : 강남 지역의 가격 이전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0권 제1호, 한국지역개
발학회, 2008, pp.39~57.
7) 유한수, “KOSPI 변동성과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성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7권 제4호, 2007, 한
국경영컨설팅학회, pp.95~108.
8) 김동환, “VECM 모형을 아용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변수 관계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제41호, 대
한부동산학회, 2015, pp.179~205.
9) 전해정, “GARCH, EGARCH 모형을 이용한 주택 매매, 전세, 월세시장의 변동성과 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62집, 한국부동산학회, 2015, pp.218~232.
10) 이강용·이종아·정준호, “주택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군집행태 비교”, 「대한부동산학회지」, 제40호,
2015, pp.3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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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락할 때는 군집현상이 발현하지 않고 상승할 때 군집현상이 나타나는 비대칭적임을 분
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하락시 나타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외 주택시장 변동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
나 토지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지방의 토지가격이 서울지
역의 토지가격에 동조화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토지가격의 예측 모형 제시와 시사점
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분석모형
일반적으로 금융 시계열 분석에서 변동성(volatility)은 위험의 의미를 가지는 분산 또는
표준편차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가격의 변동성 이전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칭성을
대표하는 GARCH 모형과 비대칭성을 대표하는 EGARCH 모형으로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1. GARCH 모형
우선 GARCH 모형에 대해 살펴보자. GARCH 모형은 Bollerslev(1986)11)가 ARCH 모
형을 추정하는 경우 lag를 크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어 그 대안으로 인위적으로 몇 개의 파라
미터로 일반화 시킨 것이며, 다음과 같은 GARCH(p,q) 모형을 제안하였다. 즉, GARCH 모
형은 ARCH 모형에 조건부 분산의 시차를 추가한 것이다.
GARCH(1,1) 모형은 식 (1)과 같다.

        
          

(1)

식 (1)은 평균방정식(mean equation)  항의 설명변수로 AR(1)에 해당하는    을 도
입하였다. 조건부 분산식(conditional variance equation)  항은 상수항  , 전기의 오차
제곱    과 조건부 분산    의 식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ω>0, 0≤α<1, 0≤β<1이며,
GARCH(1,1) 모형이 약안정성(weakly stationary)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α+β
11) Bollerslev, T.,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Journal of
Econometrics」, Vol.31, 1986, pp.3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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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다. 계수  값이 크다는 것은 변동성이 시장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2)    는 변동성이 얼마나 지속적인가 또는 현재의 변동성이 미래에 어떤 속도로
소멸되어 갈 것인가를 측정하는 파라미터이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현재의 높은 변동
성이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GARCH(1,1) 모형은 현재 변동률의
오차항의 제곱이 변동성에 영향을 주게 되어 조건부 변동성의 충격이 양(+)이든 음(-)이든 상
관없이 항상 대칭적인 효과(symmetric effect)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비대칭적 효과
(asymmetric effect)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2. EGARCH 모형
EGARCH 모형은 Nelson(1991)13)이 GARCH 모형의 모수 가정 끝에 분산을 0보다 크
게 하기 위해 모수들을 모두 양수이어야 한다는 가정을 완화시킨 비대칭적 효과를 분석하기
에 적합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EGARCH(1,1)모형을 사용하고자 하며 조건부 분산식은
식 (2)와 같다.



  
  exp  log         
  


  

  


  

 

(2)

EGARCH(1,1) 모형은 파라미터에 대한 제약을 완화한 모형으로서 식 (2)의 조건부 분산
식에서  ≺  이면 추정된 조건부 분산식은 안정적이 된다. 비대칭효과를 측정하는 파라미터
  
  
는 이다. 즉,  ≺  이면    이고,  ≻  이면    가 되어 EGARCH(1,1) 모형
  
  

에서의 변동성은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토지시장이 가격 상승 뉴스 충격에 변동성이
더 크게 반응한다면  값은 양(+)이 되고, 하락 뉴스 충격에 변동성이 더 크게 반응한다면  값
이 음(-)이되어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존재하고,  ≠  이면 충격이 비대칭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Nelson(1991)이 사용한 식 (2) 대신에 Eview 7.0에서 제시한 수정된
조건부 분산식을 도입한다. 그 결과 추정되는 EGARCH(1,1) 모형은 식 (3)과 같다.

        

12) 김명직·장국현, 「금융시계열분석」, 경문사, 2003, pp.219-222.
13) Nelson, D. B.,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in Asset Return: a New Approach”,
「Econometrica」, Vol.59, 1991, pp.34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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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log           
  
  

(3)





단,     

3. 가격과 변동성 분석을 위한 EGARCH 모형
서울지역으로부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지역으로의 토지가격의 일방적 이전
효과를 전제하였기에 서울지역의 모형을 우선 추정한 후 서울의 조건부 변동성 자료를 이용
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모형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식 (4)와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exp         log   
  
  
  
  


  exp         log
   log    (4)
  
  
식 (4)에서 각 변수 및 계수의 첨자는 각 지역을 구분한 것으로 서울에서 부산, 대구, 인천
등의 토지가격 이전효과인 경우 1이면 서울, 2이면 부산, 대구, 인천 등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는 서울지역으로부터 토지가격이 부산, 대구, 인천 등으로의 토지가격의 일방적 이전효과
를 검증하는 것으로 가정했기에 모형에서도 이 부분만 고려하여 분석한다. 서울지역에서는
타당성이 검증된 EGARCH(1,1) 모형을 사용하며, 부산, 대구, 인천 등의 경우는 평균방정식
에 서울지역의 토지가격 변동률의 전기변수    을 추가하여 추정하고, 조건부 분산식에도
서울지역의 조건부 분산의 로그값 log   을 추가하였다.14)

14) 이상경, 서울 주택시장으로부터 지방 주택시장으로의 가격 및 변동성 이전효과 연구,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지」, Vol.38 No.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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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결과
1. 자료 및 기초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감정원이 매월 조사하여 발표하는 토지가격지수를 이용하였
다. 자료의 사용기간은 월별시계열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200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월간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의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을
선택하였다. 이들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광역 도시를 중심으로 주로 발생
하기에 전이효과의 관측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1>은 서울에서 울산지
역까지의 토지가격 수익률의 기초 통계량이다. 토지가격의 수익률은 토지가격지수에 자연로
그를 취한 후 차분하여 계산하였다15).
<표 1> 토지가격 수익률 기초 통계량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균

0.256

0.204

0.220

0.201

0.143

0.189

0.150

표준편차

0.461

0.213

0.226

0.376

0.183

0.216

0.196

왜도

-4.866

-3.930

-5.032

-7.231

-2.724

-1.884

-8.067

첨도

38.817

37.752

39.260

77.513

25.844

20.221

90.340

Jarque-Bera
통계량

9815.324

9044.867

3929.644

2214.032

56206.500

(0.000)

(0.000)

(0.000)

(0.000)

(0.000)

10089.570 41049.370
(0.000)

(0.000)

주) ( )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유의수준

토지가격의 수익률은 서울이 0.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구 0.220, 부산
0.204, 인천 0.201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서울이 0.461로 가장 크고 인천 0.376, 대
구 0.226, 부산 0.213 순으로 나타나 서울시 토지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왜도는 서울에서 울산까지 모두 음(-)의 방향으로 정규분포보다 왼쪽으로 편향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첨도는 6보다 매우 커서 정규분포보다 훨씬 뽀족한 첨점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Jarque-Bera 통계량은 토지가격 변동률 분포가 정규분포한다는 귀
무가설을 1% 유의순준에서 기각하고 있어 이분산성에 의한 ARCH 류 모형 설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5) Rt=ln(Pt / Pt-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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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근 검정
시계열 분석은 안정성(stationary)을 기본 전제로 한다. 한 변수를 다른 변수에 대해 회귀
분석하는 경우, 두 변수 사이에 아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의성이 높은 회귀식이 추정
되는 가성적회귀(spurious regression)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변수의 안정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정과 PP검정으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
였다.16)17)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각 지수를 로그 1차 차분한 시계열 자료는 모두 1% 유
의수준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단위근 검정 결과
원지수

ADF
(lag4)

PP
(lag4)

로그차분

상수항

상수+추세항

상수항

상수+추세항

서울

-0.363

-1.652

-4.856 ***

-4.845 ***

부산

3.462

1.493

-4.293 ***

-5.387 ***

대구

1.974

0.314

-3.414 ***

-3.972 ***

인천

-1.131

-2.539

-7.185 ***

-7.179 ***

광주

4.166

2.556

-3.993 ***

-5.215 ***

대전

0.193

0.193

-4.349 ***

-4.376 ***

울산

1.558

-0.090

-8.242 ***

-8.446 ***

서울

-0.471

-1.505

-4.541 ***

-4.524 ***

부산

5.648

2.434

-4.150 ***

-5.319 ***

대구

3.087

1.190

-4.033 ***

-4.510 ***

인천

-1.177

-2.295

-7.185 ***

-7.182 ***

광주

7.141

4.066

-3.752 ***

-5.226 ***

대전

0.379

-0.662

-4.233 ***

-4.247 ***

울산

1.435

-0.235

-8.687 ***

-8.853 ***

주) 1. p<0.01***, p<0.05**, p<0.1* 2. 상수항 포함시 유의수준 1% 임계치:-3.46, 추세항포함시 유 의수준 1%
임계치:-4.01.

16) Dickey, D. and W. A. Fuller, “Distribution of Estimates for Autoregressive Time Series
with a Unit Root,”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74, 1979,
pp.427-431.
17) Phillips, P. C. and P. Perron, Testing for a Unit Root in Time Series Regression,
「Biometrica」, Vol.75, 1988, pp.3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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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지역 모형 추정 결과
토지가격에 대한 GARCH(1,1) 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추정 결과를 보면 상
수 값을 제외하고 모든 계수값들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방정식의
1계 시차계수인 b가 양(+)의 부호를 보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토지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이 다음 달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분산식은 α+β 값이
1.6552로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건부 분산식이 안정적(stationary)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서울지역 모형 추정 결과
GARCH(1,1)

EGARCH(1,1)

계수값

z통계량

계수값

z통계량

a

0.2018

1.553

290.1653

0.0017

b

1.0234

82.828***

1.0000

100.6115***

ω

0.0003

2.167**

-1.0422

-10.2151***

α

1.2882

7.634***

0.8112

9.0913***

β

0.3670

8.402***

0.8971

52.0207***

-0.2186

-3.0585***

γ
R2

0.502

0.514

D.W

1.726

1.727

Log L

146.81

154.6

AIC

-1.668

-1.748

SBC

-1.576

-1.630

주) ***, **, * : 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

한편, EGARCH(1,1)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역시 상수 값을 제외한 모든 계수값들이 유
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β값이 0.8971로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추
정된 조건부 분산식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의 토지가격 변동성이 현재의 변동
성을 설명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γ값이 –0.2186로 추정되어 뉴스 충격이 비대칭효
과를 보이며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상치 못한
토지가격 하락 충격이 동일한 크기의 예상치 못한 토지가격 상승보다 변동성을 더 감소시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비대칭 효과를 가정하는 EGARCH(1,1) 모형이 대칭효과를
가정하는 GARCH(1,1) 모형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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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가격과 변동성 이전효과 추정 결과
서울지역으로부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지역으로의 일방적인 이전효과를 가
정했기 때문에, 우선 서울지역 토지가격의 모형을 구축한 후, 추정된 서울지역의 조건부 분산
식에서 추정된 분석 자료로 이용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지역의 모형을 추정
하였다. 가격과 변동성의 이전효과 분석 모형은 식 (4)를 이용하여다. 서울지역의
EGARH(1,1)모형은 앞 절에서 추정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부산에서 울산지역까지의 추정 결
과를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지역 추정 결과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β2,1

β2,2

β2,3

α2,1

α2,2

α2,3

α2,4

계수값

0.1551

0.0463

0.9268

-2.6152

1.1811

-0.2350

0.7210

z통계량

5.460*** 3.593*** 59.055*** -4.885*** 10.331*** -2.344*** 8.974*** -3.799***

계수값

0.2654

0.0807

z통계량

5.508***

1.877*

계수값

0.0608

0.4167

1.0481

-0.1240

z통계량

4.162*** 12.070*** 16.070*** -5.573*** 6.845***

-1.132

계수값

0.1227

0.0798

-0.2079

z통계량

1.059

2.308** 25.824*** -4.146*** 3.875*** -1.891** 11.721*** -7.044**

계수값

0.1554

0.0733

z통계량

4.975***

1.275

계수값

0.1247

0.4460

z통계량

1.562

0.9417

-2.3702

0.6583

-0.2125

0.6531

α2,5

D.W Log L

-0.0138 2.488 309.4
-0.0859 1.913 233.14

40.290*** -6.953*** 4.895*** -1.958** 11.838*** -13.572***
0.7037
0.9643
0.8144

-2.3102
-1.7896
-1.9656

0.6503
0.5216

-0.2427

0.7097

10.449*** -4.054***
0.7620
0.6816

15.089*** -3.902*** 3.500*** -1.980** 7.810***
0.9256

-3.5873

-0.0412 2.826 208.91
-0.0308 2.488 240.22
-0.0397 2.056 192.14
-8.05***

1.4770

0.2937

0.5146

-0.0053 3.165 201.46

20.642*** 21.755*** -4.654*** 7.544***

1.926**

4.020***

-0.466

주) ***, **, * : 각 1%, 5%, 10% 수주에서 유의

평균방정식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와 울산지역의 상수항과 대전의 β2,2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분산식에서 AR(1)의 의미를
갖는 α2,4의 계수값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계수는 1보다 작아 모두 조건부 분산이 안정적(nonstationary)이라고 할 수 있다. 서
울지역으로부터의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으로의 가격 이전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
전지역의 β2,2의 계수 값은 유의하지 않으며, 다른 지역은 유의수준 10% 이하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서울지역의 월간 토지가격이 1% 상승하면 부산 0.04%p, 대구
0.08%p, 인천 0.41%p, 광주 0.08%p, 울산 0.44%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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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설명하는 α2,5의 계수 값은 울산을 제외하고 유의수준 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월 변동성의 영향을 설명하는 α2,4의 계수 값이 양(+)의 부호를 보이며
부산 0.7210, 대구 0.6531, 인천 0.7097, 광주 0.7620, 대전 0.6816, 울산 0.5146로 유의
수준 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각 지역의 전월 변동성을 설명하는 계수 값이
서울지역에서 각 지역으로의 변동성 이전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값보다 월등히 커서 각 지역
의 토지가격은 전월변동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입된 정보에
따른 변동성 비대칭적 반응을 설명하는 α2,3의 계수 값이 인천은 유의하지 않으며, 울산은 양
(+)의 부호를 보이며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모두 음(-)
의 부호를 보이며 유의수준 5% 이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울산을
제외하고 서울지역 EGARCH(1,1) 모형 추정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보였다. 즉, 예상치 못한 토지가격 하락 충격이 동일한 규모의 예상치 못한 토지가
격 상승 충격보다 부(-)의 변동성을 더 크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울산은 예상치 못

[그림 1] 조건부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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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지가격 상승 충격이 동일한 규모의 예상치 못한 토지가격 하락 충격보다 변동성을 더 크
게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1]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추정결과에서 도출된 조건부 분산을 나타낸 것이다. 조건
부 분산을 살펴보면 서울과 6대 광역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부터2009년 사이
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울산지역까지 외환위기 이후인
2005년에서 2006년 기간에 토지가격 변동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려는 부동산 규제완화와 부양정책으로 활발한 토지거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의 토지가격지수를 이용하여 EGARCH(1,1)
모형으로 서울시로부터 지방으로 토지가격 및 변동성 이전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평
균방정식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와 울산지역의 상수항과 대전의 β2,2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하게 나타났다. 조건부 분산식에서 AR(1)의 의미를 갖는 α2,4의
계수값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계수 값이 1보다
작아 모두 조건부 분산은 안정적(stationary)임을 보였다.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지방으로의 가
격 이전효과를 설명하는 β2,2의 계수 값이 대전지역을 제외하하고 10% 수준에서 모두 유의
하게 분석되었다. 가격 이전효과의 계수는 울산 0.4460, 인천 0.4167, 대구 0.0807, 광주
0.0798, 부산 0.0463 순으로 나타나 서울지역의 토지가격이 1% 상승하면 울산 0.44%p, 인
천 0.41%p, 대구 0.08%p, 광주 0.08%p, 부산 0.04%P 상승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서울의
토지가격 변동이 지방의 토지가격 변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서울에 금융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나 서울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할
때 대체투자처로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수도권과 지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인천과 울산이 서울 토지가격의 움직임에 크게 여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IMF 외환
위기 이후 인천의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적인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
발 호재, 울산의 KTX 역세권 개발,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혁신도시개발, 미포 국가산업단
지 확장, 등이 전이효과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동성 이전효과를 설명하는 α2,5의 계수 값은 울산을 제외한 유의수준 5% 이하에서 모
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 값을 보면 부산 –0.0138, 대구 –0.0859, 인천 –0.0412,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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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0.0308, 대전 –0.0397, 전월 변동성의 영향을 설명하는 α2,4의 계수 값이 양(+)의 부호
를 보이며 월등히 큰 값을 보여 서울지역에서 지방으로의 변동성 이전효과보다 각 지역의 전
월 변동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입된 정보에 따른 변동성 비대
칭적 변화를 설명하는 α2,3의 계수 값의 부호가 모두 음(-)의 부호를 보이며, 인천을 제외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여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입된 정보에 따른 비대칭 변동성 효과가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인천을 비롯한 지방 토지시장의 변동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서울 지역의 토지시장에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어 서울 지역의 영향력
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서울 지역의 토지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
하여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토지가격이 지방
토지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가격 예측 모형을 구축하여 학문적 차원의 실용적분
석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토지가격은 경제 변수, 경기, 제도, 부동산 정책 등
종합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지는데 토지가격 단일 변수로 분석한 결과는 연구의 강건성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수들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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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location on profitability of wireless retailers
in Pusan, Ulsan and Kyungnam a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selected vari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general store characteristics, wireless retailers characteristics, and trade area
characteristic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have collected 428 data from wireless
retailers stores and used the generalized linear model, GLS, as a methodology.
As a resul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in sales amount and sales
volume according to the reg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In Pusan, ownership-type, store size,
number of staff, number of transactional clients, ARPU, and size of district population are significant
factors on monthly sales revenues. In case of Ulsan, only the number of staff and transactional clients are
found relevant. Kyungnam shows that only transactional clients and r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As to
sales volume, ownership-type, store size, rent, and population are significant variables in Pusan.
However, in Ulsan, number of staff, number of transactional clients, ARPU have influence on sales
volume. In Kyungnam, ownership-type, number of transactional clients, and rent are significant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ot desirable to open a wireless retail store based solely on
trade area in terms of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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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이동통신 소매매장의 매출액과 판매량에 미치
는 입지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특성, 소매매장의 일반특성, 통신매장
특성, 소매상권 특성별로 변수를 설정하여 이동통신 매장 428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
고 G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따라 월 매출액과 판매량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의 경우 자가 매장, 매장
규모, 매장 인력 수, 업무처리 고객 수, ARPU 그리고 인구수가 이동통신 매장의 월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매장 인력 수, 업무처리 고객 수만 월 매출액에 영향
을 주었고, 경남의 경우 업무처리 고객 수, 임대료 지불총액이 월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산의 경우는 자가, 매장
규모, 매장인력 수, 업무처리 고객 수, 임대료 지불총액, 인구수가 월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은 매장인력 수, 업무처리 고객 수, ARPU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지역의 경우 자가 매장, 업무처리 고객 수, 임대료 지불총액이 판매
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주요 입지요인 소매상권(trade area) 만을 기
준으로 이동통신매장을 개설하는 것은 수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이동통신 소매매장, 매출액, 판매량, 소매상권, 임대료지불총액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대리점과 직영점의 소매매장 개설 시 입지선정을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지만, 매장의 입지가 수익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철저하게 분석하여 결정되고 있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는 이동통신 매장 개설시 입지가 좋아 비싼 임
대료를 지불하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핵심 상권(core
trading area)에 경쟁적으로 입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싼 임대료를 감내하면서 핵심
상권에 이동통신 소매매장을 개설하였으나, 매출액과 판매수량이 기대에 못 미치고 수익성이
저조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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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의 지대론(Ricardian rent theory)에 의하면 지대는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일단
결정된 다음에 총수익에서 토지 이외의 다른 모든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
여에 불과하다.1) 임대료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잉여의 성격이라면 현실에서 비싼
임대료를 감내하고 결정한 입지는 이동통신의 소매매장의 높은 수익성과 언제나 연계되지는
못할 것이다. 매장이 소위 핵심 상권이라는 좋은 입지에 개장되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으려면 매출액과 판매량이 이를 감당할 만큼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
하다면 이 경우 임대료는 리카르도의 지대이론에 따른 잉여가 아닌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지불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동통신 소매매장 수익성에 미치는 입지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자 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 입지의 영향력은 지역특성과 상권특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
였는데, 휴대폰이라는 특정 상품의 상권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내 이동통신 3사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2)에서 규정한 휴대폰 핵심 상권 기준을 적용하
였으며, 지역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소
매매장의 수익성을 분석할 때는 매출액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동통신 소매매장의
경우 통신사가 시장상황에 따라 특정 단말기와 판매 장려금을 차별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매
출액과 함께 판매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과 판매량을 모두 고려하
기로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이동통신 소매매장 개설 시 합리적인 입지선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의 이동통신 소매매장의 매출액과 판매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들을 상권특성, 소매매장의 일반특성, 통신매장의 특성 등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선정한
후 일반선형모형(generalized liner model, 이하 GLM)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기로 한다.
1) 김지현(2018). p118에서 인용. 학계에서는 임대료를 잉여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리카드로(Ricardo)의
견해와 임대료는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맬서스(Malthus)의 의견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다. 물론 마샬(Marshall, A)은 산출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변비용과 그렇지 못
한 고정비용으로 구분하면서 이 논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하다. 즉 마샬은 임대료는 산출량과 직
접적 연계가 되지 못하므로 고정비용라고 규정함으로써 임대료에는 잉여적 성격이 있다고 하였다(김지
현,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매업은 입지에 따라 사업성패가 좌우된다는 의식이 팽배하
다(황규성·장형진, 2016).
2) MVNO는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약자로 이동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설비나 망을
임차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성영훈·이영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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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6.0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며 공간적 범위는 부산, 울산, 경상남도의 428개의 매장이다. 이때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브
랜드 선호도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동일한 이동통신 소매 업장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이동통신 소매매장의 종류와 수익구조3)
국내 이동통신의 유통구조는 이동통신사와의 계약관계, 통신사 직접투자 여부에 따라 대
리점4), 판매점5), 직영점6)으로 나눌 수 있다.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
당통신사의 판매와 접점 서비스를 대행하며 판매점은 통신사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리
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를 제공 받고 모든 통신사를 취급한다. 직영점은 이동통신
사 및 자회사에서 매장을 직접 운영하며 대리점과 동일하게 해당 통신사만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대리점의 수익구조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 받는 판매 장려금과 위탁수수료, 제조사로부
터 받는 제조사 장려금이 있다. 판매 장려금은 단말기 판매실적과 연동하여 대리점이 지급 받
는 리베이트(Rebate)이다. 이동통신사가 특정 단말기에 더 많은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일별, 주말 시장상황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때문에 동일한 단말기
라도 판매 장려금은 수시로 변경된다. 위탁수수료는 가입실적 또는 위탁 업무의 처리 대가로
지급 받는 수수료이며,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시 해당 가입자의 월 요금 수납액의 일
정비율을 지급받게 되는 가입고객 관리수수료가 대표적이다. 이외 단말기 기변수수료, 업무취
급수수료 등이 있다. 제조사 장려금은 해당 제조사 단말기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지급 받는 리
베이트이다. 이러한 재원으로 대리점은 경쟁 대리점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점에 지급할 리
3) 이동통신의 수익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2011-51-174호 내용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상
생을 위한 과제”, KT경제경영연구소(2015)를 참고하였다.
4)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5)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
하는 자를 말한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7항)
6) “이동통신사가 직접 점포를 경영 관리하는 매장을 말한다.”권태익(2016). [이동통신 유통망 건전화 및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사업계획서]. p6에서 인용
대리점 운영 매장은 운영형태에 따라 자가/직영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직영의 의미는 대리점이 운영하
고, 본사가 매장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며 본사 임대, 투자매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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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트 수준을 결정한다. 판매점은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단말
기를 권매하고 판매한다. 한편, 직영점은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기본급과 판매 인센티브를
수익원으로 하며 매장의 임대료, 관리비 등의 비용은 이동통신사나 자회사에서 부담한다.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2015)

[그림 1] 이동통신 소매매장의 수익구조

2. 선행연구 검토
1) 소매업 입지가 매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소매업 입지에 대한 연구는 상권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대표적 이론은 레일리
(Reily, W.J.)의 소매인력법칙, 컨버스(Converse, P.D.)의 신소매법칙, 허프(Huff, D.L.)의
확률모형, 넬슨(Nelson, R.L.)의 소매입지이론이다. 이들 이론들은 현실 관찰을 통한 경험적
결과를 적시하거나 모형을 통한 현상설명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상권 또는 매출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공통 요인으로 인구, 매장과의 거리, 매장 규모를 언급하고 있다(김지현,
2018).
국내에서 이루어진 소매업 입지와 매출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매장이 입지한 주변
환경의 물리적 특성을 매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한다. 주요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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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데이터 구득이 수월한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커피전문점 등
이다(최막중·신선미, 2001; 이태정·조성현, 2007; 최유나·정의철, 2012; 김수현 외, 2015;
성은영·최창규, 2017; 성은영, 2018). 이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가 수행된 소매업종은 편
의점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특성은 대중교통과의 접근거리, 인구와 주변 경쟁점포의
수이며, 이외 매장특성(매장면적, 영업 개월 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막중·신
선미, 2001; 최유나·정의철, 2012; 김수현 외, 2015). 이태정·조성현(2007)과 김성문 외
(2014)7)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경쟁점포 수, 상주인구
수, 경제 및 지역요인, 매장특성 등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커
피전문점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대중교통, 유동인구, 주변 경쟁점포의 수와 같은 입지특성과
매장면적 및 종사자 수와 같은 매장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신우진·문소연,
2011).
이상의 연구들은 소매업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입지특성 뿐만 아니라 매장특성도
매출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 이동통신 매장의 수익성과 입지
이동통신 소매매장의 입지와 수익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고 해당 업종의 독특한 수익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 우선, 김득운·양지원·유선종(2014)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이동통신 매장을 대상으로
통신매장 특성, 일반매장 특성, 상권 특성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매장전용면적 30평 이상일
때와 핵심 상권에 입지해 있을 때 임대료인 월 지불총액8)과 판매실적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고 하였다.
조종태(2015)는 경쟁자 요인, 접근성 요인, 매장 요인, 판매자 역량이 판매량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임대조건(권리금, 보증금), 직원 수, 직영매장과 판매자 역량이
양(+)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대중교통 변수는 판매실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일(2016)은 매장의 경과년수, 경쟁매장 수, 임대료, 직원 수, 직무지식 등의 매장요인
과 초고속인터넷과 제휴카드의 결합요인, CS건수9), 평균급여총액의 프랜차이즈 요인이 매장
판매실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과년수, 직무지식, 결합요인이 판매실적에 양(+)의

7) 김성문 외(2014)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도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8) 월(환산)지불총액/평 = {(보증금×12%) + (월세)} + 권리금감가상각(권리금/60개월)
9) CS건수는 고객 내방 시 가맹점 및 비가맹점에서 전산으로 처리 완료된 업무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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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성은영·최창규(2017)는 서울의 외식업, 슈퍼마켓, 휴대폰 판매점을 대상으로 매출에 미치
는 영향을 물리적 입지요인 외에 거시경제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거시경제요인으로 가
처분소득의 증가는 이들 3가지 업종 모두의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고가제품인 휴대폰의 소득탄력성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입지적 요인으로는 지하철역까
지의 거리, 용적률, 블록 단위면적당 주거용도 면적, 도심까지의 거리가 같은 방향의 유의한
변수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휴대폰 매장은 중심상권에 입지할수록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윤서준·이호진(2018)은 서울시 휴대폰 매장을 대상으로 상권 및 입지, 물리적 상태, 임차
인의 영업이 전환임대료10)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강남, 영등포, 마포 등 도심지
역의 활성화된 상권에서 전환임대료의 변화량이 크게 나타났고 주차장 및 승강기가 존재하는
상가의 1층은 임대 조건이 더 높았다. 매장 실적이 좋고 근무 직원이 많을수록 전환임대료의
변화량이 증가하였고 영업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전환임대료의 변화량이 감소하였다.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소매매장의 입지와 매출액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된 반면,
이동통신 소매매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이동통신 매
장은 수익구조가 복잡하므로 매출액과 판매실적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또한 이동통신 매장을 분석할 때는 점포규모와
영업기간과 같은 일반매장특성과 구분하여 운영형태와 같은 통신매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입지요인이 이동통신 소매
매장 매출액과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0) 전환임대료는 임대계약 시 체결된 ‘보증금×전월세전환율+월세×12’로 계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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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1. 변수구성과 자료
이동통신 소매매장의 수익성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판매량에 따라 이동통신사에서 지급되
는 다양한 판매 장려금과 위탁수수료, 제조사로부터 받는 장려금이 중요한 수익원이라는 점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매출액은 월 평균 매출액으로, 판매량은 월 평균 신규
및 기변 판매량을 선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독립변수는 소매매장 일반특성, 이동통신매장특성, 상권특성, 지역특성으로 구분하여 선
정하였다. 우선, 소매매장 특성변수로 영업개시이후 경과년수를 선정하였다.11) 영업을 오래
한 매장일수록 단골고객을 확보하는 경우가 영업노하우가 축적되어 매출액 및 판매량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매장면적의 영향력은 허프(Huff)에 의해서도 강
조되었는데, 면적이 클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된다고 하였다(김지현, 2018). 이에 매장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12) 매장면적
을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자료는 매장의 전용면적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매매장 종사자
수는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장인력 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13)
두 번째는 이동통신 매장특성 변수이다. 이동통신 매장의 임대료와 보증금이 높을수록 유
동인구가 많고 내방고객 수가 증가하기에 매장 판매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조정태, 2015; 이세일, 2016). 실제로 이동통신 매장은 상가건물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지
면상가에 입점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매장의 월임대료를 보증금과 전환율외
권리금 감가상각을 고려한 월(환산)지불총액/㎡14)을 변수로 사용하기로 한다. 매장운영형태
는 임대차계약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구분되는데, 자가매장은 대리점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매장이며, 직영매장은 이동통신사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11) 최유나·정의철(2012)와 김성문 외(2014), 김수현 외(2015)의 연구를 반영하였다.
12) 매장면적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 연구는 Eppli and Shilling(1996), 최막중·신선미
(2001), 이태정·조성현(2007), 김성문 외(2014), 김수현 외(2015) 등이 있다.
13) 신우진·문소연(2011), 김성문 외(2014), 김수현 외(2015)는 매장 인력수는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조정태(2015)는 이통통신의 경우 다양한 판매상품 및 기기에 대한 전문 상담
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매장 근무 인력수의 증가는 판매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14) 오세준 외(2015)는 단위규모별 월(환산)지불총액이 월(환산)임대료보다 유의하다고 주장하였다.
월(환산)임대료/m² = (보증금+전환율 * 1/12개월) + 월임대료
월(환산)지불총액/m² = {(보증금+전환율 * 1/12개월) + 월임대료 } + 권리금감가상각(권리금/60개
월)이때 전환율은 상업용빌딩 경우 8-20%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 경우 12-15%를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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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매장형태를 말한다. 직영매장은 대부분 프리미엄 매장으로 운영되어 일반매장과 차별화
되고 근무인력 등을 관리하기에 다른 유형의 매장보다 매출액과 판매량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에 매장형태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조종태, 2015).15) 업무처리 고객이 많
다는 것은 비록 당장 상품을 구입하지는 않더라도 매장에 내방하는 고객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세일(2016)에 의하면 업무처리증가로 고객과의 대면기회가 증가하면 무선 상품
판매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업무처리고객수를 통신매장 특성 변
수로 선정하였다. ARPU(Average Revenue per User)는 서비스에 대하여 가입자 1명이 특
정기간 지출한 금액으로 이제까지 이동통신사의 수익성 지표 역할을 하여왔다. ARPU가 크다
는 것은 고객이 신상품,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등을 이용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출액 증가와 연계된다. 물론 ARPU가 높으면 신 단말기가 출시될 때 교체수요도 높기에 판
매량 증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16) 이에 ARPU를 통신매장 특성을 반영하는 독립변수로 선
정하였다.
세 번째, 상권특성에 대한 변수이다. 성은영·최창규(2017)와 김득운 외(2014)는 휴대폰은
고가제품인 만큼 매출액에 미치는 상권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를 참조하여 상권을 분류하여 분석하는데, 이때 상권 자료는 이동통신 3사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월평균 판매량의 합계로 구분한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한다. 즉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3사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인 MVNO가 각 지
역의 월평균 판매건수에 따라 월 800건 이상이면 A상권, 월 400건 이상이면 B상권, 월 400
건 미만이면 C상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상권을 A, B,
C로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하기로 한다.17)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의 시/군/구 인구
를 고려하였다. 왜냐하면 시/군/구 인구수는 소매업종의 수요와 연관된 주요한 지표이기 때
문이다.18) 각 지역의 상주인구는 2017년 말 기준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활용
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선정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
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기로 한다.
15) 본 분석에서 자가매장은 369개 매장(86.2%), 직영매장은 59개 매장(13.8%)의 분포로 자가매장이 압
도적으로 많아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16) ARPU가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서 구매력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백진현, 2019).
17) 부산지역은 A상권에 입점 매장이 29개 매장(17.2%), B상권 37개 매장(21.9%), C상권 103개 매장
(60.9%)로 분포되어 있다. 울산지역은 A상권 2개 매장(4.4%), B상권 7개 매장(15.6%), C상권 36개
매장(80.0%)으로 분포되어 있다. 경남지역은 A상권 17개 매장(7.9%), B상권 36개 매장(16.8%), C
상권 161개 매장(75.2%)로 분포되어 있다.
18) 본 연구는 김득운 외(2014)와 황규성(2014)을 참조하여 각 시/군/구의 상주인구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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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선정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부산(171개), 울산(46개), 경남지역
(218개)에서 이동통신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를 대상으로 하여 총 435개의 자료를 수집하였
다. 이때 소비자들의 특정 브랜드 선호도를 배제하기 위하여 00이동통신사 소매매장으로 국
한하였다. 기간은 2018년 3월에서 5월까지의 자료로 435개 매장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428개 매장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표 1> 변수 설명
Variables
종속변수

지역특성

독
립
변
수

매장 일반
특성

통신매장
특성

상권특성

설명(단위)

출처

매출액
판매량

월 평균 매출액
월 평균 신규, 기변 판매량

자료수집

부산시

시/군/구 상주 인구수(명)

KOSIS

울산시

시/군/구 상주 인구수(명)

KOSIS

경상남도

시/군/구 상주 인구수(명)

KOSIS

경과월수

매장오픈일~2018.5

자료수집

매장면적

매장 전용면적(3.3㎡)

자료수집

매장인력 수

명

자료수집

월임대료



월(환산)지불총액/ 

자료수집

매장운영형태

자가매장, 직영매장

자료수집

업무처리고객 수

매장 전산 업무처리 건수

자료수집

ARPU

이동전화 가입자당 월 매출액(원)

자료수집

A상권

월 평균 판매건수 800건 이상

자료수집

B상권

월 평균 판매건수 400~800건 미만

자료수집

C상권

월 평균 판매건수 400건 미만

자료수집

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와 다수의 독립변수들과의 선형상관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회
귀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선형회귀모델 추정기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OLS)인데, OLS는 오차가 유한한 분산을 가지며 독립변
수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추정은 편향되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 본 실증분석에 사용할 자료
중에는 이동통신사 매장의 수익성(매출액과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상권과
임대료 변수가 있는데, 이들 변수들의 오차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범주변수(categorial variable)와 연속변수(continuos variable)가 함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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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OLS를 적용하여 모형을 추정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실증분석에서
는 일반화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 GLS)을 적용한 일반선형모형
(generalized liner model, GLM)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6.0이다.

Ⅳ.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기술통계량은 <표 2>로 종속변수인 매출액과 판매수량은 모두 로그변환 하였고
독립변수 중 ARPU, 지불총액, 임대료, 시군구 인구수도 로그변환 하였다.
<표 2> 기술통계량
Variables

부산

울산

N

평균

SD

Min.

Max.

매출액_ln

169

16.437

0.703

14.247

17.778

판매수량_ln

169

4.230

0.634

2.303

5.557

경과월수

169

57.686

62.542

2

273

매장면적

169

23.938

12.393

7

68

매장인력 수

169

2.716

1.372

1

9

업무처리 고객 수

169

210.231 109.452

38

731

ARPU_ln

169

10.406

0.086

10.172

10.631

지불총액_ln

169

16.387

0.920

13.816

18.519

임대료_ln

169

16.306

0.950

13.816

18.488

시/군/구 인구수_ln

169

12.396

0.542

10.686

12.927

매출액_ln

45

16.121

0.696

13.720

17.443

판매수량_ln

45

4.014

0.655

1.609

5.236

경과월수

45

67.222

69.557

5

277

평수

45

26.873

16.871

7

109

매장인력 수

45

2.244

1.209

1

7

업무처리 고객 수

45

197.956 116.704

21

543

ARPU_ln

45

10.384

0.096

10.152

10.634

지불총액_ln

45

16.027

0.787

14.286

17.758

임대료_ln

45

15.943

0.794

14.286

1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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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경남

N

평균

SD

Min.

Max.

시/군/구 인구수_ln

45

12.464

0.247

12.205

12.715

매출액_ln

214

16.631

0.820

12.783

17.864

판매수량_ln

214

3.974

0.728

1.609

5.460

경과월수

214

70.827

68.056

0

307

평수

214

24.806

12.279

7

83

매장인력 수

214

2.430

1.368

1

8

업무처리 고객 수

214

183.991 112.837

21

647

ARPU_ln

214

10.405

0.084

10.154

10.590

지불총액_ln

214

15.973

0.800

12.899

18.213

임대료_ln

214

15.922

0.798

12.899

18.138

시/군/구 인구수_ln

214

12.300

0.663

10.235

13.814

2. 매출액과 판매량 분석결과
<표 3>은 부산, 울산, 경남을 구분하여 이동통신 소매매장 월 매출액의 결정요인을 일반
화선형모형(GLM)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의 설명력은 LL(log likelihood)와 LR
test(Likelihood ratio test in the Omnibus test)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산, 울산, 경
남 세 개의 모형 모두 양호하다.
우선, 부산의 경우 자가(유의수준 5%), 매장규모(유의수준 1%), 매장의 인력 수(유의수준
10%), 업무처리고객 수(유의수준 1%), ARPU(유의수준 5%), 그리고 해당 매장이 속해 있는
시/군/구의 인구수(유의수준 5%)가 이동통신 매장의 월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상권, 매장의 경과월수와 임대료 지불총액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장의 유형에 있어 자가매장이 직영매장 보다 얼마나 매출액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지
는 OLS 회귀분석의 더미효과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 자가 매장이 음(-)의 값을 보
여 자가보다는 직영매장이 매출액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
심사인 상권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변수는 상권 C에 비하여 다른
상권들이 얼마나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19) 월 임대료 지불총액도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19) 그러나 성은영·최창규(2017)와 김득운 외(2014)의 연구에서는 핵심 상권이 휴대폰 매출액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분석대상 지역에 따라 상권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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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흥미로운 점은 매장규모의 계수가 음(-)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매장규모가 크면 매출액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동통신의 매장규모는 합리적으로
적정규모(optimal scale)가 어느 정도 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매장의 인
력 수는 매출액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술통계량에서 1개 매장
에서 종사하는 평균 인력이 2.71명으로 나타났기에 대부분 이동통신 매장은 소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복잡한 단말기 보조금과 이동통신료, 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 고
객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장의 인력은 매출액에 상당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업무처리고객 수는 매출액에 긍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RPU는 높을수록 매장의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RPU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추정
되기에 유무선 결합상품, 부가서비스 판매율이 높아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
인다.
울산의 경우는 부산에 비하여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적게 나타
났다. 즉 매장의 인력 수(유의수준 10%), 업무처리고객 수(유의수준 5%)만이 이동통신 매장
의 월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의 인력수가 음(-)의 값을 보여 매장의 인
력수가 많을수록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울산지역의 조선
업 경기상황과 도매업 중심이라는 울산만의 영업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
업 불황으로 인해 이동통신 소매매장의 매출액 자체도 감소하고 있고, 울산은 대형판매점 중
심의 도매영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매유통망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소매매장의 인력 수 감축현상이 더욱 현저하다고 한다. 실제로 울산지역 소매 매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인력이 부산 2.7명, 경남 2.4명 대비 2.2명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경남지역의 경우는 오직 업무처리고객 수(유의수준 1%), 임대료 지불총액(유의수준 10%)
이 이동통신 매장의 월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은 창원, 진주, 양산
시 등 3개 시(市)를 제외하고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읍, 면 단위에서 임대료 지불총액
이 높은 매장이 매출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3> 이동통신 소매매장 매출액 결정요인 분석결과
부산
구분

울산

경남

계수

Wald
Chi-Square

계수

Wald
Chi-Square

계수

Wald
Chi-Square

상수항

3.974

1.025

20.827

8.772

11.490

8.499

자가=1

-.233**

5.646

-.484

2.647

-.101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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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분

울산

경남

계수

Wald
Chi-Square

계수

Wald
Chi-Square

계수

Wald
Chi-Square

상권 A

-.158

2.306

-.374

1.095

-.020

.026

상권 B

-.044

.311

-.282

1.875

.050

.347

경과월수

.000

.962

.001

.911

.000

.803

매장면적

-.009***

10.345

.004

.832

-.003

.960

매장인력 수

.058*

3.208

-.152*

3.114

.013

.144

업무처리 고객 수

.005***

147.313

.006**

52.965

.006***

203.522

ARPU_ln

.862**

5.563

-.750

1.355

.274

.534

임대료 지불총액_ln

.071

2.428

.097

.801

.095*

3.199

시/군/구 인구수_ln

.134***

6.553

.086

.147

-.049

.963

직영=2

상권 C

Log likelihood

-61.761

-12.456

-124.468

Likelihood Ratio Chi-Square

236.156***

69.172***

272.173***

표본 수

169

45

214

*p<0.1, **p<0.05,***p<0.01

<표 4>는 소매매장 월 판매량의 결정요인을 종속변수로 GLM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LL
과 LR test 결과 부산, 울산, 경남 세 개의 모형 모두 설명력은 양호하다.
부산의 경우는 자가(유의수준 5%), 매장규모(유의수준 5%), 매장인력 수(유의수준 10%),
업무처리고객 수(유의수준 1%), 임대료 지불총액(유의수준 5%), 해당 매장이 속해 있는 구
(區)의 인구수(유의수준 1%)가 이동통신 매장의 월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권, ARPU, 매장의 경과월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가 매장이 음(-)의 값
을 보여 자가보다는 직영매장이 판매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영매장이 자가매장에 비해 프리미엄 매장으로 개설하여 매장 인프라가 우수하고, 매장에
근무하는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며, 월별 판매목표 달성을 관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 부산에서는 매장면적 규모는 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이동전화 보급률이 이미 123%로 포화상태이고 공시지원금이 동일한 수준인 시장 환경에
서 이동전화 판매량이 매장 규모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업장이 지나치게 한산
하다는 인상을 고객에게 주어 판매량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매출액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합리적인 매장의 적정규모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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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인력 수는 판매량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매장보다는 매장에 근
무하는 인력이 많을수록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인력이 많을수록 매장에서
대기고객이 줄어들고 고객과의 판매 성공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임대료 지불총액이 양(+)의
값을 나타내어 임대료가 높은 매장일수록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어
같은 상업용 건물 내에서도 통신매장은 1층 또는 지면상가 입점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 수 있
었다. 또한 구(區) 인구수가 많을수록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말기유통구조개선법(2014년) 이전에는 소매매장에 따라 차별적으로 고객에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공시지원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원금이 동일하게 지급됨에
따라 부산지역에서는 구별로 인구수에 따라 판매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울산은 매장인력 수(유의수준 10%), 업무처리 고객 수(유의수준 1%), ARPU(유의수준
5%)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인력 수가 음(-)의 값을 보여 매장인력
수가 많을수록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울산 소매매장의 인원자체가 작기 때
문에 설명하기 곤란하다. ARPU는 판매량에 음(-)의 영향을 주어 조선업 불황으로 구조조정
이 진행되면서 울산의 실업률 증가로 인해 ARPU가 높은 고가폰 시장은 감소하고 ARPU가
낮은 저가폰 시장이 커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경남지역의 경우 자가매장(유의수준 10%), 업무처리고객 수(유의수준 1%), 임대료 지불총
액(유의수준 10%)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매장은 부산과 마찬가지
로 음(-)의 값으로 직영매장이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업무처
리 고객 수는 방문고객이 많을수록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임대료지불총액
이 매출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처럼 판매량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마찬가
지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 같다. 반면, 상권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상권A에
속할 만큼의 판매량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표 4> 이동통신 소매매장 판매량 결정요인 분석결과
부산
구분

울산

경남

계수

Wald
Chi-Square

계수

Wald
Chi-Square

계수

Wald
Chi-Square

상수항

-3.240

.992

14.554

5.102

2.356

.535

자가=1

-.256**

9.963

-.443

2.635

-.171*

2.749

상권 A

-.107

1.548

-.387

1.402

-.027

.070

상권 B

-.008

.013

-.239

1.593

.031

.199

직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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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분

울산

경남

계수

Wald
Chi-Square

계수

Wald
Chi-Square

계수

Wald
Chi-Square

경과월수

.000

.068

.001

1.015

.000

.244

매장규모

-.007**

8.996

.003

.665

-.001

.191

매장인력수

.044*

2.714

-.131*

2.755

.019

.467

업무고객수

.004***

173.461

.005***

58.523

.005***

240.457

ARPU_ln

.393

1.687

-1.238**

4.389

.021

.005

임대료 지불총액_ln

.082**

4.698

.066

.445

.078*

3.290

시/군/구
인구수_ln

.115***

7.059

.061

.088

-.055

1.800

상권 C

Log likelihood

-30.040

-8.523

-81.212

Likelihood Ratio
Chi-Square

264.408***

71.618***

307.826***

표본수

169

45

214

*p<0.1, **p<0.05,***p<0.01

Ⅴ. 결 론
국내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대리점과 직영점의 소매매장 개설 시, 좋은 입지는 높은 수익
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비합리적 믿음이 고착화되어 높은 임대료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른 바
핵심 상권에 매장을 개설하고자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싼 임대료
를 감내하면서 이동통신 소매매장을 개장하였으나, 매출액과 판매량이 저조하다면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입지선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입지가 이동통신 소매매장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
여 합리적인 입지선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 이동통신 매장의 경우, 특정 휴대
폰과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실적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인센티브 등이 수익성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매출액과 함께 판매량을 모두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입지의 영향력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의 영향력을 지역특성과 상권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휴
대폰이라는 특정 상품의 상권특성을 고려하기 위하0여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이동통신 사업자
인 MVNO에서 휴대폰의 핵심 상권 기준에 따라 구분한 상권 A, B, C의 영향력 차이를 분석
하였다. 또한 지역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구분하여 실증분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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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와 같은 입지적 특성 외 소매업종의 일반특성과 이동통신 매장의 특성도 회귀모형에
포함하여 매출액과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선형모형(GLM)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지역에 따라 매출액과 판매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다르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부산의 경우 자가 매장, 매장규모, 매장 인력 수, 업무처리 고객 수, ARPU
그리고 구(區) 인구수가 이동통신 매장의 매출액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
산은 매장 인력 수, 업무처리 고객 수만 매출액에 영향을 주었고, 경남의 경우 업무처리 고
객 수, 임대료 지불총액이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산의 경우는 자가, 매장규모, 매장인력 수, 업무처리 고객 수, 임대료 지불총
액, 인구수로 나타났다. 울산지역은 매장인력 수, 업무처리 고객 수, ARPU가 판매량에 영향
을 주었으며, 경남지역의 경우 자가 매장, 업무처리 고객 수, 임대료 지불총액이 판매량에 영
향을 미쳤다.
이상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이동통신 소매매장에 대한 입지의 영향력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에 임대료가 비싼 핵심 상권
이 반드시 높은 매출액과 판매실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에서는 핵심 상가에 개장하는 것이 이동통신 매장의 매출액과 판매량 증가로 연결되
지는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어 공시지원금이
동일하게 지급되면서 부산지역에서는 인구수가 많은 구(區)에 이동통신 매장을 개장할수록 판
매량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경남은 농촌지역으로 판매량 자
체가 대도시에 비하여 매우 적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권 분류 기준에서 볼 때는 핵
심 상권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지만, 임대료로 추정할 수 있는 입지의 영향력은 상당
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수익성과 매장규모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부산의 경우, 매장규모는 판
매량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차별적인
보조금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단말기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매장의 규모가 크더라도 가입자
유인효과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구의 인구수 영향력과도 관련이 있는 결과로 소비자들
이 휴대폰 구입 시, 핵심 상권의 큰 매장을 방문하기 보다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매
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산의 경우 이동통신 매장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적정규모(optimal scale)를 규명하여 매장 개장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울산은 매장인력 수가 음(-)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 매장 인력을 추가하
여도 판매량과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에 인력보충과 같은 양적 확장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경남지역은 농촌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은 곳은 그만
큼 고객 방문이 빈번한 상권이 활성화된 장소로 휴대폰 매출액과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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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었다. 따라서 경남의 경우는 입지조건이 우수한 매장으로 개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권을 이동통신 3사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인 MVNO에서 구축한
휴대폰 판매량의 월 합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분하였기에 경남과 같은 농촌지역의 상권 특
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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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4차산업혁명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초연결성을 근간으로 접촉하는 사람이나 사물의 주
체를 인식하고, 이를 빅데이터화 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한다.더불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하면서도 빠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스마트폰 및 기타 여러
기기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속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다. 하지만 제아무리 뛰어난 환경을 만
들어 간다 하여도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차별 없는 적용이 되어야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공개 되어 있는 장부인 블록에 일정량의 거래가 저장된다. 또한
모든 거래는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으로, 연결된 체인으로 저장이 된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거래의 편리성과 해킹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 제도
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등기 관련 장부의 보관이나 정보의 오류로 인한 부실등기와 관
련된 사항을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저장한다면 더욱 선진화된 등기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의 디지털화로 인한 정보의 유출이나 인증의 문제, 또는
부실등기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함으로써 등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부실등기가
줄어들면 권리자는 진정한 공시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더욱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부동
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현황을 부동산 거래안전 측면에서 분석하여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발전 방안
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주제어 : 가상화폐, 블록체인, 부동산 등기제도, 보안, 개선방안.

Ⅰ. Introduction
After 2007, the financial crisis began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U.S. tried to ease the quantitative easing of the U.S. dollar. There was a
system where there was a possibility, of trading without a central bank, even
though it could prevent the spill. The mood was created in 2009, whe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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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r named Satoshi Nakamoto was the first to create a world of
encryption,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developed earlier. Bitcoin is the first
block-chain-based coin.
Bitcoin is a global electronic currency that has no central bank and is not
regulated by the system with a rapidly growing future currency. It is also known as
crypto currency. Bitcoin is a P 2 P network-based encryption. Protocol uses protocols
to provide decentralized currency issuance and, stable trading environments without
intervention.
Bitcoin is generated by a very complex mathematical algorithm, which is
produced by mining operators, similar to digging gold mines, and is pre-determined
for the next 100 years. It uses, virtual wallets (wallet) to deal with other people and
pay for it. If you sell it as a bitcoin, your personal information does not spill out. The
transaction does not end with a complete anonymous book. All transactions are
stored in a block that can be a public online book. All transactions are stored in a
block that can be a public online book. Connected block, again saved as a
blockchain All right.
Bitcoin can validate the transactions generated through the mining process,
and a trading station is stored in the blockchain structure, the blockchain
structure, where the blockchain distributes transaction data. Transaction
information can be verified by any participant, and, all participants can be
verified, the same day for all participating nodes. The more data is built, the
more reliable the data is. It provides the integrity of the data through the
inability to change the data once recorded.
Bitcoin has been proposed as a breeding currency, and based on that, the
blockchain has been used in a variety of fields, especially, the Public blockchain.
Private blockchain have been studied, and are based on a variety of other
research, such as remittances. Including in-laws, digital content, patient records
management, voting, and digital content, such as the vote, are being used in
areas such as ownership documents and symposiums..
While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s currently strong in the
financial sector, there are many areas where application research has not yet
been carried out. Such blockchain is also a trend in which new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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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payment systems and, contract methods are being pushed into the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looks at the problems that arise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with such, blockchain and hopes to be used
as an improvement to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the future.

Ⅱ. Blockchain Overview
Blockchain means that small data under management is stored in a chain-type,
connection-based distributed data storage environment that, is created based on
the P2P method. This refers to data-on-modulation protection technology based
on distributed computing technology, which can be stored and cannot be
modified arbitrarily by anyone and, can access the results of changes.
To put it simply, blockchain is a user-managed public transaction book.
Within this block, transaction data is stored in a concise way.
Existing currencies store transactions on central servers, such as banks, but
blockchain-based coins are traded in peer to peer (P2P) format and the
transactions are stored in blocks rather than banks. And once stored in this
block, it is echnically designed to allow anyone, to access data anywhere with an
Internet connection without being able to make any modifications. In addition,
blockchain is not only stored on one computer, but it is stored on countless
computers.
Virtual currency, a typical bitcoin in blockchain systems, Once every 10
minutes, if wrongfully written or omitted, it, will replace the faulty part by
duplicating the normal books in others. The criteria for normal books are books
that are recognized by more than half of all users. That's why hacking is virtually
impossible because if someone tries to fix someone else transaction records,
they have to fix more than half of all connected users in a short time.
So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is blockchain? The first
advantage is that no third party is needed to ensure reliability because, all users
have books. Secondly, it is easy to block hacking. Even if some networks are
- 186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Registrar System Using Block Chain

hacked, there are no strikes and there are no problems with DDoS attacks
because of distributed structures. Third, because all transactions are disclosed,
they are more certain than existing financial services and the transaction details
are kept transparent. Fourth, blockchain is very economical because it does not,
require a central administrator to reduce the costs required for maintenance,
security maintenance, and transactional repeaters.
The downside is that the information that had to be sent only to the existing
center because of slow speed is slow, but, in the case of blockchain, it is slow at
the speed as individuals and individuals need to exchange information. The
second is that it is difficult to quickly update because a majority of users must
agree and may delay decision-making during technical errors or upgrades.
Despite such shortcomings, however, blockchain technology is expanding its
use not only to finance such as international remittances and small payments,
but, also to medical data, government administration services and IoT (Internet
of Things).
In Korea, the Ministry of Science, ICP and Future Planning is preparing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spread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n
addition to pilot projects to revitalize blockchain technology. blockchain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mass society in a short period of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ty.

Ⅲ.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Real Estate
Registrations
The purpose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to ensure that the parties
to the real estate transaction do not suffer unexpected losses by publicly
disclosing certain matters concerning the real estate, especially, those concerning
the real estate right by extension, to seek to speed up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gistrar means matters that are permitted to be registered under the 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nd other The Registrar may register only th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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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ribed for registration by law, as the Registrar is an official book aimed at
disclosing changes in the property rights.

1)In

this case, law refers to all laws that

stipulate registration procedures, not limited to the act of registering real estate
in a formal sense.

2)

Because the parties to the real estate transaction perform a right analysis on
the property through the register prior to entering into the contract, the
contents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transaction
safety of the property.
The ideal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to contribute to the safety
and smoothness of real estate transactions by disclosing real estate property
changes accurately and swiftly. With the size of the economy and, society
becoming more diversified in recent years. Real estate transactions have become
frequent and the human scope of the trading parties has expanded.
In such an environment, a system for enhancing the safet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is necessary f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o perform its
original functions, which should be equipped with a system to prevent bad
registration in the registered stage, and, to protect the partie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in the real estate before the registered stage as well as to protect the
partie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in the registered phas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ims to contribute to, the safety and
smoothness of real estate transactions by disclosing real estate property changes
accurately and swiftly.3)
The computerization of registered services not only improves efficiency of
registered business services, but also enables the people receiving registered
services to verify the rights of the real estate without restrictions, on time and
place,

and

increases

the

reliability

of

registered

real

estate

through

semi-permanent storage of preservation documents by electronic means, which
in turn improves the safety and smooth disclosure of real estate transactions.4)
1) Article 3, 34, 40, 48, 53, 54, 69, 70, 71 paragraph 1 and 72 of the Real Estate Registrar
Act, Article 74, Article 76, Article 80, Article 88, etc., the bookkeeping register of
prohibited articles under Article 40 paragraph 3 of the Housing Act, etc.
2) real estate registration practice [I], p33.
3) Kwak Yoon-jik,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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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methods for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n Article 24 of the Real Estate Registry Act to submit a written form with
application information and attachments or to send application information and
attachment

information

using

the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organization after user registration.5)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re may be a problem of hacking due to
supplementation in electronic applications.
Electronic application and user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Registration can be applied by sending application and attachment information
by using the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organization, (limited to the
registered type specifi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court administration) as
provided under the Supreme Court rules.
In order to apply for electronic application, the person applying for
registration or a qualified representative who can represent the registered
application, must appear at the registered office before the initial registration
application.6) if it is not present at the registrar's office of the electronic
application and all documents necessary for electronic application forms and
sending in a way how to in writing.
The attendance of application in writing, the applicant in accordance with an
application or the agent for more of their own qualified persons, so ‘user
registration’, must be and need to be. Must precede complement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according to the exclusion of principle of being present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features.
In the case of electronic applications,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type of
application register shall be provided. Without such essential information, the
application information cannot be sent.
Information that can be found directly at the registry office or information,
that is subject to the joint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can be omitted by
4) Choi Don-ho,Choi Don-ho, Legal Information Center, 2012.
5) Kwon Young-joon, a research task reports, the Ministry of Justice, “of registration and
notary deed of grounds for registration of public confidence”, 2010.
6) Article 24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rticle 2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rticle 68 of th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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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ing only.
If you want to attach the electronic document is the creation of thousands of
documents is, pdf and electronic documents for the file type, the creation of
thousands of private digital certificates, if information. Shall be attached
together.
In the case that a registered person of ownership applies for registration as
registered person, the certificate of recognition, of registered person shall be
submitted, but No.1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for electronic registration, it is not required to send the certificate
information when the registered, officer sends the official certificate information.

Ⅳ. The Necessity of Real Estate Registrar System Using
Block Chain
In response to a registered application, the registered agency shall not refuse
to repair the application, and request a related application for reasons of
doubtful rights, and shall examine the validity of the application by reviewing
the submitted written application itself or comparing it with the registered
application.
The case concern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egligence of a third
party in the event of damage to a third party due to the repair of a registration
application by a forged letter is recognized only if the average registered agency
in charge of the registered business.
It was aware that the submission, was forged easily, even if it had been given
the usual duty of attention during the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form, the
case was overlooked and the application was not submitted.
This reflects registered practice requiring swiftness and mass processing, and
such criteria are largely in line with the Supreme Court's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egligence of the responsible civil servant in cases where administrative,
action is revoked in an appeal suit due to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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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provision in the Real Estate Registrar Act or the Civil Act, which is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for compensation or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non-performing

registration,

and

the

Government's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Act, which stipulates compensation procedures
for damages by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s judged.
Once a bad registration occurs, it does not hurt transaction safety if it can be
corrected before a real estate transaction based on it. Therefore, if the right
person is required to know the registration of a non-performing loan and the
right person is notified immediately when the name of a certain type of
registration related to the public trust is changed, the bad registration may be
corrected immediately and the safety of the property transaction may be
increased.
In response, the nation's Supreme Court conducted a trial of the SMS Alimei
service' in November 2007 and has been fully implementing, the entire real
estate system since March 2008. SMS Alimi service is a free information service
that notifies the owner of a property by mobile phone upon receipt of a
registration application case for a property owned by the owner when it is
registered as a member with the Internet Register.
The application for the service can be registered by searching for and saving
the property owned by the owner of the property by registering, it as a member
of the Internet registry office, and then by clicking the SMS Alimei service
registration button in the member information modification menu.

Ⅴ. Conclusion
The real estate register is to disclose changes in property rights to the outside
world, so ensuring that the registered and substantive rights relationships, are
consistent is an important pre-emptive and ideal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registered system.
In other words, such an ideal of registered system can be realiz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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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 of registered system. In this regard, an institutional mechanism is
needed to prevent non-conformity of registration, non-performing registration,
from occurring in the registration process.
The decline in bad registrations is helpful to our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 to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registration. The rights of the rights
holders will be more assured by the registration of content consistent with the
substantive, management relationship.
A third party may assume the risk of non-performing loans due to the right
person who made transactions under the current system in which the registered
public confidence is not recognized, and this risk will also be reduced if the bad
registration, is reduced.
Real estate transactions will be facilitated by enhancing registered sincerity,
and reliability at the society-wide level. Also, social costs are expected to be
reduced due to the conflict, as unnecessary disputes that may arise from the bad
registration, will be reduced.
There is no general compensation policy for those who suffered damage after
engaging in real estate transactions with trust in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recognizes state compensation under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on the
premise of negligence of registered public officials in Korea.
In general, the compensation system for damages is often discussed under the
premise of recognizing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register. However, even in
Korea, where registered public confidence is not recognized, there are often
cases in which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conducted and damag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damages caused by the registration of non-performing loan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government does not recognize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registration, and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cases of overseas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compensation system for damages caused by the
registration, of non-performing loans since it
In order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registration by reducing the number of
bad registrations and to eventually promote the safet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the study proposed a permanent preservation of registered cause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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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countries, such as New Zealand and Germany, have already preserved
registered cause certificates electronically through scanning methods, but the
Korean registered practice has either returned or disposed of registered cause
certificates, immediately after registration.
A certificate of origin has the function of guaranteeing the authenticity of a
register. In order to strengthen the sincerity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post-registration is as important as preliminary screening at the registered stage.
If registered cause certificates are preserved electronically, errors in registration
items can be corrected immediately, and they can be used as data that can
reveal who is responsible for the bad registration.
If thes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are used in the bullock chain, the
system will enhance convenience by securing stability and sincerity in addition to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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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DEA 모형을 2016년~2018년 기간 동안의 대형 아울렛 쇼핑몰 내 소매점포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산출하고, 부동산의 입지에 따라 효율성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울렛 쇼핑몰의 토지종류에 따른 효율성과 아울렛 쇼핑몰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른 효
율성을 분석한다. 또한 비효율 점포에 대한 개선목표치를 제시하며, 토빗회귀분석을 통해 효
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입지요인을 분석한다. 효율성 산출 결과 산출지향 CCR 모형
에서는 4개 점포, 산출지향 BCC 모형에서는 8개 점포가 효율적으로 나타났고 전체 점포에서
30% 점포만이 효율적인 점포임을 알 수 있었다. 토지의 종류에 따른 효율성은 공업지, 상업
지, 주거지, 중심상업지, 기타 순으로 높았으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점포의 효
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토빗회귀분석을 통해 효율성의 원인 분석을 부동산의 입지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점포의 면적, 점포의 전면길이, 점포의 형태, 경쟁브랜드수 그리고 인구밀도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대형 아울렛 쇼핑몰, 소매점포, DEA분석, 입지, 토빗회귀분석

Ⅰ. 서 론
국내 아울렛 시장은 1994년 백화점식 아울렛 쇼핑몰이라는 개념으로 출발하여 2000년대
이후 2001아울렛, 뉴코아 아울렛, 세이브존과 같은 중저가 브랜드 중심의 도심형 아울렛이
꾸준히 등장하였다. 2007년 신세계에서 선보인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의 개점을 계기로 아
울렛 쇼핑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주요한 유통채널로 자리잡았다. 한편, 백화점이 침체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유통판로로서 아울렛 쇼핑몰이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신세계를 비롯
한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이른바 BIG 3 중심의 전문 아울렛 쇼핑몰로 재편되어 오늘에 이
르고 있다.1)
아울렛을 비롯한 대형 쇼핑몰에는 평균 180~28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매업태로 규정되어 각각의 단일 브랜드로 매출과 연동된 임대료를 해당 쇼
핑몰에 지불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대형 아울렛 쇼핑몰에 입점한 브랜드들은 백화점 등에
서 팔고 남은 이월재고를 정상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거나 별도의 기획생산을 통
1)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KB지식비타민｣, 2017,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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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아울렛 시장에 맞는 중저가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형 아울렛 쇼핑몰에서 상대
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소구하여 영업을 하는 소매점포의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경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비율분석법이 널리 쓰인다.2)
비율분석법은 목표 달성율, 전년 대비 성장률,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 재고회전율 등의 재무
비율과 비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기업체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비율분석법은 단일지표를 바
탕으로 자체적 기준 또는 산업표준비율과 비교하거나 비율의 추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효율성
을 측정한다. 그러나 비율분석법은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종류가 여러 개일 경우 적용하기 곤
란하고, 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효율성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등장한 기법이 바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모형이다.3)
DEA 모형은 다수의 투입요소로 다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효율성을 평
가할 수 있는 기법으로 투입요소와 산출물 간의 함수형태를 가정할 필요가 없는 편리한 방법
이다. 또한 DEA 모형은 비율분석과 같은 평가 방법이 제시할 수 없는 각 기업체들의 비효율
의 크기, 축소 가능한 투입물의 크기 혹은 달성해야 할 산출물의 크기 및 규모의 경제에 대한
도달여부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경영개선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
이런 이유로 대형할인점, 백화점, 소매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DEA 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
을 측정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4) 그런데 DEA 모형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은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이나 로드샵 중심의 소매점포들의 효율성 측정에 국한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소매점포들의 집약체인 대형 아울렛 쇼핑몰에 입점한 소매점
포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DEA 모형을 통한 효율성 측정 결과는 대형 아울렛 쇼핑몰의 입장에서 부동산관리
적 측면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대형 아울렛 쇼핑몰의 경우 입점해있는 업체들의
매출액에 기반하여 임대료를 측정하는 비율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5) 입점
업체들의 매출액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임차자 조합(tenant mix)을 추구한다. 매출 극대화를
위한 임차자 조합의 선택에 DEA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DEA 모형은 서비스 기업의
2) 박만희,『효율성과 생산성 분석』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p.47.
3) 박만희, 상게서, p.49.
4) 김태웅 외, “국내 대형할인점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사례연구”,『경영과학회지』, 제16권 2호, 사단법인
한국경영학회, 1999, pp.1~11; 서창적ㆍ이정식, “DEA 모형을 활용한 전자소매점포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서비스경영학회지』, 제15권 1호, 한국서비스경영학회, 2014. pp.243~268; 홍봉명ㆍ기현희,
“DEA를 이용한 백화점 효율성 분석”,『회계정보연구』, 제21권, 사단법인 한국회계정보학회, 2003.
pp.309-327; 임영록ㆍ박진희, “대형할인점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DEA 모형 적용에 관한 연구”, 『유
통경영학회』, 제10권 2호, 사단법인 한국유통경영학회, 2007, pp.103~129.
5) 김승희 외, 『부동산학개론』서울: 이루, 2019,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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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시 보조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부가적인 유용성도 있다. 실제로 브리티시항공사, 시
티뱅크, 피자헛 등에서 DEA모형을 입지선정의 보조도구로 활용한 바가 있다.6)
이에 본 연구는 DEA 모형을 이용하여 대형 아울렛 쇼핑몰에 입점한 A브랜드 40개 소매
점포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부동산의 입지에 따라 효율성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
해 아울렛 쇼핑몰의 토지종류에 따른 효율성과 아울렛 쇼핑몰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른 효율
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비효율점포에 대해서 개선 목표치를 산출하여 개
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토빗회귀분석을 통해 부동산의 관리적 측면과 입지선정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분석한다. 이러한 토지종류 및 지역에 따른 효율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입지요인의 분석을 통해 대형 아울렛 쇼핑몰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점포들의 영업상황을 개선하거나 신규 출점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소매업체들, 그
리고 대형 아울렛 쇼핑몰의 관리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DEA 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DEA 모형은 함수적 접근법, 비율분석법, 생산성지수법 등과 같은
다른 효율성 측정방법과는 다르게 특정한 함수형태를 가정하고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계획법에 근거한 비모수적인 효율성 측정방법이다. 이 모형은 Chames, Cooper and
Rhodes(1978)가 Farrell의 상대적인 효율성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여 다수 투입물과 다수
산출물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처음 도입하였다.7) DEA 모형은 분석대상이 되는 모든 의
사결정단위(DMU, Decision Making Unit)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DMU를 찾아낸 후 이를
바탕으로 선형계획법에 근거하여 다른 DMU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한다.8) DEA 모형은
모형의 가정과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존재한다.9) 먼저 DEA 모형은 불변규모수
익(CRS, Constant Returns Scale)을 가정한 모형과 가변규모수익(VRS, Variable Returns
6) Norton, R, "Economics for Managers: Which Offices or Stores really Perform Best,"
『Fortune』, December, 31, 1984.
7) 박만희, 전게서, pp.45~52.
8) 고경완ㆍ김대철, “DEA모형을 활용한 소매점의 효율성 및 결정요인 분석”, 『경영과학회지』, 제31권 4
호, 사단법인 한국경영과학회, 2014, p.137.
9) 황경연 외, "DEA와 Malmquist 지수를 활용한 외항해운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통상정보연
구학회지』, 제14권 2호, 사단법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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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cale)을 가정한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0) 불변규모수익 모형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가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의 모형이며 Charnes et al.(1978)에 의해
DEA 방법론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의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저자들의 이름을 따서
CCR(Charnes, Cooper and Rhodes) 모형으로 불린다. 가변규모수익 모형은 Banker et
al.(1984)이 제시한 모형으로 CCR 모형의 불변규모수익 가정을 완화한 모형이며, 이 역시 저
자들의 이름을 따서 BCC(Banker, Charnesand and Cooper) 모형으로 불린다.
DEA 모형은 투입과 산출 중 어느 쪽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투입지향(Input-oriented) 모
형과 산출지향(output-oriented) 모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11) 투입지향 모형은 산출을 고
정한 상태에서 투입을 최대로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산출지향 모형의 목적은 이와 반대로 투
입을 고정한 상태에서 산출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다.
DEA 모형은 선형계획법을 바탕으로 한 모형으로서 목적함수와 제약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산출지향 CCR 모형은 산출물들은 통제 가능한 요소인데 반하여 투입물들이 통제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산출물의 가중합을 1로 고정하고, 투입물의 가중
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2)

식 (1)

ε

의 효율성
번째 산출물에 대한 가중치,

번째 투입물에 대한 가중치

의 번째 산출물의 양,

번째 투입물의 양

평가대상

0의 번째 산출물의 양

평가대상

0의 번째 투입물의 양

ε non-Archimedean 상수,

의 수

10) 고경완ㆍ김대철, 상게논문, p.137.
11) 고경완ㆍ김대철, 상게논문, p.137.
12) 박만희, 전게서,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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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물의 수,

산출물의 수

위 식을 쌍대문제로 변형하면 다음과 같은 선형계획법으로 표현된다.

식 (2)

θ
λ

θ

λ
λ

위 선형계획법을 풀면 효율적 DMU들은 효율성 지수(
는 1보다 작은 효율성 지수(

=1)에 부합하고, 비효율적 DMU

<1)를 제공한다. 위 선형계획법에서

율적이라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1) θ =1이고 2) 여유변수

가
=0,

=1로서 효
s=0 조건을 동

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한편, 산출지향 BCC 모형은 주어진 산출물 수준을 유지하면서 투입되는 투입요소를 최소
화하는 모형으로서 산출물의 가중합을 1로 고정시킨 다음과 같은 선형계획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13)

식 (3)

ε

위 식을 쌍대문제로 변형하면 다음과 같은 선형계획법 문제로 주어진다.

13) 박만희, 전게서,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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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

θ ε
λ

θ

λ
λ
λ

CCR 모형의 효율성 값을 θ

, BCC 모형의 효율성 값을 θ

라고 할 때 θ

≤

의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14) 두 모형의 효율성 차이는 규모의 최적성에 기인한다. 이

θ

러한 차이를 특히 규모효율성(SE, Scale Efficiency)이라고 하며,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θ

/θ

식 (5)

규모효율성 값이 1이면 불변규모수익의 상태로서 이는 규모로 인한 비효율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규모효율성 값이 1보다 작으면 규모의 경제성(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또는 규모의 불경제성(DRS, Dcreasing Returns to Scale) 상태로서 규
모로 인한 비효율이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CCR 모형의 효율성 값인 θ

은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이라고 부르

며, BCC 모형의 효율성 값인 θ

은 순수기술효율성(PTE, Pure Technical Efficiency)

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규모로 인한 비효율성이 제거되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DEA 모형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투입요소와 산출요소가 다양하여 정형화되지
않거나 측정 단위가 다른 변수의 적용이 가능하다. 둘째,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 대한 가중치
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입 및 산출요소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셋째, DMU에 대
한 개별적인 측정이 가능하여 개선 가능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외생변수를
고려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15)
14) 고경완ㆍ김대철, 상게논문, p.138.
15) 구찬림 외, “은행점포의 입지유형별 효율성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3권 1호, 사단법인 대한
부동산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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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1) 선행연구의 검토
DEA 효율성 관련 연구는 Chames et al.(1978)16)에 의해서 처음 이루어진 이래로 DEA
가 사회 전반에 걸쳐 연구방법론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유통업체에 관한 연구 사례로서
Thomas et al.(1998)17)은 552개 소매점의 효율성 평가에서 인력, 장소, 재고자산, 일인당
거래단가 등을 투입변수로 사용하고 산출변수로는 매출과 순이익을 사용하였다. Donthu
and Yoo(1998)18)는 24개 음식 체인점의 효율성 연구에서 투입변수로 면적, 매니저의 경험,
광고비, 위치 등을 사용하였고, 산출변수는 매출과 고객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순이
익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출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
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Shuangyan Li and Stephie Tsai(2018)19)는 의류소매업체
42개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투입변수는 원가, 총운영비용, 총무형자산, 종
업원수, 매장수, 재고자산을 사용하였으며, 산출변수는 총수익과 수익자산(ROA)을 사용하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매출원가, 운영비용 등을 지적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위
해서 감축해야할 투입물과 정도를 제시하였다. JingYuan Han and GuoWei Yue(2014)20)
는 약국 소매체인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는데 각 DMU에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
효율성을 측정하였고 DEA 모형이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Rohita Kumar Mishra(2011)21)은 인도 소매업체를 대상으
로 경영 효율성 지표를 제시하는 한편 DEA 모형의 약점에 대해서 다루었다. 즉 DEA는 확률
에 기반을 둔 방법이 아닌 결정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측정에 민감하여 DMU 선정에 신중
16) Chames et al.,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6), 1978.
17) Thomas, R.R., R.S. Barr, W.L. Cron, and J.W. Slocum Jr, “A process for evaluating retail
store efficiency: a restricted DEA approach”,『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15(5), 1998.
18) Donthu, N. and B. Yoo. “Retail productivity assessment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Journal of Retailing』, 74(1), 1998.
19) Shuangyan LiㆍStephie Tsai, “Efficiency of apparel retail at the firm level: an evaluation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Journal of Textile Engineering & Fashion
Technology』, 4(2), 2018.
20) JingYuan HanㆍGuoWei Yue. “Drugstore chain operational efficiency evaluation based
on DE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gistics Engineering, Management and
Computer Science』, 2014.
21) Rohita Kumar Mishra, “Benchmarking Scheme for Retail Stores Effici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ing Studies, 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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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과장되지 않은 샘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표본 크기가 증가하면 평균
효율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DEA를 활용한 연구는 DEA를 통한 효율성 산출과 토빗회귀분석을 통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연구로 확장되었다. Qiting Chen and Fengdan Li(2017)22)
은 중국 부동산 업계의 경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심천과 상하이 30여개 부동산 업체를
대상으로 DEA 모형과 토빗회귀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적절한 자금조달 방안
을 제시하였다. Kyungwan Ko et al.(2017)23)은 가정용품 소매업체 32개 매장의 효율성을
산출하였는데 약 절반정도의 매장이 비효율점포로 나타났으며 효율성 차이의 원인을 확인하
기 위해 토빗회귀모델을 사용하여 직원 당 관리품목수와 경쟁매장수가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Carlos Pestana Barros(2006)24)는 DEA 모형과 토빗회귀분석을 통
해서 슈퍼마켓의 규모 효율성을 분석하였는데 슈퍼마켓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모 즉, 대형 슈퍼마켓이 소형 슈퍼마켓 보다 규모 효율성이 높고 전국단위의 소매업체가 지
역의 개별소매업체보다 효율성이 높으며 시장 점유율, 매장수 및 위치 등이 효율성에 중요하
게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DEA 모형을 이용하여 유통업체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연구한 사례로서 김태웅
외(1999)25)는 국내 대형 할인점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는데 11개의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투입변수를 매장면적, 출점비용, 인구밀도, 소득수준, 출점유형으로, 산출변수를 매출액으로
하여 할인점 입지선정에 DEA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홍봉영과 기현희(200
3)26)는 2001년도 우리나라 백화점의 기술 효율성을 순수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으로 분리
하여 측정하였고 전국백화점 17개의 DMU를 대상으로 투입변수를 총자산, 인건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로, 산출변수를 매출액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홍봉영(2003)27)은 점포의 폐쇄
를 결정해야 하는 특정유통업체의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였는데 효율성의 평
가 목적을 기준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투입변수를 인건비, 매장면적, 재

22) Qiting Chen, Fengdan Li, “Empirical Analysis on Efficiency of Listed RealㆍEstate
Companies in China by DEA", 『iBusiness』, 2017.
23) Kyungwan KoㆍMeehyang ChangㆍEun-Song BaeㆍDaecheol Kim. “Efficiency Analysis of
Retail Chain Stores in Korea,” 『Sustainability』, 2017.
24) Carlos Pestana Barros. “Efficiency measurement among hypermarkets and supermarkets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efficiency drivers,”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34(2), 2006.
25) 김태웅 외, 전게논문, pp.7~8.
26) 홍봉명ㆍ기현희, 전게논문, pp.313~315.
27) 홍봉영, “DEA를 이용한 소매점의 효율성 측정”,『경영학연구학회지』, 제 32권 2호, 사단법인 한국경
영학연구학회, 2003, pp.4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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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산, 관리비로 그리고 산출변수를 매출액과 고객수로 하여 기술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들
소매점포들이 생산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시켰는가 분석한 후
비효율점포에 대한 투입, 산출 개선치를 제시하였다. 임영록과 박진희(2007)28)는 서울시와
광역시에 소재한 할인점 33개 점포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는데 투입변수는 연면적, 매장면적,
주차대수, 투자비, 종업원 수, 반경 내 3km 인구수 및 가구소득이며 산출변수는 매출액과 입
점객수를 선정하였다. 서창적과 이정식(2014)29)는 전자소매업체 74개 매장을 대상으로 소매
점포의 성과를 DEA 모형으로 분석하면서 매장면적, 임차료, 주차대수, 종업원수를 투입변수
로, 매출액과 구매고객수를 산출변수로 하여 효율점포 집단을 기준으로 비효율점포의 개선목
표치를 도출하였다. 고경완과 김대철(2014)30)는 국내 생활용품 전문 소매유통기업의 서울 소
재 91개 점포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투입변수는 매장면적, 상품수, 직원수
를, 산출변수는 매출액, 고객수를 사용하여 효율점포의 준거집단을 기준으로 비효율점포의 개
선 목표치를 도출하였다. 최명섭 외(2018)31)는 국내 287개 산업단지의 유형별 상대적 효율
성을 분석하였는데 산업단지의 생산액과 수출액을 산출변수로, 산업용지면적과 종사자수를
투입변수로 분석한 결과 효율성은 단지유형과 운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노후산업
단지의 상대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DEA 모형을 이용한 국내외의 연구는 효율성을 산출하고 이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분석의 대상도 기업단위 및 소매체인점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효율성의 산출에 그치지 않고, 효율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
석으로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외의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개별 점
포보다는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기업 간 비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매점포들의 효율성 개
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별점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유통분야
에서 아울렛 쇼핑몰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국내 패션소매 브랜드의 상당수가 집약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아울렛 쇼핑몰
내에 입점해 있는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DEA 모형을 적용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
닌다. 또한, 본 연구는 부동산의 입지 관점에서 소매점포가 입점한 아울렛 쇼핑몰의 토지종류
28)
29)
30)
31)

임영록ㆍ박진희, 전게논문, pp.103~129.
서창적ㆍ이정식, 전게논문, pp.243~268.
고경완ㆍ김대철, 전게논문, pp.135~150.
최명섭 외, “DEA를 활용한 산업단지의 유형별 상대적 효율성 차이 분석”, 『부동산연구』 제28집 3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18,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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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역에 따른 효율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비효율 점포에 대한 개선목표치를 도출하며, 소매
점포의 입지선정 및 대형 아울렛 쇼핑몰의 관리적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효
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쇼핑몰의 입지요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Ⅲ. DEA 모형의 설계
1. DMU 결정
DEA 모형을 통해 개별 소매점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 대상인
DMU(Decision Making Unit)를 결정해야 한다. DEA는 분석 대상이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모든 DMU에는 유사한 범위 내에서 자원이 투입되며, 유사한 환
경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32)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대형 아울렛 쇼핑몰에 입점하여 패션 아이템 중 하나를 판매하고
있는 A브랜드로 한다. A브랜드는 전국적으로 아울렛, 할인점, 로드샵 등 약 110여개 소매점
포를 운영 중에 있다. A브랜드의 유통점 형태는 아울렛 쇼핑몰, 대형 할인점, 기타 로드샵 등
3가지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아울렛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
렛 쇼핑몰이 최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아울렛 쇼핑몰 내 소
매점포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아울렛 쇼핑몰 내 영업 중인 점포는 총 64개이나 영업기간이 3년 이상으로 매출이 안정적
이며 특이한 변수가 없는 지속 운영점 40개 소매점포로 분석 대상의 범위를 제한한다. 자료
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개년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였다. 선정된 DMU의 지역
별, 토지종류별, 유통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본 연구의 대상 DMU가 속한 대형 아울렛 현황
(단위 : 店 )

지역별분류

매장수

토지종류별분류

매장수

유통별분류

매장수

합계

40

합계

40

합계

40

32) Kyungwan Ko, et al., “Efficiency Analysis of Retail Chain Stores in Korea”,『Sustainabilit
y』, 2017; P. Dyson, R.G. et al., “Pitfalls and protocols in DEA,",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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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분류

매장수

토지종류별분류

매장수

유통별분류

매장수

서울/경기/인천

18

공업지

2

이랜드리테일

18

부산/경남

6

상업지

26

세이브존

6

대전/충천

6

주거지

3

롯데아울렛

6

대구/경북

8

중심상업지

6

모다아울렛

4

광주/전라

2

기타

3

기타

6

2. 투입ㆍ산출변수 선정
DEA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투입ㆍ산출변수를 정확히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특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변수를 적용할 때에는 유통실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기업의 내부 목표와 영업환경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 유통업체
를 대상으로 DEA 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33) 본
연구에서도 유통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내부 목표와 관리 지표를 중심으로
변수들을 선정한다. 투입ㆍ산출변수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 해당 브랜드
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내부지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것이 소매점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분석 대상이 많지 않은 경우 DEA 모형의 적용과 관련하여 투입변수와 산
출변수의 효율적인 선택은 중요한 문제이다. 너무 많은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사용하면 대
부분의 DMU가 효율적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효율점포와의 변별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Thomas et al.(1998)은 552개 소매점 평가에서 16개 투입변수와 매출과 순이익을 산출변
수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DMU가 552개이기 때문에 16개의 투입변수를 사용해도 효
율점포와 비효율점포를 판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일반적인 경우 너무 많은 투입변수는
의사결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에 홍봉영(2004)은 Z유통의 47개 소매점의 효율성 평가에서
4가지 투입변수 즉 인건비, 매장면적, 재고자산, 관리비를 사용하였고 매출을 산출변수로 선정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투입변수를 4개, 산출변수를 2개로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투입변수는 임차료, 운영상품수, 재고자산, 인건비이다. 임차료는 기
존 선행연구에서 투입변수로 선정한 사례가 있으며34) 임차료 수준이 높을수록 영업이익율이
감소되지만 매출이 높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충분히 효율적인 매장이 될 수 있어
33) 고경완ㆍ김대철, 전게논문, p.128; 서창적ㆍ이정식, 전게논문, p.254; 홍봉명, 전게논문, pp.309~327.
34) 서창적ㆍ이정식, 전게논문, p.255, Thomas et al., op.cit; 김순진 외,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가맹점의 효율성 분석”, 『관광학연구학회지』, 제30권 5호,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 2006,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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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매점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운영상품수는
매장 내 진열하여 판매하는 상품수로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볼 수 있는 매장을
선호할 수 있지만, 많은 운영상품수를 위해 매출 대비 영업면적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고자산은 소
매점포당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재고량이며 패션 소매업 상당수가 상품 스타일당 사이즈별로
재고가 구비가 되어야 하며, 고객의 구매 조건에 맞추어 적절한 사이즈 재고가 구비되어야 판
매로 연결될 수 있어 중요한 관리지표 중의 하나이다. 인건비는 유통업체의 DEA 연구시 대
표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투입변수 중의 하나로서35) 적정한 인건비 투입은 영업이익과 매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건비는 인원수로 특정하지 않고 금액으로 환
산하여 투입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평균 근무 인원수가 2~3인으로 점포별로 편차가 거의
없고 근무인원의 경력과 매출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발생하므로 인건비 연간 총액으로 환
산하여 적용하였다. 그런데, 많은 선행연수에서 투입변수로 사용되는 점포면적은 본 연구에서
는 선정하지 않았다. 대형 아울렛 쇼핑몰에서 개별 소매점포는 면적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쇼핑몰의 브랜드 운영 계획과 고객동선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산출변수로는 매출과 구매 고객수를 선정하였다. 매출액은 DEA 모형을 활용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출변수이며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36) 구매고객수는 홍봉영(2004)이 언급한 바와 같이 매출액만을 산출변수로 사용할
경우 건당 매출액이 높으면 소수의 고객을 취급하면서 효율적 DMU가 되고 건당 매출액이
낮은 점포는 많은 고객을 취급하면서 비효율적인 DMU가 될 문제점을 해결하고, 거주지와 직
장으로부터의 접근성에 따라 고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산출변수로 선정하였
다.37) 한편, Thomas et al.(1998)과 홍봉영(2004)은 순이익은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포함
하고 있고, 회계방법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출변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38)에 대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
으며, 투입변수인 인건비, 운영상품수, 재고자산 및 인건비가 산출변수인 매출액, 구매고객수
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한 투입변수와 산
출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표 3>와 같다.
35) 홍봉영, 전게논문, p.434; 홍봉영ㆍ기현희, 전게논문, p.314; Thomas et al., op.cit.
36) 고경완ㆍ김대철, 전게논문, p.141.
37) 김준환ㆍ김현순, “회원제 대형마트의 이용자 집단간 구매 행태 및 만족도 차이 분석: 서울/수도권 주
민을 대상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2권 2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2014, p.20.
38) 본 연구의 산출(매출, 고객수)변수와 투입변수(인건비, 임차료, 재고앵, 상품수) 자료는 2016~2018년
A 브랜드 영업자료를 토대로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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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투입ㆍ산출변수 상관관계 분석결과
(단위 : 백만원, 名, SKU)

변수명

매출

고객수

인건비

임차료

재고액

매출

1

고객수

0.997

1

인건비

0.928

0.923

1

임차료

0.962

0.961

0.910

1

재고액

0.874

0.882

0.787

0.838

1

상품수

0.523

0.541

0.560

0.528

0.675

상품수

1

주) 상관계수는 0.01수준에서 유의함.

<표 3> 투입ㆍ산출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매출

고객수

인건비

임차료

재고액

상품수

평균

449.4

4,147.0

91.5

85.0

221.5

370.8

최대값

984.8

8,881.7

171.4

177.3

341.1

425.0

최소값

199.0

1,859.7

53.3

37.8

165.6

336.7

표준편차

227.1

2,026.8

33.1

44.1

52.7

44.1

3. DEA 모형의 결정
DEA 모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모의 효과에 관한 가정에 따라 CCR 모형과
BCC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효율성 측정의 목적에 따라 투입지향 모형과 산출지향 모형
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CCR 모형과 BCC 모형을 모두 적용한 후 두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
한 투입지향 모형과 산출지향 모형의 선택에 있어서는 Barros and Alves(2003)가 제시한 일
반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지향 모형을 적용한다. Barros and Alves(2003)는 투입지향 모형과
산출지향 모형의 선택 시 경쟁시장 환경의 DMU는 투입변수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산출
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산출지향 DEA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DEA 모형의 분석은 공개 소프트웨어인 ENPAS를 사용하며, 박만희(2008)가 만든 DEA
함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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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효율성 산출결과
아울렛 쇼핑몰 내 A브랜드의 40개 소매점포에 대한 효율성을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
다. 산출지향 DEA 모형의 결과 값은 효율적인 DMU가 1로 나타나고, 비효율적인 DMU는 1
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DMU 1의 CCR모형의 효율성 값은 0.8597으로 나타
나는데 이는 현재 대비 산출이 0.1403만큼 증가해야 효율적인 DMU가 된다는 의미이며 백
분율로 환산하여 효율성 값은 85.97%라는 뜻이다. <표 4>의 TE(TE, Technical Efficiency)
는 CCR 모형의 효율성 값이며 PTE(PTE, Pure Technical Efficiency)는 BCC 모형의 효율
성 값이고, SE는 규모효율성 값이다.
CCR 모형에서 효율적인 점포의 수는 4개이며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다. BCC 모형에
서는 12개 점포가 효율적인 점포로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R 모형
과 BCC 모형을 기준으로 한 효율성의 평균은 각각 약 89.67%, 약 94.96%로 산출되었다.
<표 4> DMU의 기술효율성(TE), 순수기술효율성(PTE), 규모효율성(SE)산출결과
DMU

TE

PTE

SE

규모상태

1

0.8597

0.8629

0.9963

IRS

2

0.8671

1.000

0.8671

IRS

3

0.9871

0.9929

0.9942

IRS

4

0.9345

0.9398

0.9944

IRS

5

0.9339

0.9753

0.9576

IRS

6

1.0000

1.0000

1.0000

CRS

7

1.0000

1.0000

1.0000

CRS

8

1.0000

1.0000

1.0000

CRS

9

0.8893

0.8982

0.9901

IRS

10

0.9268

0.9867

0.9393

IRS

11

0.9614

1.0000

0.9614

IRS

12

0.9399

0.9930

0.9465

IRS

13

1.0000

1.0000

1.0000

CRS

14

0.8440

0.9414

0.8965

IRS

15

0.8864

0.9616

0.9218

IRS

16

0.7856

0.8166

0.9620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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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U

TE

PTE

SE

규모상태

17

0.9599

1.0000

0.9599

IRS

18

0.8643

0.8728

0.9903

IRS

19

0.8726

0.9064

0.9627

IRS

20

0.8769

0.9220

0.9511

IRS

21

0.9316

0.9961

0.9352

IRS

22

0.9473

0.9506

0.9965

IRS

23

0.9199

1.0000

0.9199

IRS

24

0.9047

1.000

0.9047

IRS

25

0.8757

0.8761

0.9995

DRS

26

0.9125

0.9977

0.9146

IRS

27

0.8664

0.9838

0.8807

IRS

28

0.8874

0.8901

0.9970

IRS

29

0.9409

1.0000

0.9409

IRS

30

0.8893

0.9383

0.9478

IRS

31

0.8494

1.0000

0.8494

IRS

32

0.7561

0.8380

0.9023

IRS

33

0.7336

0.9165

0.8004

IRS

34

0.9434

1.0000

0.9434

IRS

35

0.8891

0.9065

0.9808

IRS

36

0.9168

0.9779

0.9375

IRS

37

0.7946

0.8465

0.9387

IRS

38

0.8882

0.9602

0.9250

IRS

39

0.7775

0.9474

0.8207

IRS

40

0.8545

0.8883

0.9619

IRS

평균

0.8967

0.9496

0.9447

CCR 모형과 BCC 모형의 효율성 값을 이용하여 규모효율성을 구할 수 있는데 전체의
10%인 4개 점포가 불변규모수익 상태(규모효율성 =1)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변규모
수익 상태가 아닌 36개 점포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성(IRS) 상태 또는 규모의 불경제성
(DRS)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규모의 경제성 상태에 있는 점포(35개)가 불경제성 상
태에 있는 점포(1개)보다 더 많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과소투자 상태임을 나타낸다. 효율적인
점포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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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효율적인 DMU의 기술통계량
모형

변수

투입변수
CCR
산출변수

투입변수
BCC
산출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인건비

119.8

35.0

171.0

93.0

임차료

116.8

46.4

177.0

66.0

재고액

274.8

55.4

341.0

209.0

상품수

385.3

30.1

425.0

352.0

매출

651.5

242.6

985.0

410.0

고객수

5,698.3

2,133.9

8,882.0

5,293.0

인건비

91.5

33.1

171.4

53.3

임차료

85.0

44.1

177.3

37.8

재고액

221.5

52.7

341.1

165.6

상품수

370.8

23.1

425.0

336.7

매출

449.4

227.1

984.8

199.0

고객수

4,147.0

2,026.8

8,881.7

1,859.7

효율성 값을 산출변수인 매출과 비교하면 CCR 모형에서 효율성 값이 1인 DMU 6, 7은
매출외형에서도 최상위 순위이지만, BCC 모형에서 효율성 값이 1인 DMU 23, 24는 매출 외
형에서 하위 순위를 나타내어 매출이 높은 점포가 효율성이 높은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
다. 좀더 세부적으로 효율적인 점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불변규모수익 상태에 있는 점포들은
매출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가 비율점포와 비교해서 인건비는 5%, 임차료는 2%가 적은 것으
로 보아 비용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상품수는 비효율점포들의 평
균과 비슷하지만 재고액이 25%가 많은 것으로 보아 운영상품수 대비 재고액이 효율성과 인
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토지종류 및 지역에 따른 효율성 분석
부동산의 입지 관점에서 효율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브랜드가 입점한 아울렛 쇼핑몰
의 토지종류와 지역에 따른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토지종류는 소상공인 상권분석시스템을 활
용하여 파악하였으며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토지종류 및 지역에 따른
효율성 값은 <표 6>과 같다. 효율성 값은 BCC 모형의 효율성(PTE) 값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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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토지종류 및 지역에 따른 효율성 산출결과
구분

토지종류

수도권

점포(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공업지

2

1.0000

-

1.0000

1.0000

상업지

26

0.9757

0.0296

1.0000

0.8999

주거지

3

0.9649

0.0485

1.0000

0.9095

중심상업지

6

0.9600

0.0397

1.0000

0.9042

기타

3

0.9416

0.0394

0.9715

0.8970

수도권

18

0.9650

0.0364

1.0000

0.8999

비수도권

22

0.9763

0.0304

1.0000

0.8970

A브랜드가 입점한 쇼핑몰을 토지유형별로 분류하여 해당 소매점의 효율성 값을 산출한 결
과 공업지 > 상업지 > 주거지 > 중심상업지 > 기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지에
위치한 A브랜드 점포의 효율성 값이 높은 이유는 임차료가 매출액 대비 21%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인건비 비율이 매출액 대비 1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고, 영업면적이 전체
DMU 평균보다 41% 넓은 58㎡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상업지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24%
로서 공업지보다 높고 점포면적이 38㎡로 DMU 평균인 41㎡보다 낮으나, 임차료가 19%로
공업지보다 낮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점포들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22개 점포 중 7개 점포(32%)는 BCC모형의 효율성 값이 1
로서 효율점포 12개점 중 58%를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아울렛
쇼핑몰로 인한 과당경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비수도권에 출점한 아울렛 쇼핑몰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향후 신규오픈을 고
려하거나 유통망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3. 비효율 DMU의 개선목표
DEA 모형 분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비효율적인 DMU를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인
개선목표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비효율점포들에 대해서 참조집단과 가중치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가능한데 참조집단과 가중치 정보를 참고하여 비효율 DMU의 개선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표 7>은 BCC 모형을 기준으로 효율성 순위가 낮은 하위 10개점 점포에 대한 참조
집단과 가중치,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매출액과 고객수의 목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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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비효율 점포에 대한 참조집단 및 개선목표
매출액(백만원)

고객수(인)

개선목표

증가(액)

개선목표

증가(인)

투입변수여유분
(축소분)

8(0.0059), 13(0.6086)
17(0.1851), 24(0.2004)

378.2

46.04

3,492.6

326.9

인건비(6.7)

9

13(0.8577), 23(0.1423)

381.9

38.1

3,547.8

531.1

인건비(6.2)
재고액(7.6)

28

8(0.3164), 11(0.8264)
13(0.605)

453.6

49.8

4,212.4

469.1

상품수(23)
재고액(39.4)

40

8(0.018), 11(0.8264)
13(0.096), 24(0.0657)

333.7

37.2

3,082.2

347.5

재고액(3.0)

25

6(0.1346), 13(0.8654)

487.0

62.8

4,482.2

555.2

인건비(5.0)
재고액(22.4)

1

6(0.0159), 8(0.8386)
13(0.0496), 34(0.096)

541.6

77.9

5,057.6

693.6

상품수(76)

18

6(0.2257), 7(0.5596)
8(0.0636), 29(0.1511)

706.2

101.8

6,452.6

821.0

상품수(25)

37

6(0.2492), 17(0.7508)

579.3

111.5

5,225.0

802.3

인건비(2.2)
임차료(4.7)

32

2(0.5419), 6(0.0805)
11(0.0502), 17(0.3273)

510.0

82.6

4,633.1

822.4

상품(9)

16

6(0.0391), 8(0.03415)
11(0.1668), 13(0.0209)
17(0.4317)

488.3

89.5

4,474.9

820.6

상품(21.5)

DMU

참조DMU(가중치)

19

예를 들어 DMU 19가 효율적인 DMU가 되기 위해서는 DMU 8, 13, 17, 24를 참조하여
야 하며 이때 가중치는 0.0059, 0.6086, 0.1851, 0.2004이다. 이 참조집단의 산출물에 가중
치를 곱한 합이 DMU 19가 효율적인 DMU가 되었을 때 산출물이므로 이 수치가 DMU 19
의 개선 목표치가 될 수 있다. 투입변수 여유분은 산출물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줄일 수 있는 투입변수의 양을 나타낸다. 따라서 DMU 19가 효율성 100%가 되려면 매출액
은 현재 대비 46백만원 증가한 378백만원, 고객수는 3,492명이 되어야 하며, 이 산출물 수준
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인건비 6.7백만원을 더 축소 할 수 있다. DMU 19과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비효율 DMU에 대해서도 개선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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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DEA 모형은 소매점포의 내부운영효율성의 개선을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소매점포의 입
지선정에 활용할 수 있고, 소매점포를 임차인으로 두고 있는 쇼핑몰의 입장에서는 부동산관
리를 위한 기초정보를 생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입지요인은 소매점포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으로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DEA 모형을 통해 측정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예상되는 입지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토빗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종속변수인 효율성 값이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회귀모형의 종류 중
종속변수가 일정한 값의 범위로 제한되는 경우 적용하는 토빗회귀분석을 활용한다.39)
본 연구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은 평균적으로 약 200여개의 브랜드가 영업활동을 하는
대형 아울렛 쇼핑몰이다. 독립변수들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인은 Ken Jones and Jim
Simmons(1986), Luigi salvanneschi(1996), 정광현(1998), 김원수(1986), 조정현⋅오형석
(2019)가 제시한 입지요인들 중에서 브랜드 및 유통 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소매점포
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40) 먼저 쇼핑몰 내부의 입지요인으로 해당 소
매점의 점포면적, 점포의 전면길이, 점포가 위치한 구조적 형태를, 외부의 입지요인으로 동일
한 카테고리를 판매하고 있는 경쟁브랜드의 수, 인구밀도 등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에 대한 분석에 활용한 모형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β

여기서
는 인구밀도,

β

β

는 효율성 값, 독립변수

β

β

은 점포면적,

β

는 전면길이,

식 (6)
는 점포형태,

는 경쟁브랜드수이다.

39) 이정현ㆍ오동현, 『효율성 분석이론』서울 : 지필미디어, 2012. p.249.
40) Ken Jones and Jim Simmons(1986)는 세부입지요인으로 시장환경에 대한 공간적 확장에 관한 요
인,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쟁업체에 대한 요인, 시장침투적 요인, site
제한 요인, 접근성 요인, 주차요인, 가시성 요인, site 주변시설의 흡입력 요인을, Luigi
salvanneschi(1996)는 가시성, 접근성, 지역노출도, 인구밀집도, 성장성, 운영의 편리성, 안정성 및
안전성, 주차장 수용능력,정광현(1998)은 경쟁사 점포(매출, 면적,메뉴, 고객층, 마케팅전략), 접근성
(주차장, 정류장, 보행로, 입지유형 등), 가시성(점포위치, 간판크기, 점포형태, 보행로와의 거리), 김
원수(1986)는 통행인의 수, 차량통행대수, 주차시설, 교통접근성, 점포수 및 규모, 점유조건(자가,임
대), 운영비, 조정현⋅오형석(2019)은 광역시 및 기타지역 매장 위치 여부, 고밀도상권 여부, 접근성
(지하철,버스), 매장주변 집객시설수, 주거인구수, 직장인구수, 주말유동객수 등을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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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값은 BCC 모형의 효율성 값을 사용하였다. 앞의 DEA 모형의 분석 결과 대부분의
점포에서 규모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제외한 순수기
술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점포면적은 해당 소매점의 영업면적을 의미하며, 점포의 전면길이는 해당 소매점이 고객
동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면으로서 이곳에는 가장 판매가 좋은 상품, 시즌성이 높은 상품
들이 진열된다. 전면의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면 다양한 상품을 진열하여 노출할 수 있고, 이
를 통해 고객의 접점 빈도가 높아지므로 구매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점포
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쇼핑몰 벽면에 위치한 벽장형과 쇼핑몰 중앙, 즉 고객
동선을 따라서 카테고리별로 군집되어 형성되는 아일랜드 형태로 나누어진다. 벽장형 매장은
상대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아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좀 더 잘 노출 할 수 있는 장점과 후면
에 유휴공간을 창고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명품브랜드 및 대형 SPA41) 브랜드들이 선
호하는 형태들이다. 반면에 아일랜드형 점포는 고객동선에 4면 혹은 2면 이상이 고객동선과
접해있어 상품 노출이 용이하다. 부피가 작은 화장품 같은 품목을 판매하는 소매업종에서 선
호하는 형태이다. 매장의 형태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경쟁브랜드 수는 동일한 카
테고리가 군집을 이루면서 위치할 경우 효율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로서
선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부변수로서 각각의 대형 아울렛 쇼핑몰이 위치한 지역구별 인구
밀도42)를 사용한다.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회귀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표 8>회귀분석 모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점포면적

40.8

15.2

73.0

20.0

전면길이

647.8

200.4

1,060.0

320.0

점포형태

0.5

0.5

1.0

-

인구밀도

7,313.4

5,787.2

25,348.4

227.0

경쟁브랜드수

6.2

2.1

13.0

2.0

41) 전문점(Speciality retailer), 자사상표(Private label), 의류(Apparel)의 첫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명
칭으로서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한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의류 브랜드를 흔히 가리키는 말
로서중간유통과정 생략을 통해 재고부담을 덜고 생산원가를 절감시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
며 소비자의 욕구와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특징이 있으며 국내외 유명 SPA 브랜드로는 SPAO
(한국), 탑텐(한국), 에잇세컨즈(한국), 유니클로(일본), H&M(스웨덴), ZARA(스페인), GAP(미국),
Forever 21(미국), Topshop(영국) 등이 있다.
42) 인구밀도(인구수/㎢): 지역구별 인구 및 면적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참조 및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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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토빗회귀모형의 분석결과
변수명

coefficient

std.error

z-statistic

prob

절편

0.953616***

0.037608

25.356

0.000

점포면적

-0.001044*

0.0054

-1.933

0.053

전면길이

7.2E-05*

4.10E-05

1.772

0.077

점포형태

0.028837**

0.014317

2.014

0.044

인구밀도

3.52E-06***

1.32E-06

2.666

0.008

경쟁브랜드수

-0.008445*

0.00469

-1.801

0.072

Log(scale)

4.45E-02***

4.98E-03

8.944

0.000

Sum squared resid

0.079347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독립변수 모두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면길이와 점포형태 및 인구
밀도는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전면길이가 넓을수록, 점포형태는 아일랜드 형태의
매장일수록, 인구밀도는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쟁브랜드수와 매
장면적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브랜드수가 적을수록, 매장면적이 적을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CR모형에서 효율점포로 나타난 4개 점포의 전면길이는 나머지 36개 점포의 평균
보다 31% 더 긴 것으로 나타나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매출에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장의 형태에서도 CCR 모형과 BCC 모형의 효율점
포 12개점 중에서 75%인 9개 매장이 아일랜드 형태의 매장으로 역시 고객과의 직접적인 대
면이 많을수록 효율성이 높은 매장임을 알 수 있다. 면적과의 관계는 비효율매장이 효율매장
보다 약 5% 정도가 더 넓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장면적이 넓다고 해서 반드시 효율
적인 매장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동일 카테고리의 경쟁 브랜드 다수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효율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Kyungwan Ko et al.,(2017)43)은 경쟁브랜드 수가 증가하면 직
원의 노동 긴장성이 증가하여 매출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쇼핑몰 자체 고객은 한정적인데
반해 경쟁브랜드 수가 한계치를 넘어갈 정도로 많을 경우 부의 외부효과로 인해 효율성이 감
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외부요인으로 해당 쇼핑몰의 구별 인구밀도를 사용
하였는데 1㎢ 당 인구수를 비교한 결과 CCR모형, BCC 모형의 효율점 12개점의 평균 인구
밀도는 9,701명으로 비효율점포의 평균인 6.290명 대비 54%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서
43) Kyungwan Ko et al.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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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권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노원구, 송파구, 금천구, 은평구 등 4개의 지역구에 위치한 점포들
이 효율점포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형 아울렛 쇼핑몰에서 영업 중인 패션잡화 A브랜드의 점포 40개점을 대상으
로 DEA 모형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산출하고, 소매점포가 속한 아울렛 쇼핑몰의 토지유형 및
지역에 따른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비효율 점포에 대해서는 개선 목표치를 제시하였으
며, 토빗회귀분석을 통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입지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DEA 모형의 효율성 산출결과 산출지향 CCR 모형에서는 4개 점포, 산출지향 BCC
모형에서는 8개 점포가 효율적으로 나타났고 전체 점포에서 각각 10%와 30% 점포만이 효율
적인 점포임을 알 수 있었다. CCR 모형과 BCC 모형의 효율성 평균은 각각 약 89.67%와 약
94.96%로 산출되어 상당수의 점포에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CCR 모형과 BCC 모형의 효율성 값을 이용하여 규모효율성을 구할 수 있는데 전체
10%인 4개 점포가 불변규모수익 상태(규모효율성 =1), 35개의 점포가 규모의 경제성 상태,
1개의 점포가 규모의 불경제성 상태에 있는 점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모의 경제성
상태에 있는 점포가 불경제성 상태에 있는 점포보다 훨씬 많아 전반적으로 개별 소매점에 과
소투자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향후 투입자원의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에 참고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A브랜드가 입점한 쇼핑몰을 토지유형별로 분류하여 효율성 값을 산출한 결과 공업
지 > 상업지 > 주거지 > 중심상업지 > 기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임차료, 인건비 등의 비용에서 발생하는 차이와 영업면적에서 발생하는 진열상품수의 차이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수도권에 위치한 점포가 수도권에 위치한 점포보다 효
율성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에 아울렛 쇼핑몰이 집중되어 과당경쟁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소매점포의 입지 선정을 할 때나 유통망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효율 점포에 대해서는 참조집단과 가중치 정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점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목표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비효율 하위 10개점에 대한 개선 목표치를 산
출한 결과 인건비 축소 4건, 상품운영수 7건, 재고액 절감이 필요한 점포가 4개로 나타났다.
DEA 모형은 소매점포의 내부평가를 위한 분석뿐만 아니라 소매점포를 임차인으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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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쇼핑몰의 부동산관리와 소매점포의 입지선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쇼핑몰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지요인을 추출한 후
DEA 모형으로 구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입지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한 토빗회귀분석을
통해 효율성의 원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입지요인인 점포의 면적, 점포의 전면
길이, 점포의 형태, 그리고 외부입지요인인 경쟁브랜드수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 하나의 외부입지요인으로 선정한 인구밀도와 관련해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권의 노원구, 송파구, 금천구, 은평구 등의 4개 구에 위치한 점포들이 대표적인 효율매장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DEA 모형은 비율분
석법과 같은 전통적 방법에서는 제시할 수 없는 해당 소매점들의 비효율의 크기, 축소 가능한
투입요소의 양 또는 개선해야할 산출요소의 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경영개선에 직
접 이용할 수 있다. 둘째, 효율성이 1(100%)인 곳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의 분
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규매장의 입지선정시 DEA 모형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쇼핑몰은 입점해 있는 소매점포들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들이 실현하는 임대료를 기반
으로 한 수익활동을 펼치는 바 DEA 모형의 효율성과 입지요인들은 쇼핑몰의 관리자들에게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임차자 조합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DEA 모형
은 각 DMU 간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을 통한 소매점포의 내부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소매점
포의 입지선정과 함께 쇼핑몰의 부동산관리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용성을
지닌 방법론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대형 쇼핑몰 내에 입점한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분
석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복수의 브랜드를 가지고 쇼핑몰 자체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연구도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Malmquist 지수를 이용한 생산성을 측정하고 생산성에 대한 비효율의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
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부동산경영 및 부동산관리, 부동산입
지선정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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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general rule, a rise in housing prices would result in a rise in consumer spending for households
owning homes, due to the asset effect. However, rental households have created an imbalance in
consumer spending, although higher housing prices drive up consumer spending due to higher rents. The
households exposed to this phenomenon are low-income households.
The analysis of consumer spending differences between low-income households and those in the
middle-income bracket showed that low-income households were able to identify the imbalance in
consumption of detailed consumer spending in the period of falling housing prices, and that the
imbalance in consumption remained the same even during the period of rising housing prices.
Accordingly, the impact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consumer spending was analyzed by analyzing
the impact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consumer spending by low-income households. The impact of
low-income households in the housing price fall period was found to be about -0.5, but the effect of
low-income people was increased to about -0.15 during the housing price rise period. This resulted in
a rise in housing prices, which has been negative for low-income earners who show an imbalance in
consumption, putting more pressure on consumer spending.
As a result, the continued rise in housing prices will be a great burden on low-income people. To
prevent this, a housing welfare-related system for low-income people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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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산효과로 인하여
소비지출이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높아
진 임대료 때문에 소비지출은 상승하게 되지만 소비지출에 대하여 불균형을 야기 시킨다. 이
러한 현상에 노출되어 있는 가구가 저소득층 가구이다.
저소득층 가구와 중산층 이상의 가구 간의 소비지출차이 분석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기에서 세부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택가격 상
승기에서도 소비 불균형은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가구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주택가격 하락기에서 저소득층의 영향력은 약 -0.5로 확인되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에서는 약 -0.15로 영향력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
를 보였다. 이는 소비 불균형을 보이는 저소득층에게 주택가격 상승은 악영향으로 작용해 소
비지출에 부담을 더 주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계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방
지하기 위하여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관련 제도적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주제어 : 저소득층 가구, 소비지출, 주택가격, 가구특성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금액기준으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2%1)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2)으로 확인된다. 가계자산
부동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이며,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주택가격이 변동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가구는 가구 특성에 따라
1) 2018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 보유자산 중 부동산비중이 약 70.2%이
며, 금액으로는 약 2억9천만원으로 확인되었다.
2) 국회예산처의 2017년 경제동향&이슈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보유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다른 나라
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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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이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거
나 하락할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주택의 자산효과3)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주택의 자산효과는 주택가격이 변동됨에 향후 매각 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액
을 감안하여 현재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종의 보상심리 중 하나이다.
하지만, 소득의 크기와 가구특성 등에 따라 소비지출이 결정된다면,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
록 소비지출에 대해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소비지출에 대한 특징도 소득이 높은 가구
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4). 이러한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계층이 저소득층일 것이며, 가구의
특성이 따른 영향에 대하여서도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상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 또한 다르
게 적용될 것이다.
OECD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구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5) 주택
을 자가로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2017년 기준 약 47.5%6)로 확인되며, 나머지 약 50% 전후
가 임차형태로 사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같은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47.5%의 자가가
구는 전월세가구(미소유 포함)와 달리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아 소비지출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에서 저소득층 가구와 중산층 이상가구의 소
비지출 및 세부소비지출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 가구특성에 따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함이
다. 먼저, 저소득층 가구와 중산층 이상가구의 주택가격 하락기 및 상승기의 소비지출 세부차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주택가격 변동기 가구특성에 대한 소비지출 영향 분석 중 저소득
층에 대한 변수를 적용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택가격 하락기 및 상승기
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비지출 이론의 기초가 되는 절대소득가설과 주
택소유유무에 따른 소비지출 영향이 적용되는 항상소득가설을 기반으로 모형을 설계하였다.
3) 강민규·김준형(2009)은‘주택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향후 주택매각 시 발생될 것이라 예상되는 이익(또
는 손실)에 따라 현재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였다.
4) 2019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득 월100만원의 가구의 경우 109.7만원을 지출하였으
며, 월 700만원이상이 소득가구의 경우 459.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2인이상 도시가구 가처분 소득 기준 11.8%의 비중을 보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6) 2017년 통계청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주택점유형태 중 자가점유 비중은 47.5%로 전국
평균 57.7%, 중소득층 60.2%, 고소득층 73.5%로 확인되어, 저소득층의 상대적 열악한 주거환경을 유
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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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의 국면에서 저소득층의 여부에 따른 소비지출의 차이를 확인
하고 주택소유유무에 따른 주택자산효과와 점유형태가 저소득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지출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과 중산층이상으로 구분하여 소비지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저소득층여부가 소비지출에 영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의 차이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비지출합계 및 이를 구성하는 12개의 세부소비
지출의 변수를 적용하였으며, 분석은 SPSS를 이용한 t-test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의 저
소득층(변수)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가구특성이 적용되었는
데 연속변수로 소득, 연령, 가족수를 적용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소
유 등을 적용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적용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툴은 SPSS를 활용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이론적 배경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은 2017년 기준 주택 자가 점유비율이 약 47.5% 되는 것
으로 확인되어 저소득층 가구도 일반가구와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나 주식 가격 변동과 같
이 사회적 현상으로 하여금 소비지출에 영향을 받는 자산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저
소득층의 소비지출에 대한 현상도 항상소득가설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항상소
득가설의 기본 식은 다음과 같다.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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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소득가설에서 소득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이론에서 주택가
격 상승에 따른 추가소득은 예상되지 않은 소득으로서 일시소득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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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자산효과에 대한 소비지출 변화가 저소득층
가구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주거관련 변수를 적용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특히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기준으로 주택가격 하락국면(하락기)와 상승국면(상승기)로 나
뉘어 소비지출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소비지출의 차이를 확인하여 저
소득층에 미치는 소비지출의 결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지출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택가격 변동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먼저, 양세
정·강미나(1995)는 토지 가격의 변화에 따른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주
식, 채권과 같은 자산은 가계소비지출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토지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지출에 대하여서는 양(+)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규명하였다.
황덕순·정운영(1998)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에 대한 유의미한 차
이를 분석하였고, 주택점유형태로 소비지출에 대한 상세한 세부구조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가
계소비지출 중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차이를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함을 주장하였다. 장병기(2009)는 주택가격 상승과 주식가격 상승에 대한 자산효과연구를 진
행하였는데, 주식에 대한 자산효과는 제한적이며, 일시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규명하
였으나, 주택에 대한 자산효과는 주식에 대한 자산효과 보다 영향력이 컸으나 영향력의 기간
은 단기임을 확인하였다.
강민규·김준형(2009)은 자가가구의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지출에 정(+)의 효과를 보였으
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큰 폭으로 하락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구의 부채유무는 주택의
자산효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강민규·최막중·김준형(2009)는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지출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분석하였는데, +0.1로 추정
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주택가격 하락국면의 소비지출변동과 주택가격 상승국면에서 소
비지출에 대한 결과에서 하락 시 음(-)의 영향를 받았으며, 상승 시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그 절대값은 주택가격 하락기가 상승기 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성영애
(2015)는 월세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파악하고 월임대료의 지출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월세가구의 소득수준은 전세가구 및 자가가구 보다 낮
음을 규명하였으며, 월세가구의 소비지출 중 주거비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식료품비, 음식
숙박비의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지출에 비해 높음을 확인하였다.
전수민·권선희(2017)는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연구에서는 가구특성 중 가구주의 직업유형에서 근로자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
으나 자영업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가구특성 중 가구소득으로는 중산층 이상에서는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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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의 효과를 보였으나 저소득층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단순한 소비지출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 약자로 구분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불균형을 설명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지출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과 중상층이상을 구분하여 소
비지출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체가구에 대한 가구특성의 소비지출 영향에 대하여
저소득층 여부를 변수로 정의해 이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진행하였다.

Ⅲ. 분석의 틀
1. 분석 범위 및 자료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연도별 주택가격 변동자료를 적용하여 범
위를 선정하였으며, 주택가격 상승기와 하락기를 선정하기 위하여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이용하였다. 상승기 선정대상으로 가장 높은 2011년(6.86%)과 상승률 4.42%의
2015년, 상승률 3.16%의 2018년이 있으며, 하락기 선정대상은 음(-)의 상승률을 보인 연도
는 2012년(-0.03%)뿐이다. 이를 기준으로 현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료를 활용하여 유의미
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최근 상승한 2018년을 주택가격 상승기로 선정하고 최근 하락한
2012년 주택가격 하락기로 선정하여 연구의 주택가격 영향에 대한 시점을 기준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하여 명확한 소비지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단위를 기준으로 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인용하였다. 전국을 기준으로 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12개의
국제표준 소비지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 특성과 더불어 가구의 세부적인 소비지
출내용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연구대상은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외 가구, 즉 중산층 이상
의 가구를 구분하고 소비지출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OECD기준으로는 저소득층은 중위
소득 50%이하, 중산층은 중위소득 50%초과에서 150%이하,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초
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전국 가구소득기준 중 5분위 소득기준으로 적용하여 그
중 1분위의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조작적 정의 내렸으며, 그 외 가구를 중산층 이상 가구로 규
정하였다. 또한 자료의 정규분포을 확인하고 분석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소비지출과 세
부소비지출 변수에 대해 자연로그 변환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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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설정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식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분석함수를 정의하였다. 구성은 저소득층에 대한 명확환 영향력
분석을 위하여 3가지모형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모형은 아래와 같다.
<표 1> 가구특성을 적용한 다중회귀모형
모형

적용 변수

Model-1

소득, 연령, 가족수, 저소득가구 여부

Model-2

소득, 연령, 가족수, 저소득가구 여부, 주택유형

Model-3

소득, 연령, 가족수, 저소득가구 여부,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주택소유여부

모형 1은 가구특성의 연속형 변수인 소득과 연령, 가족수를 적용한 모형에 저소득층 영향
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소득가구 여부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모형을 설계하였다.

            

(식 2)

※ Ct : 소비지출합계, t=주택가격 하락기 또는 상승기, α0: 상수, αn: 계수, X1:소득, X2:연령,
X3:가구수, Y4: 저소득층 여부, Xn:연속형 변수, Yn:범주형 변수

모형 2는 모형 1에 주택유형 변수를 추가로 적용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가구특성의 영향력
을 분석하였다.

              

(식 3)

※ Ct : 소비지출합계, t=주택가격 하락기 또는 상승기, α0: 상수, αn: 계수, X1:소득, X2:연령,
X3:가구수, Y4:저소득층 여부, Y5:주택유형, Xn:연속형 변수, Yn:범주형 변수

모형 3은 모형2에 주택점유형태 및 점유형태를 적용하였는데, 결과적으로 3가지의 연속
형 변수(소득, 연령, 가구수)와 4가지의 범주형 변수(저소득층 여부,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주택소유 여부)를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식을 정의하였다.

- 227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3號(通卷 第53號)

                   (식 4)
※ Ct : 소비지출합계, t=주택가격 하락기 또는 상승기, α0: 상수, αn: 계수, X1:소득, X2:연령,
X3:가구수, Y4:저소득층 여부, Y5:주택유형, Y6:주택점유형태, Y7:주택소유 여부, Xn:연
속형 변수, Yn:범주형 변수

모형 2에서 모형 3까지의 모든 범주형 변수는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다중회귀분석에 적용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Ⅳ. 실증분석
1. 기술통계
2012년과 2018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의 소
비지출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주택가격 하락기의 표본수는 10,401가구이며, 상승기의
표본수는 10,164가구로 하락기와 상승기의 비율을 보면 하락기는 50.57%, 상승기는
49.42%로 비율이 거의 비슷한 규모다. 저소득층 가구수와 비중을 확인하면, 주택가격 하락기

<표 2> 연구대상자의 가구특성
구분
저소득층

주택유형

변수

주택소유

N

%

주택가격 상승기(N=10,164)
N

%

저소득층

1,976

19.00

2,229

21.93

중산층 이상

8,425

81.00

7,935

78.07

단독주택/다가구

3,121

30.01

4,230

41.62

아파트

5,191

49.91

4,627

45.52

연립/빌라

1,997

19.20

1,111

10.93

92

0.88

196

1.93

자가

6,701

64.43

6,896

67.85

전세

1,661

15.97

1,273

12.52

월세

2,039

19.60

1,995

19.60

소유

7,183

69.06

8,590

84.51

미소유

3,218

30.94

1,574

15.49

오피스텔 등
점유형태

주택가격 하락기(N=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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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수는 1,976개로 총 19.00%로 나타났으며, 주택가격 상승기에서는
2,229개로 21.93%의 비중을 보였다.

2. 주택가격 변동기의 소비지출차이 분석
주택가격 변동시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지출 및 중산층 이상 가구와 소비지출차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택가격 하락국면과 주택가격 상승국면에 대한 소비지출차이를 <표
3>와 같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2가지의 세부소비지출차이와 더불어 소비지출합계에 대한
소비지출차이를 분석할 수 있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주택가격 하락기의 소비지출합계
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13.439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가구에서는 14.570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한 값(t=77.309***)임을 t-valu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월세가구가 많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유추되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지출과 중산층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을 비교하
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의 소비지출합계는 13.705로 하락기보다 0.267의 소비지출이 늘어
남을 알 수 있었으며, 중산층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은 14.703으로 0.134의 증가값을 보였다.
<표 3> 주택가격 변동기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상 가구에 대한 소비지출차이 분석
주택가격 하락기
구분

중산층이상
(N=8,425)

t-value

저소득층
(N=2,229)

중산층이상
(N=7,935)

t-value

11.933

12.583

35.08***

12.161

12.708

25.54***

2.주류및담배

6.313

8.443

21.26***

4.577

6.947

19.97***

3.의류및신발

8.426

11.345

34.26***

6.280

9.762

28.39***

11.648

12.266

19.19***

11.604

12.225

22.43***

8.994

10.535

26.20***

8.369

10.438

23.04***

6.보건

10.262

11.039

12.39***

9.587

10.367

8.38***

7.교통

9.974

12.125

41.65***

9.492

12.003

31.44***

8.통신

9.447

11.693

33.55***

9.394

11.574

31.40***

9.오락문화

9.728

11.221

41.72***

9.622

11.471

35.67***

10.교육

1.290

7.061

54.58***

1.014

5.313

43.12***

11.음식숙박

9.811

12.376

41.34***

9.290

12.350

33.01***

10.179

11.933

47.87***

9.850

11.735

29.87***

13.439

14.570

77.30***

13.705

14.703

69.29***

1.식료품

세
부
소
비
지
출
항
목

저소득층
(N=1,976)

주택가격 상승기

4.주거수도광열
5.가정용품

12.기타서비스
소비지출합계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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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기에서도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상의 소비지출차이는 t=69.299***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에서는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에서 12가지 소비지출항목 모
두에서 저소득층 가구와 중산층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차이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모든 소비지출에서 저소득층 가구는 중산층 이상 보다 소비지출의 위축을 나타내며, 이런 현
상은 주택가격 변동과는 상관없이 나타남을 결과로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의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상의 소비지출차이를 보면, 중산층 이
상의 소비지출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 세부소비지출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료
품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 가구의 필수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비지출에 대하여
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필수적인 소비지출 이외
여가생활 이나 취미, 교육 등에 대한 부가적인 소비를 할 수 없는 현황을 나타내며, 이로 인
해 소비에 대한 편중이 더 가중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주택가격 변동기의 가구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를 기준으로 저소득층 및 중산층 이상가구의 가구특성이 소비지
출에 미치는 여향에 대하여서 <표 4>와 <표 5>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주택가격 하락기에
대한 가구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저소득층가구의 영향력 차이를 분석하
였는데, 모형 1의 경우 소득, 연령대, 가구원수 처럼 연속형 변수를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으
로 진행하였다. 이에 저소득층 가구를 더미변수로 영향력 차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소득은 1만큼 증가할 경우 0.123(t=26.68***)만큼의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대는 연령이
1만큼 증가할수록 -0.068(t=-19.16***)만큼의 음(-)의 영향을 소비지출이 미쳤다. 가구원수는
증가에 따라 0.187(t=44.77***)의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중산층 이상을 기준으로 저소득
층 더미변수를 적용한 값에서는 -0.513(t=-33.33***)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어 저소득층 가구와 중산층 이상의 소비지출 차이가 0.513만큼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 1에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을 확인
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한 주택유형을 더미변수를 적용한 모형 2에서는 소득
(0.117, t=25.64***), 연령대(-0.060, t=-16.92***), 가구원수(0.182, t=44.00***), 저소득층
(-0.504, t=-33.06***)의 유의미한 결과를 더불어 아파트의 경우 0.138(t=3.00**)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모형 2에 자가, 전세, 월세의 점유형태에 따른 영향력을 적용한 분석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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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구를 기준으로 한 주택점유형태 더미변수를 적용하였다. 이를 모형 3으로 하여 주태가
격 하락기의 가구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확인하면, 연속변수를 적
용한 소득은 소비지출에 0.115(t=25.32***) 만큼의 유의미한 범위 안에서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대의 경우는 -0.064의 영향력을 보였다. 가구원수의 경우 0.182의
양(+)의 영향을 보였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0.497(t=-32.70***)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미변수를 적용한 주택유형에서는 아파트 만이 0.147(t=3.21**)의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택소유여부와 월세를 기준으로 한 주택점유형태 더미변수 적용결과
에서는 자가가구가 -0.159의 값을 보였으나 소유에서 0.164임으로 결과적으로 양(+)의 차이
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세가구도 -0.085의 유의미한 결과와 함께, 소유여부에 따라
0.164가 적용되어, 주택 소유 전세가구의 경우 0.079의 소비지출영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4> 주택가격 하락기의 가구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변수(속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t-value

계수

t-value

계수

t-value

상수

12.439

175.19***

12.433

149.29***

12.472

149.96***

소득(분위)

.123

26.68***

.117

25.64***

.115

25.32***

연령대(분위)

-.068

-19.16***

-.060

-16.92***

-.064

-17.46***

가구원수(N)

.187

44.77***

.182

44.00***

.182

43.93***

저소득층(DM)

-.513

-33.33***

-.504

-33.06***

-.497

-32.70***

단독/다가구

-.023

-0.50

-.010

-0.22

아파트

.138

3.00**

.147

3.21**

연립/빌라

.030

.64

.041

0.88

자가

-.159

-7.17***

전세

-.085

-5.87***

.164

7.69***

주택유형
(DM)
점유형태
(DM)

주택소유(DM)
F

3,727.265***

2,220.922***

1,576.357***

R 제곱

.589

.599

.603

수정된 R 제곱

.589

.599

.602

Durbin-Watson

1.822

1.847

1.848

***p<.001, **p<.01, *p<.05, 더미변수 기준 = 저소득층: 중산층 이상, 주택유형: 오피스텔(기타 포함), 점유형태:
월세, 주택소유: 미소유, N=number, DM=Dummy

주택가격 하락기의 가구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모든 모형에서 더미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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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저소득층여부에 대하여 -0.497~-0.513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분명한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 대한 음(-)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변수 개수가 늘
어남에 따라 저소득층 여부에 대한 영향력은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주택유
형변수를 적용한 2~3모형에서는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한 아파트(더미) 만이 소비지출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택점유형태 및 소유여부 등 주거변수가 추가로 적용
된 모형 3에서 아파트의 유의미한 영향이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주택유형이 아파트
인 경우 주택점유형태와 소유여부가 동반될 경우 주택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1의 경우 설명력이 58.9%로 나타났으며, 변수가 늘어날(모형2 59.9%, 모형
3 60.3%)수록 변수의 설명력은 증가하였다.
주택가격 상승기의 가구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도 모형 1부터 3까지
3가지 모형으로 영향력을 분석하여 <표 5>에 대한 결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수값 13.838을 기준으로 소득이 0.112(t=45.89***)의 영향을 미쳤으며, 연
령대는 -0.067(t=-21.97)의 음(-)의 영향을 미쳤다. 가구수는 0.167 (t=36.10***)의 영향과
저소득층 여부에서는 저소득층일 경우 -0.147(t=-9.38***)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2에서도 모형1과 유사한 연속형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13.892를 기준하여 모
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소득이 0.106의 영향을 보였으며, 연령대의 경우
-0.065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의 경우 0.160의 영향을 미쳤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0.155의 음(-)의 영향을 보였다.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주택유형을 더미변수 적용하여 분석
한 결과에서 단독/다가구에서만 소비지출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t=2.01*)을 보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모형 3에 대한 영향력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모형 3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상승기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특성을 적용하여 설명하면, 상수 13.932를 기준으로
소득이 1만큼 증가하면, 0.104(t=41.09***)만큼의 영향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연령대는

-0.067(t=-19.49***)의

영향력을

소비지출에

미치고,

가구원수는

0.164(t=34.76***)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미변수로 적용된 저소득층은
-0.152의 영향력으로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쳐 중산층 이상보다 음(-)의 소비지출영향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한 주택유형 더미변수 적용에서는 단독주택에서
-0.068(t=-2.04*)의 유의미한 영향력으로 분석되었으며, 월세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가가구
및 전세가구의 영향력 분석과 소유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더미변수 적용으로는 자
가가구가 -0.046의 영향력과 소유의 0.113의 영향력으로서 결과적으로 양(+)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세가구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적용한 전세가구의 경우 -0.136의 영향
과 소비지출의 0.113의 영향으로 미소유전세가구의 경우 -0.136(t=-8.27***)의 소비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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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주택소유 전세가구의 경우 -0.023의 음(-)의 영향력으로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서도 모든 모형에서 저소득층의 여부에 따라 -0.152부터 -0.147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형 1부터 3까지 주요 변수에서 가구원수, 저소득층여
부, 소득, 연령대 순으로 영향력이 차이를 보였다.
주택가격하락기와 비교하면, 기본 상수의 값이 상승기에서 약 1.4p정도 크기가 커진 것으
로 확인되며, 소득, 가구원수의 영향은 주택가격하락기 대비 상승기에서 전체적으로 영향력
크기가 소폭 작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7). 이는 주택가격 하락기보다 상승기에서 가구
특성에 대한 변수의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가구특성과 별개로 절대 소
비지출에 대한 크기가 상승기에서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주택가격 상승기의 가구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변수(속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t-value

계수

t-value

계수

t-value

상수

13.838

603.21***

13.892

371.51***

13.932

370.63***

소득(분위)

.112

45.89***

.106

42.60***

.104

41.09***

연령대(분위)

-.067

-21.97***

-.065

-21.39***

-.067

-19.49***

가구원수(N)

.167

36.10***

.160

34.44***

.164

34.76***

저소득층(DM)

-.147

-9.38***

-.155

-9.93***

-.152

-9.77***

단독/다가구

-.067

-2.01*

-.068

-2.04*

아파트

.050

1.49

.054

1.64

연립/빌라

-.055

-1.56

-.049

-1.39

자가

-.046

-3.44***

전세

-.136

-8.27***

.113

8.96***

주택유형
(DM)
점유형태
(DM)

주택소유(DM)
F

3,822.137***

2,232.012***

1,599.498***

R 제곱

.601

.606

.612

수정된 R 제곱

.601

.606

.611

Durbin-Watson

1.868

1.877

1.879

***p<.001, **p<.01, *p<.05, 더미변수 기준 = 저소득층: 중산층 이상, 주택유형: 오피스텔(기타 포함), 점유형태:
월세, 주택소유: 미소유, N=number, DM=Dummy

7) 연령대에 대한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은 연령대가 증가할 수로 계수의 절대값은 소폭 커진 것으로 확인
되나 소비지출에는 음(-)의 영향을 미침으로 결과적으로 소득, 연령대, 가구원수 연속형 변수 모두
주택가격 하락기 보다 상승기에 소비지출에 대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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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여부에 대하여서는 주택가격 하락기에서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승기보다
약 0.35p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주택가격 하락기에서 저소득층이 소비지출
한 값보다 상승기에서 소비지출을 더한 것으로 해석되며,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가구특성
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소비지출 과정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소득 등의 연속변수와 저소득
층 변수를 조합하여 정리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구특성이 잘 반영되고 전체적으로
소비지출을 낮추는데 비해 상승기에서는 가구특성이 하락기보다 잘 드러내지 않지만 전체적
인 소비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낮은 소득으
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기에서 상당히 낮은 소비지출로 확인되었지만 주택가격 상승기로 들어
서면서 낮은 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은 타 가구 특성에 비해 무리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들은 저소득층의 가구특성이 자가보다 차가가구가 많고, 저소득으로 인해 중
산층 이상보다 낮은 소비지출을 하는데 식료품비 등의 물가인상과 주거비 등의 부담으로 인
해 소비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기 및 상승기에 대한 추가적인 모형 적용에서 모형 2의 주택유형 그리
고 모형 3의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그리고 주택소유를 적용하였을 때도 저소득층의 소비지
출 영향에 대하여서는 아주 미미한 영향만 적용되었다. 이는 전체가구의 특성에 대하여 주거
관련 가구 특성을 적용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영향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는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가구특성 중 저소득층가구가 주택가격 변동함에 있어 소비지출이 어떻게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저소득층가구는 기본적으로 소비지출을 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소득 한계를 두고 있으며 중산층 이상보다 제한적인 가구 특성 때문에 소비지출에 다르
게 영향을 미치게 됨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주거와 관련하여 주택가격 변동 시
저소득층이 경험하게 될 소비지출의 음(-)의 영향을 타 가구특성과 비교하여 그 영향력의 차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택가격 변동에 있어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이상의 소비지출과 확연한 차
이를 보였다. 먼저, 소비지출 크기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으며, 12가지 세부소비지출항목에
있어서도 모든 항목에서 낮은 값을 보여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에 있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
지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저소득층은 소비지출에 있어 상당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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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표적인 예가 교육비 지출이다. 타 항목에 비해 너무 큰 차이의 뷸균형을 나타냈으며, 저
소득으로 인한 소비지출감소 영향이 교육비 저지출 또는 무지출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를 기준으로 한 소비지출 영향 분석에서 저소득층 여부에 따른
결과는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에 있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는 알 수 있었다. 일반
적으로 주택가격 하락 시 가구는 필요한 소비지출만 하는 경향을 보이며, 상승 시에는 소비지
출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소비지출에 있어 균형있는 소비지출을
전제로 하며, 가구의 특징에 따라 세부소비지출의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형상으로 보인다. 하
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가격 변동기의 소비지출에서 많은 문제점을 들어냈다.
앞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상의 소비지출 차이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이 주택가격 하락기
및 상승기에서 저소득층은 소비지출에 대한 불균형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주택가
격 하락기에서 저소득층은 전체가구의 소비지출에 약 0.5의 음(-)의 차이를 보였고 상승기에
서는 약 0.15의 음(-)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주택가격 하락기의 소비지출에서 전체가구보다
낮은 소득으로 인해 낮은 소비지출을 나타냈는데 주택가격 상승기로 들어서면서 그 간격이
좁혀진 것이다. 이를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증가로 해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저소득층의 확연한 소득의 증가 없이 소비지출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소비지출에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소유가구의 경우 자산효과로 인해 소비지출
이 증가하지만 주택을 미소유가구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임차료 상승으로 인해 주거
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가구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중산층 이상의 가구보다 그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도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가
구특성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지출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
며,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저소득층 소비지출에 미치는 음(-)의 영향을 전체 가구의
특성을 기준으로 규명하였다. 저소득층은 저소득이라는 특징 아래 소비지출에 근본적으로 부
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필수소비항목의 지출상승으로 인
해 전체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부담을 추가로 얻게 된다. 이에 불균형 소비지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가구에 대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부의 소득향상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공공임대주택확대, 주택가격 안정 등의 주거 안정성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소
비지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최근 2012년과 2018년을 주택가격 하락기와 상승기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는데, 이 경우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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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앞선 제안과 더불어 명분 있는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연구 및 앞으로의 꾸준
한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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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일본은 인구감소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방중소도시 뿐만 아니라 대도시지역에서도
공가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공가발생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공가 소유자의 고령화,
둘째, 주택의 노후화, 셋째, 고정자산세의 문제, 넷째, 신축주택을 선호하는 일본의 주택시장,
다섯째, 상속과 지권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공가문제와 발생 원인을 해결하
기 위해서 첫째, 2015년 2월 「공가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 공가특별조치법의 시행 이전부터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하고 공가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등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공가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공가 뱅크를 설립하여 공가에 대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가 관리서비스의 확대 및 민간단체 등에 의한 지원 등 폭
넓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제어 : 일본의 공가문제, 공가의 발생원인, 공가대책, 공가특별조치법, 지방도시 소멸.

Ⅰ. 서 론
최근 국내의 공가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공가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7년 현재 전국의 공
가는 약 126만 4천호로 경기도가 약 19만 4천호, 경북 12만 6천호, 경남 약 12만 5천호, 부
산 약 9만 5천호 순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다1). 또한 공가는 1995년 약 36만 5천호에서 지난
해 약 3.5배인 90만여호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공가는 도시의 쇠퇴와 안전 및 범죄 발생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급속한
공가의 증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
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공가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정책 과제 등으로
다루고 있어 그 대처가 매우 늦은 감이 든다.
한국은 2018년 2월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
이 시행되고 있다. 빈집특례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
1) 국토교통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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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2). 국내의 빈집특례법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을 모두 담고 있다.
일본은 약 20년 전인 2005년부터 전국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지방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이미 2000년 전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인구감소 이후 일본의 공가는
급속하게 증가하게 시작하였고, 공가문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도시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국내의 빈집특례법은 공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이 주요 목적이라기보다는 문재인정부의 ‘도시재
생뉴딜정책’의 주요 수단인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근거의 마련이 더
큰 목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만큼 국내의 공가문제에 대한 대책은 공가문제의 심각성에 훨
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사회로의 진입과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상황을
고려할 때 공가 문제는 향후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심각
한 고민과 세심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어 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황과 문제들을 배경으로, 첫째, 일본의 공가문제의 현황을 고찰하고,
둘째, 일본의 공가발생에 대한 주요 원인을 고찰하여, 셋째, 일본의 공가대책에 대한 개략적
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Ⅱ. 일본 공가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일본의 공가 현황과 유형
일본의 공가수는 약 820만호로 일본 총 주택수 6,063만호 가운데 7채 중 1채가 공가인
상태이다3). 신축 만숀4)과 분양 주택의 전단지가 신문에 끼워져 각 가정에 매주 배포될 정도
로 일본의 공가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가 문제는 인구감소가 현저하게 나타
2)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
3) 総務省, 「平成25年住宅・土地統計調査」, 2017.
4) 일본의 공동주택은 만숀(マンション)과 아파토(アパト)로 구분되며, 만숀은 한국의 아파트에 해당되며,
아파토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 여기서 일본어의 만숀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 어려워 본고에
서는 이를 일본의 읽기 방식 그대로 만숀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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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는 지방 도시만이 아니라, 도쿄와 오사카 등의 대도시권에서도 공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공가의 종류를 첫째, 상시 살고 있지 않는 주택으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2차적
주택’, 둘째, 임대하고 싶지만 임대되지 않는 ‘임대용 주택’, 셋째, 팔고 싶지만 팔리지 않는
‘매각용 주택’, 넷째, 용도가 없어져 분류가 불가능한 ‘기타 주택’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4가지 유형 중 공가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기타 주택‘인데 전체
공가의 약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타 주택‘은 다른 사람이 바로 살지 않고 공가의 상
태로 방치되면 노후화되기 쉽고, 임대용으로도 매각용으로도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표 1> 공가의 유형별 정의
구분

정의

2차적 주택

▶ 별장 : 주말이나 휴가 시에 피서⦁피한(避寒)⦁휴양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 중, 항
상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주택
▶ 기타 : 항상 사람이 살과 있는 주택과는 별개로 특별한 잔업으로 늦어질 때 숙박하는
등 가끔 숙박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주택

임대용 주택

▶ 신축⦁중고에 관계없이 임대를 위해 공가가 된 주택

매각용 주택

▶ 신축⦁중고에 관계없이 매객을 위해 공가가 된 주택

기타 주택

▶ 상기 이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주택으로, 예를 들면 사망, 전근, 입원 등의 이유로
거주세대가 장기에 걸쳐 부재인 주택이나 재건축 등으로 철거된 상태의 주택 등

자료: ㈜ 総務省統計局, 2013년 住宅・土地統計調査.

<표 2> 주택 유형별 공가 추이
(단위 : 천호)

연도

총호수

2003

2차적 주택

임대용 주택

매각용 주택

기타 주택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6,593

496

7.6

3,675

55.7

603

4.6

2,118

32.1

2008

7,568

411

5.4

4,127

54.5

349

4.6

2,681

35.4

2013

8,196

412

5.0

4,292

52.4

308

3.8

3,184

38.8

자료: ㈜ 不動産流通促進センター, 2015不動産業統計集.

2. 선행연구 고찰
下村郁夫·윤철재(2016)은 일본의 공가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자체가 공가대책 관련 조례
를 제정해왔으나, 공가대책과 관련한 법적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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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공가대책조례 이외에 건축기준법, 재해대책기본법, 소방법, 도로법을 중심으로 공
가문제에 관련된 법적과제를 검토하고, 공가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 신설을 제
안하였다. 또한 공가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초우손(市町村)5)에 충분한 권한
을 부여하고, 공가 소유자에 대한 법적보호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필요한 절
차를 정한 포괄적인 법제도를 정비해야한고 제안하였다.
박헌춘은 일본의 「빈집대책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빈집활용에 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
체의 정책방향 및 실행방안을 살펴보고, 정책의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빈집정책 수립
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빈집자원의 활용을 통해 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비롯하
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빈집대책 수립과정, 정책내용과 방향 등에 살펴보았다.
이동훈(2017)은 한국 보다 앞서 빈집 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빈집관
리 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빈집의 관리는 기
본적으로 소유주 스스로가 담당해야 하는 몫이지만, 사회적 자산으로서 주택의 체계적 관리
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관리체계가 요구되며, 향후 빈집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빈집관련 제
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남지현(2014)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빈집활용에 대한 일본 사
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지원 내용과 관련주체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실천적 대처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자립성과 지속적 성장을 가능
하게 하는 지역공동체의 거점 공간 형성에 대한 전략으로서 점차 늘어가는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자원을 유효화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정우리·이호상(2018)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이 지역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떠
한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나오시마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나오시마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빈집 및 빈 집터의 분포, 빈집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였
다. 연구결과 나오시마는 아트프로젝트 실시 후에도 경제적 이익의 상당부분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로 분배 또는 재투자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지 못해 인
구감소와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이외에도 국내에서 일본의 공가 등에 대한 논문은 다수 존재한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공가 등의 정책적 연구, 법적인 연구, 사례 연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일본 공가의 최근 시장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5) “市町村”, 일본의 지방자체행정구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번역이 어려워
본고에서는 이를 일본식 읽기 방식 그대로 “시초우손”으로 기술하고자 함. 2014년 현재 일본은 市
790개소,町 745개소, 村 183개소로 총 1,718개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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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발생원인 및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상기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및 일본의 기존 연구논문과 정부보
고서, 각종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Ⅲ. 일본의 공가 문제 및 실태 분석
1. 공가로 인해 발생되는 주요 문제
전술한 ‘기타 주택’으로 분류되는 공가는 사람이 살지 않으며, 관리조차 되지 않고 방치되
어 있는 주택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기에 걸쳐서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기타 주택’의
공가 등 일본의 공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는 크게 7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건물의 노후화이다. 사람이 주택에 장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주택 내 환기와 통수(通
水)가 원활하지 않아 건물의 노후화가 쉽게 진행된다. 공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 천정이
무너지거나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 눈에 보이는 노후화뿐만 아니라, 빗물이 새거나 흰개미
피해 등에 의해 구조물의 악화 등으로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
태에 빨리 도달하게 된다.
둘째, 방재상의 문제이다. 공가로 인해 건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지진·태풍·폭
설·폭우 등 자연 재해로 인해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건물의 붕괴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나 응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2차적인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방범상의 문제이다. 방치되어 ‘아무도 살지 않고 오지 않는 집’이 되면, 범죄자 등의
불법침입에 의한 범죄 장소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불법점유
자에 의한 화재뿐만이 아니라 방화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 목조주
택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으로 화재가 번져서 인근 지역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 또한 사각지대가 된 공가 내부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주변의 치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
어, 그 주변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넷째, 경관과 위생의 악화이다. 노후화된 건물은 관리가 되지 않는 정원의 잡초나 건물을
타고 자라는 담쟁이넝쿨, 벽의 낙서 등으로 인해 주변 경관을 해치게 된다. 해충이나 도둑고
양이, 쥐 등의 서식처가 되거나, 쓰레기 불법 투기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주변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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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게 된다.
이렇게 공가의 문제는 ‘공가의 소유자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가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문제’로 확대된다. 전문가들은 공가율이 30%를 넘어서면 이러한 문
제가 심각해져서 거주쾌적성이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도시도 황폐화되어 가게 된다.
다섯째, 자산가치의 하락이다. 공가로 인해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는 자산 가치의 하락 문
제이다. 자산 가치하락 문제에는 공가 자체의 자산 가치하락과 그 주변 주택의 자산 가치하락
등 두 가지가 있다.
공가 자체의 자산 가치하락은 첫째, 공가로 방치되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둘째, 공가
관리를 하지 않아 점점 매매가격이 하락하며, 셋째, 매각금액이 하락하면 매각에 적극성이 저
하되고, 넷째, 매각이나 임대 시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공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산가치가 하락하
면 공가가 늘어나서 그 주변의 범죄 리스크와 재해 리스크가 증가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결국 그 주변의 주택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섯째, 주택시장의 수요 밸런스 악화이다. 현재 일본은 총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이 공급
되고 있는 공급 과잉의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세대수와 주택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반드
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의 초과 재고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일본은 인구감소와 세대수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이 줄지 않으면 공가는 점점 증가하여 주택의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가가 중고시장에 넘쳐나게 되어, 가격붕괴로 이어질 경우 공가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도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일곱째, 토지의 유효활용의 저하이다. 공가가 증가하면 토지의 유효활용이 어렵게 된다.
예를 들면, 상업 용지로 변경하거나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싶어도 공가가 있으면 계획의 실행
이 매우 어렵게 된다. 또한 공가 자체를 활용하고 싶어도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소유자
자체를 찾을 수 없다면 공가에 대한 토지활용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공가는 도시전
체의 토지유효활용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2. 지방의 공가 문제
일본은 2040년에 이르면 20∼39세의 출산가능 여성 인구가 현재의 절반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인구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소멸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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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도시를 ‘소멸가능성 도시’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일본의 지방중소도시인 시초우손 중
약 52%인 896개가 2040년까지 사라진다고 예측되고 있다6).
일본 전문가들은 아이를 출산하는 세대가 일정 비율 보다 낮아지면, 인구가 일시에 감소
할 가능성이 있는 지방지자체의 대부분이 파탄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자식이 대학진학 등으로 도시를 떠나서 그곳에서 취직하여 정착하는 경우,
본가에는 부모만 살게 된다. 이후 부모가 사망하여, 본가의 부동산을 자식이 상속하여도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조건이 좋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 그대로 공가가 되
며, 소유자가 떨어져 살기 때문에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
도 급격히 진행되는 지방도시 중에서 공가율이 20%에 근접하는 도시7)도 속출하고 있다.

3. 도시부의 공가 문제
일본의 공가문제는 지방중소도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쿄 등 대도시권에서도 공가율은
약 10∼11%에 이르며, 공가수도 도쿄도가 약 820만호, 오사카부가 약 680만호, 가나가와켄
이 약 490만호, 아이치켄이 약 420만호에 이른다.
도쿄도8)도 모든 주택이 도시부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지가가 비싸서 헐고 매각해도 충분
히 이익이 나오는 23구에서도 노후화해서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이처럼
처분이 진행되지 않고 공가로 방치되는 이유는 상속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이외에 도시부
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첫째, 적용 법률의 변화이다. 도시에는 오래전부터 주택이 밀집해서 건축되어서, 좁은 토
지에 용적률을 최대로 해서 건축된 건물이 많다. 현행 건축기본법에는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으면 안되는 ‘접도 의무’가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적용하면
기존 건축물의 상당수가 ‘기존 부적격’이 된다. 따라서 건물을 허물게 되면 다시 집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토지 가치가 매우 낮아져 매각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어, 주택
은 노후화된 공가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게 된다.
둘째, 토지가치 상승의 기대감이다. 도시부에서는 재개발계획 등도 대규모 개발계획이 나
올 가능성이 높아 만약 이러한 계획이 나오면 토지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 지방도시와는 다르게 도시부 특히 도쿄의 도시부는 아
6) 日本創成会議 2014녑 발표 자료.
7) 山梨県17.2％、愛媛県16.9％、高知県16.8％ 등 다수의 自治体가 全国平均 공가율 13.6％를 상회하고
있음.
8) 東京都는 東京都区部（東京23区）、多摩地域（26市와 西多摩郡3町1村), 東京都島嶼部（大島・三宅・八
丈・小笠原）4支庁(2町7村)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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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지가 상승의 기대는 아직도 높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좀처럼 공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게 된다.
<표 3> 대도시 지역의 공가 수
(단위 : 호)

도도후켄(都道府県)

공가 수

도쿄도(東京都)

817,100

카나가와켄(神奈川県)

486,700

아이치켄(愛知県)

422,000

오사카부(大阪府)

678,800

자료: ㈜ 国土交通省, 平成25年 住宅・土地統計調査.

4. 공동주택의 공가 문제
공가문제는 단독주택9)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에 의한 공가문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서 공가율이 높아진다. 일본의 공
동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72만호가 공가10)로 방치되어 있다. 공동주택은 구분소유로 되어 있
기 때문에 공가가 그대로 방치되어도 고정자산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건물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급격한 노후화는 진행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도 공가가 늘어나면 공동주택 관리조합의 유지가 어렵게 되어, 부
엌·욕실 등의 누수나 빗물의 누수 등의 정기적인 수선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소유자가
먼 지역에 살고 있고, 투자용이나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부분 관리
가 소홀해 지기 쉽다. 이러한 관리소홀로 인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면 이는 다시 공
가로 이어져 다시 공가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고 결국 공동주택 전체가 슬럼화 되
게 된다.
향후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10
년 후에는 140만호, 20년 후에는 277만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의 경우 공동주택은
재건축이나 철거 등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단독주택 보다 매우 어렵다. 만약 입지조건이 좋고
9) 단독주택도 비슷하게 노후화가 진행되어 전국 공동주택 재고 613만호 중 1980년 이전 구(旧)내진기준
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은 106만호에 이름.
10) 2008年の総務省の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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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도 여유가 있다면, 재건축을 통해 이전 보다 추가적인 세대를 공급할 수 있어서, 그 분
양수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재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구분소유권을 포기하
고 부지를 매각하여 철거비용에 충당하는 최종적인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공동주택의 처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대립이 심하고 사업
에 대한 동의를 얻기 매우 어려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 등
으로 일본의 공동주택 노후화는 점점 심화되고 가고 있고 결국 공가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Ⅳ. 일본의 공가 발생 원인과 대책
1. 공가 발생의 원인
1) 공가 소유자의 고령화
일본의 공가 소유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65세 이상 소유자(55.6%)가 높
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공가 아닌 단독주택’의 65세 이상 소유자(44.5%)와 비교했을 때,
공가주택의 65세 이상 소유자 구성비는 각각 ‘2차적 주택 등’ 56.2%, ‘임대·매각용 주택’
57.1%, ‘기타 주택’ 56.9%로 약 12%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가가 아닌 주택에 비
해 공가 주택의 소유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공가가된 원인을 살펴보면, 사망(35.2%), 노인홈 등 시설에 입주(14.0%) 등 고령자 특유
의 원인이 약 50% 정도로 나타났고, 전근·입원 등으로 장기부재(4.7%)를 포함하면 절반을 훨
씬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유자가 고령자인 경우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가가 현재 거주지
와 원거리인 경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고령자가 사망한 경우도 대부분 자
녀에게 상속되는데 핵가족화로 이미 결혼한 자녀도 대부분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
수의 경우 상속된 부모의 주택도 공가인 상태로 방치되게 된다. 물론 부모가 공가 상로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더더욱 공가인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고령화 사회의 진행이 공가 소유자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이러한 공가 소
유자의 고령화가 공가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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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택 유형별 소유자 연령 분포
(단위 : %)

구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이상

불명

무응답

2차적주택 등

0.6

1.3

5.5

15.3

19.4

33.4

22.8

0.8

0.9

임대·매각용 주택

0.4

2.6

6.4

14.0

16.6

27.7

29.4

0.8

2.1

기타 주택

0.3

1.3

6.9

15.9

16.5

28.4

28.5

0.7

1.5

공가아닌 단독주택

0.6

6.8

14.1

18.4

13.4

24.4

20.1

0

2.2

계

0.5

1.4

5.9

14.7

17.1

29.7

25.9

1.0

3.8

자료: ㈜ 国土交通省, 平成26年 空き家実態調査.集計結果報告書

<표 5> 공가가 된 주요 이유
(단위 : %)

구분

비율

다른 곳으로 이사

27.9

노인홈 등 시설에 입주

14.0

전근, 입원 등으로 장기부재

4.7

재축·증개축·수선등으로 일시적 퇴거

0.6

사망

35.2

무응답

17.6

자료: ㈜ 国土交通省, 平成26年 空き家実態調査.集計結果報告書.

<표5>는 공가가 된 주요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데, 공가가 된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다른
곳으로 이사 27.9, 노인홈 등 시설에 입주 14.0%, 전근·입원 등으로 장기부재 4.7%, 재축·증
개축·수선 등으로 일시적 퇴거 0.6%, 사망 35.2%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원인이 약 50%가까
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택의 노후화
일본의 공가는 노후화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주택이 대부분이다. 공가주택의 준공시기를
살펴보면, 준공이후 28년 이상 경과한 1980년 이전에 준공된 주택의 비율이 ‘2차적 주택 등’
61.4%, ‘임대·매각용 주택’ 68.5%, ‘기타 주택’ 74.6%로 평균 67.3%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공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타 주택’ 경우 약 75%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에서 1980년 이전 건축물은 구(旧) 내진기준에 의한 건축물로서 특히 지진이나
재해에 매우 취약한 건물이라는 점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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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가의 준공년도별 분포
(단위: %)

구분

2차적주택 등

임대·매각용 주택

기타 주택

계

1950년이전

13.2

7.2

19.8

15.4

∼1960년

9.4

6.4

9.5

8.8

∼1970년

14.8

23.0

20.0

17.9

∼1980년

24.0

31.9

25.3

25.2

∼1990년

14.4

17.4

10.1

12.3

∼2000년

10.6

3.8

4.1

6.8

∼2010년

6.6

2.6

2.2

4.3

2011년이후불명

1.3

0.9

0.4

0.8

불명

3.1

5.5

5.9

5.0

무응답

2.6

1.3

2.7

3.5

100.0

100.0

100.0

100.0

계

자료: ㈜ 国土交通省, 平成26年 空き家実態調査.集計結果報告書.

일본에서는 내진기준뿐만이 아니라 건축 당시에는 적법한 건물이었던 것도 이후 법률 개
정 등으로 인해 건폐율이나 접도 등에 대해 위법이 되고 만 건물을 ‘기존 부적격(既存不適格)’
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기존 부적격’ 건물의 경우 구입 후에 증개축을 할 때 규제에 저촉되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또한 주택을 철거하고 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철거
비의 부담이나 철거비용 만큼 할인이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가격으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
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공가로 방치되면 노후화도 함께 진행되게 된다. 공가의 노후·파손 현황을
살펴보면, 공가의 유형별로 ‘2차적주택 등’ 37.8%, ‘임대·매각용 주택, 49.0%, ’기타 주택‘
58.9 %로 전체적으로 46.7%가 노후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주택‘은 지
붕변형·기둥 기울어짐 27.2%, 주택외부·실내의 전체적 노후·파손 1.8%, 주택외부·실내의 부
분적 노후·파손 29.9 % 등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58.9%가 노후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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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공가의 노후·파손 현황
(단위: %)

구분

주택외부·
주택외부·
지붕변형·기둥
실내의 전체적 실내의 부분적
기울어짐
노후·파손
노후·파손

노후·파손
없음

불명

무응답

2차적주택 등

12.9

0.8

24.1

48.5

1.4

12.3

임대·매각용 주택

16.2

3.4

29.4

31.9

6.4

12.7

기타 주택

27.2

1.8

29.9

25.2

4.6

11.3

계

18.8

1.4

26.5

35.5

3.6

14.2

자료: ㈜ 国土交通省, 平成26年 空き家実態調査.集計結果報告書.

3) 고정자산세
주변에 피해가 되는 노후화한 공가인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로 만드는 경우는 문제
가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 고정자산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토지의 고정
자산세는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건물이 건축된 대지 200㎡
이하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세가 건물이 없는 토지 고정자산세의 1/6로 줄어들게 된다11).
하지만 공가주택의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의 상태로 남게 된다면, 건물이 있을 때보다
약 4.2배가 많은 고정자산세가 부과되게 된다. 따라서 거주 유무에 관계없이 건물이 있는 토
지라면 고정자산세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가는 아무리 노후화가 진행되어도 철
거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신축주택을 선호하는 일본 주택시장
일본은 전후 심각한 주택난에 직면했었고,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도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렸다. 따라서 일본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인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또
한 주택건설을 통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에 대한 감세 등 특별조치가 진행
되었다.
현재도 신축 주택의 감세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급은 계속 되고 있지만, 인구 감소
가 약 20여년 이상 진행12)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공급 과잉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11) 20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의 10배까지 고정자산세가 1/3로 경감됨. 하지만 실제로는 대지의 고
정자산세 상한은 평가액의 70%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세가 6배가 되지 않고 4.2배 정도 됨.
12) 일본의 총인구는 2005년 이후 감소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는
2000년 전후부터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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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고주택 시장은 민간의 경제 원리에 전적으로 맡겨져서 중고주택을 살 때 대출이나
리폼 비용 등에 어떠한 특례 조치도 없다. 따라서 구매자 측면에서는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결국 이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축으로 기울게 된다.
실제로는 주택 매매에서 점유하는 신축주택의 비율이 약 80%에 이르고 있고, 중고주택은
약 20%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국가 시책이 부동산업자나 매수자에게 ‘주택은 사용하
고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확산시키게 되었고, 이것이 공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8>는 신축주택과 멸실 주택의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신축주택의 착공호수와 멸실 주
택의 호수 차는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9년 대비 4년 후인 2013년에는 무려 200백
만호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신축주택에 대한 선호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들 주택의 대부분이 공가로 남게 되어 공가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8> 신축주택과 멸실주택 추이
(단위 : 천호)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A)신축주택 착공호수

775

819

841

893

987

(B)멸실주택 호수

112

137

115

125

127

(A) - (B)

663

682

726

768

860

자료: ㈜ 国土交通省「新設住宅着工戸数の推移」及び「住宅の滅失戸数の推移」.

5) 상속과 지권자의 문제
공가를 취득한 경위를 살펴보면, 자가 신축·신축 구입 23.4%, 중고주택 구입 16.8%, 상속
52.3 %, 무상양도 2.1 %로 상속에 의해 공가를 취득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핵가족화에 의해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한 시
점에 공가인 상태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조건이 좋은 주택이라면 상속 시점에 매각하
거나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주택은 대부분 공가인 상태로 남게 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상속된 공가가 공가 상태로 남게 되는 이유로는, 첫째, 2인 이상 상속한 경우 부
동산의 처분방법에 타협하지 못하고 유보되는 경우, 둘째, ‘자라온 집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싶지 않음’, ‘선조 대대로 살아온 집이라 팔지 않음’ 등의 감성적인 이유, 셋째, ‘지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음’ 등의 경제적인 이유, 넷째, 형제자매의 사이가 좋지 않아 수년간
만나거나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경우, 다섯째, 복수 명의자가 있는 차지(借地)에 건축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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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권리관계의 문제가 있는 건물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 등이 있다.
<표 9> 공가의 취득 경위
(단위: %)

구분

비율

자가신축·신축구입

23.4

중고주택 구입

16.8

상속

52.3

무상 양도

2.1

불명

1.6

무응답

3.8

계

100

자료: ㈜ 国土交通省, 平成26年 空き家実態調査.集計結果報告書.

2. 공가에 대한 주요 대책
1) 법률 등의 제정
적절한 관리가 수행되지 않는 공가 등이 방재, 위생, 경관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에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생활환경의 보존을 도모하고, 더불어 공가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가 등에 관한 시
책에 관하여 국가에 의한 지본 지침의 책정, 시초우손(특별구를 포함)에 의한 공가 등 대책계
획의 작성, 기타 공가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가 등
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또는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공공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진흥에 기
여하는 것을 목적13)으로 2015년 2월 「공가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空家等対策の
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이하 공가특별조치법이라 함)」이 시행되었다.
공가특별조치법에는 특정 공가를 지정하고 있는데, 특정 공가란 그대로 방치되면 붕괴 등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해 질 염려가 있는 상태 또는 현저하게 위생상 유해가 될 염려가 있는
상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저하게 경관을 해치고 있는 상태 기타 주변 생활환경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방치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태라고 인정되는 공가 등을 말한다14).
특정 공가는 토지의 고정자산세15)에 대한 특례조치가 적용되어, 특정 공가로 지정되면 건
13)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第一条.
14)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第二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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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남는 경우에도 고정자산세가 토지와 건물이 있는 주택과 동일하게 적
용된다. 지자체는 특정 공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하고 개선
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소유자가 개선 권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
는 개선 명령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행정에 의한 강제대처를 하게
된다16). 또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의 고정자산세에 대한 특례조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대신과 총무대신은 「공가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
본 지침(空家等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이하 공가특별
조치법 기본지침)」을 수립17)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대신과 총무대신은 시초우손이 ‘특정 공가 등’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기
준 및 ‘특정공가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한 수순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공가 등에 대
한 조치에 관하여, 그 적절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特定空家等に対する措置」に
関する適切な実施を図るために必要な指針: ガイドライン, 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18)을 정
하고 있다.

2) 지자체의 조례
일본은 공가 대책의 실시 주체가 지자체이다. 지자체는 공가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기 이전
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공가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전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한 공가 대책은 지자체로부터 개인 소유자에게 보조가 있었으며, 국가로부터 지자체에 보조
도 있었다.
공가 여부에 관계없이 손상 및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에 대해서는 철거 비용을 보조하고,
만약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물론 어느 정도 노후화되었는지는 관계없이 개인 자산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재산권 침
해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인구감소와 공가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지자체도 사업
을 진행함에 있어서 큰 장벽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 공가특별조치법의 실시로 공가 대책에
법률상 근거를 제공하여 지자체의 공가 대책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15) 일본의 경우 토지의 고정자산세는 건물이 건축된 토지의 약 4.2배에 달함.
16) 행정대처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주택을 강제적 철거하는 것을 말함. 이때 발생하는 철거비용 등은
전액 소유자가 부담하게 됨.
17)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第5条.
18)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第14条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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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가 뱅크
공가 소유자의 가장 큰 고민은 공가를 활용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공가를 이용할
상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결국 공가 상태 그대로 장기간 방치되어 공가 소유
자들이 더욱 고통 받게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공가뱅크 이다. 공가뱅크는 지역의 공가에 대해 필요한 정
보에 대해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은 지자체에 의해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
탁하고 있다.
공가뱅크는 공가 소유자에만이 아니라 공가를 찾고 있는 주체에게도 공가정보에 대한 각
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가를 개방하기도 한다. 또한 공가를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한
다거나, 복지 및 관광용도 등 그 지역에 필요한 공가의 활용방법을 고안해서 지자체가 독자
적인 활용도 하고 있다.

4) 공가 관리서비스
공가 소유자에게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있어서의 공가 관리는 공가가 원격지에 있
을수록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로 인한 공가 점점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공가 소유자를 위해 민간업자가 정기적인 공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러한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비용은 월 1회 관리에 약 1만엔 정도인데 그 ‘금액이 싸냐
비싸냐’에 대해서는 공가 소유자에 따라 다소 이견은 있다. 하지만 비용이 아까워 공가관리를
소홀히 하면, 결국 행정지도 등을 받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가 관리서비스이 이용이 늘어
나는 추세이다.

5) 민간단체 등 지원
일본은 공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뿐 만아니라 재단법인, 공익법인, NPO
법인 등 민간단체에 의한 공가대책의 지원이나 공가 뱅크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민간단체 등
은 기본적으로 활동범위는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 단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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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지금까지 일본의 공가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공가로 인해 발생되는 주요 문제로는 첫째, 건물의 노후화, 둘째, 방재상의 문제,
셋째, 방범상의 문제, 넷째, 경관과 위생의 악화, 다섯째, 자산가치의 하락, 여섯째, 주택시장
의 수요 밸런스 악화, 일곱째, 토지의 유효활용의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가문
제는 지방도시의 소멸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수위에 도달하고 있으며, 대도시 지역 또한 공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공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공가 소유자
의 고령화를 들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공가주택 소유자의 55.6%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공가가 된 이유로는 사망과 노인홈 등 시설 입주, 장기 입원 등 소유자가 노인인 경우에 발생
되는 경우가 약 5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사망하여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도 대부분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의 노후화
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공가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기타 주택’의 경우 준공이후
1980년 이전에 준공된 28년 이상된 주택의 비율이 74.6%로 높게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 시
기의 내진기준을 고려하면 지진 및 재해 등에 매우 취약하며, 개정된 건축 관련 법규를 고려
했을 때 증개축이 어려워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공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고정자산세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공가의 건물을 철거할 경우
높은 고정자산세가 적용되어, 공가가 노후화되어도 철거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넷째,
신축주택을 선호하는 일본의 주택시장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공급초과인 주택시장에서 신
축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기존 재고주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공가상태로 남게 되어 공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상속과 지
권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절반 이상이 상속에 의해 공가를 취득하고 있으나 상속자 등의 문
제에 의해 상속이후에도 거의 공가로 방치되고 있다.
일본은 전술한 공가문제와 발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2015년 2월 「공가 등 대
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 공가특별조치법의 시행 이전부터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하고 공가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등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공가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공가 뱅크를 설립하여 공가에 대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가
관리서비스의 확대 및 민간단체 등에 의한 지원 등 폭넓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공가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공가발생
- 256 -

일본의 공가 현황 및 발생원인에 관한 고찰

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실제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겨 두고,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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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the Korean War, Seoul's population grew rapidly due to the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inevitably difficult development was made to solve the insufficient housing.
As time went by, the city developed rapidly, and finally came to a time when new maintenance was
needed. However, most of the maintenance projects in Korea were demolition of all existing houses and
construction of new apartments. Therefore, various problems occurred, such as delays in the project
period and plundering of residents. In particular, in the 2000s, as the re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New Town project) was implemented to improve the infrastructu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n a
large scale basis, the scale increased and the side effects became many. As a result of the side effect of
the existing demolition system maintenance project, the street house maintenance project was introduced
to minimize the phenomenon of resident's settlement and the progress of the rapid maintenance project.
Street housing maintenance business has the advantage of being less noise and shortening the project
period compared to large-scale business. In addition, various incentives for revitalizing the street housing
maintenance business, such as various building regulations, have been proposed, but the business results
are not up to expectations.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establish its position as soon as possible
by identifying the obstacles to the activation of street housing maintenance projects and suggesting
solutions.
key word : Maintenance business, Area Housing maintenance business, empty house and Small house
Maintenance Special law,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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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전쟁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서울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로인
해 부족한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수 없는 난개발이 진행되었다. 시간이 흘러 급하게 난개
발이 진행되었던 도시는 결국 다시 새로운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
리나라 정비사업의 대부분은 기존 주택을 모두 철거하고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는 전면철거방
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사업기간의 지연 및 거주민의 주거지 내몰림 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들
이 발생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광역단위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정비촉
진사업(뉴타운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규모는 커지는 만큼 부작용도 많게 되었다. 이에 기존
전면철거방식 정비사업의 부작용으로 인한 출구 전략으로서 신속한 정비사업의 진행과 거주
민의 주거지 내몰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가로
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사업에 비해서 잡음이 덜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와 더불어 다양한 건축 규제 완화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유인책
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업실적은 그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로주
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
주제어 :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저해요인.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후 급격한 도시화과정을 겪게 되었다. 특히, 서울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고 늘어난 주택수요로 인해 심
각한 주택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로인해 무단점유, 무허가 불량주택등이 난립하게
되었다. 부족한 주택공급을 해결해기 위해 질적인면 보다는 양적인 성장을 통해 열악했던 주
거환경과 절대적 부족현상은 해소 되었다. 하지만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된 해외
도시에 비해 기능성과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등의 측면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
다보니 계획적·체계적으로 조성된 기존 노후주거지는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혼재
되어 있는 도시시설을 재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도시의 기능을 정비1)하는등의 도시정비사업이
1) 권대중·김성숙,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부연사, 2017,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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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게 되었다.
2003년 7월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된 주택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
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다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을 통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지방자
치단체 등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개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이 정비사업의 한 방식으로 새로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대규모 정비사업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소규모정비사업방식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태였다.
그러다 2017년 2월 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
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였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되었으며, 또 다시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2017년 2월 제정
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그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은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규모 정비사
업이라 수익구조가 맞지 않아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취지에 맞쳐 사업자 입장에서의 개발이익 추구보다는 주민들의 사회
적·경제적 여건과 지역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가중치를 연구함으로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해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고찰
1. 정비사업
2003년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
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인구 50만명이상인 시의 시장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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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정비사업의 계획기간등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
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결국,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이라는 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능률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환경 및 공공의 복리증
진을 추구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2)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2017년 2월 8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
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고,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함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
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
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
을 재건축하기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행구역 안에 있는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
동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
업을 말한다.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이면
서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미만, 기존주택이 다세대주택인 경우 20세대미만, 기
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미만인 경우에 사업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도입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었다.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
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1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이 혼재된 경우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20채 이상으로 3분의
2 이상이 노후 건축물 수가 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
호하고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이 밀집하고 노후·불량한 기존 주택 수가 200세대 미만이
며, 면적이 1만㎡미만인 일단의 가로구역에서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
스텔, 공동주택 등을 소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권대중·정용식·안경환, 「도시재생론｣, 부연사, 2013,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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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직접 사업 추진을 시행하거나, 공기업, 건설업자(또는 신탁업자) 등과 함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시행도 가능하다. 조합설립요건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와 토지 등 소유자 80% 동의가 필요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시「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의하면 정부 사업비 보조 및 융자 혜택이나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특례 적용, 공
동 이용시설 설치 시 용적률 가산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또한 임대주택을 연면적 20%
이상 건설 시 건축을 용적률 상한까지 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전체 건립 예정 60% 이하 일정 비율 세대수를 국민주택규모로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3)

2. 가로주택정비사업
2002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2003년 7월 1일에 시행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주택
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산재하는 주
거환경정비사업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하였다.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되는데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
환경개선사업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
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 마지막으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이 되었다. 그러다 2012
년 8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주거환
경관리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가 되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2018년 2월 다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묶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주거
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묶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한다. 이 두가지 사업과
기존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 세가지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기
3) 김필선,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8, pp.31~32.
4) 정대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2016,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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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
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
예정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설립 없이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조합을 설립함으로써 토지는 공
동소유하고 주택은 개별소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아파트 단지 건설과 유사하다. 또한 추진 절
차가 간소하여 조합설립 후 준공까지 전체 사업 기간이 3년 정도로 짧고, 주민 동의율 요건이
80% 이상이어서 원주민 재정착에 유리하다. 기존의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구역지정 절차에
따른 종전의 용도지역 결정에도 불구하고 종상향 되었던 반면, 용도변화 없이 노후도에 따라
부분적·점진적인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후·불량한 주택정비사업과 동시에 비교
적 양호한 주택은 보존하거나 관리가 가능하며, 주택소유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이미 정

비기반시설이 조성된 노후주거지이거나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으로 도로여건이
양호한 1만㎡ 미만의 소규모 노후주거지 재개발·재건축사업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이 중단·해제된 지역이나,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서 제척된 소규모 잔여구역 그리고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주민자체개량사업이 힘든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 대상 구역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붕괴, 사업
의 지연에 따른 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림1]과
같이 추진절차상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비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절차 없이 조합설립인가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최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특례법」의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사업시행인가에 포함시켜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
업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었으며, 기존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및 구
역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등이 제외되어 통상 8년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이 2~3년으로 단
축 가능하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 신고

[그림 1]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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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는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과 그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거주 환경 불량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 건축된 노후 단독·다세
대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사업성이 부족하여 정비사업이 무산된 뉴타운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다수 존재하는데 해제에 따른 주민들의 상실감과 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열악, 주차장, 주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개별적
으로 진행되는 단순 유지보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단순 정비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업 규모별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
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을 제시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이의 규모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전체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5)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김필선(2018)6)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별 인식의
차이 및 저해요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의 차별성을 위한 변수를 선정한 후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구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 그룹’,
도시재생이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지자체 공무원이나 공기업 연구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만한 중·소규모의 민간 시행·시공사와 건축사, 설계사, 정
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시행·시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문을 진행
하였다. 설문방법은 직접면담방식으로,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부족한 설문
을 수정·보완하였다
정대택(2016)7)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현재까지의 현황 분석과 시
뮬레이션분석을 통한 실증자료에 의해 사업성 분석과 비례율 권리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최
종적으로 용적률, 공사비, 분양가의 변화에 따라 각각 시뮬레이션분석을 실시하여 비례율에
의한 사업성의 변화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실용적 연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
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발전과 활용에 기여하고자 했다.
서수정·임강륜(2013)8)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현지개량사업, 도시개
발사업의 환지방식과 건축협정 제도 등 다양한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계획적 관
리와 공공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도정법’상 공공관리자 제도를
5)
6)
7)
8)

이승우·허윤경,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pp.9~11.
김필선, 전개논문, 2018.
정대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2016.
서수정·임강륜, 『가로주택 정비사업 적용을 위한 제도방안』,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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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국가로부터의 컨설팅 지원과 민관공동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소규모 임대주택 확보
병행,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의 국민주택기금 융자 및 세제지원을 제안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 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연구
들이 직접적인 현장 조사가 아닌 이론적인 법과 제도적인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매우 피상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로 이
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비예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그동안
주로 연구하는 방식인 활성화방안보다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저해요인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
사가 이뤄졌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조사개요
본 설문조사는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로 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황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중요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가로주택정
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서울지역에서 가로주택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의 조합원들
과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조합원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 300부를 배
부하였고 불성실한 답변이 확인된 7부를 제외하고 293부를 최종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지
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1>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황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과 활성화 중요도를 설문조사하였다.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요구현황을 알아보기 위
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원 요구현황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다중범위 검정(Scheffe's multiple range test)을 통
하여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
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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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4-1>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53.9%, ‘남성’이 46.1%이었으며, 연령은 ‘50대’가 47.8%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1.2%,
‘60대 이상’이 20.8%, ‘30대 이하’가 10.3% 순이었다. 직업은 ‘자영업’이 38.9%, ‘전문직’이
23.2%, ‘근로소득자’가 17.1%, ‘전업주부’가 15.4%, ‘무직’이 5.5%순이었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가 42.3%, ‘대학교졸업’이 33.4%, ‘전문대졸업’이 22.2%, ‘대학원졸업 이상’이 2.0% 순
이었다. 월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32.1%, ‘400만원 이상’이 27.3%, ‘200-300만원
미만’이 24.2%, ‘100-200만원 미만’이 11.6%, ‘100만원 미만’이 4.8% 순이었고, 주택유형
은 ‘아파트’가 5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30.7%, ‘단독, 다가구’는
9.2%, ‘준 주택’은 5.5%, ‘점포주택’은 1.4%로 조사되었다.

<표 1>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빈도(N)

백분율(%)

여성

158

53.9

남성

135

46.1

30대 이하

30

10.3

40대

62

21.2

50대

140

47.8

60대 이상

61

20.8

전업주부

45

15.4

무직

16

5.5

자영업

114

38.9

전문직

68

23.2

근로소득자

50

17.1

고졸 이하

124

42.3

전문대졸업

65

22.2

대학교졸업

98

33.4

대학원졸업 이상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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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월 소득

빈도(N)

백분율(%)

100만원 미만

14

4.8

100-200만원 미만

34

11.6

200-300만원 미만

71

24.2

300-400만원 미만

94

32.1

400만원 이상

80

27.3

점포주택

4

1.4

준 주택

16

5.5

아파트

156

53.2

단독, 다가구

27

9.2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90

30.7

293

100.0

주택유형

전체

2.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요구현황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요구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2>와 같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으
로 신규 건축되는 아파트에 재정착할 경우 부담가능한 분담금으로는 ‘6천만원-1억원 미만’이
41.3%, ‘3천만원-6천만원 미만’이 25.3%, ‘1억원 이상’이 15.7%순이었고, 가로주택 정비사
업으로 신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중요하
다’ 41.6%, ‘보통이다’ 25.6%, ‘매우 중요하다’ 16.4%, ‘중요하지 않다’ 12.6%, ‘매우 중요하
지 않다’ 3.8% 순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58.0%이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희망하는 주택규모는 ‘전용60㎡(18평)이상-전용83㎡(25평)미만’이
50.9%,

‘전용50㎡(15평)이상-전용60㎡(18평)미만’이

23.5%,

‘전용83㎡(25평)이상’이

18.4%, ‘전용40㎡(12평)이상-전용50㎡(15평)미만’이 6.1%, ‘전용40㎡(12평)미만’이 1.0% 순
으로 나타났다.
<표 2>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요구현황
구분

조합원 분담금

빈도(N)

백분율(%)

1천만원 미만

23

7.8

1천만원-3천만원 미만

29

9.9

3천만원-6천만원 미만

74

25.3

6천만원-1억원 미만

121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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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백분율(%)

1억원 이상

46

15.7

매우 중요하지 않다

11

3.8

중요하지 않다

37

12.6

보통이다

75

25.6

중요하다

122

41.6

매우 중요하다

48

16.4

전용40㎡(12평)미만

3

1.0

전용40㎡(12평)이상-전용50㎡(15평)미만

18

6.1

전용50㎡(15평)이상-전용60㎡(18평)미만

69

23.5

전용60㎡(18평)이상-전용83㎡(25평)미만

149

50.9

전용83㎡(25평)이상

54

18.4

293

100.0

브랜드 아파트
중요성

희망 주택규모

전체

3.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3>와 같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조합원의 이해도 부족 및 소극적 참여율’의 평균은 3.67로 저해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하는 조합원 분담금’(M=3.65), ‘1만㎡
미만의 소규모 재개발로 수익성 저하 및 낮은 용적률 인센티브’(M=3.59), ‘주택개량 중심의
사업으로 기반시설정비에 따른 비용부담’(M=3.59), ‘도시계획도로 또는 6㎡이상의 가로구역
요건’(M=3.30), ‘사업시행 구역요건(단독10호. 공동주택 20호이상, 단독주택+공동주택=20호
이상)’(M=3.23) 순으로 저해요인이 높았다.
<표 3>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업구역요건(6㎡이상의 도로, 1만㎡ 이하 면적)

3.30

.85

구역의 주택수 (단독10호. 공동주택 20호이상,
단독주택+공동주택=20호이상)

3.23

.87

조합원의 이해도 부족 및 소극적 참여율

3.67

.85

조합원 추가 분담금

3.65

.91

소규모개발로 인한 수익성 저하

3.59

.90

기반시설정비에 따른 비용부담

3.5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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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요구현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저해요인
1) 조합원 분담금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
부담가능 조합원 분담금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는 <표4>와 같이 ‘구역의 주택수 ’는 부담가능 조합원 분담금이 3천만원-6천만원 미만
(M=3.38), 6천만원-1억원 미만(M=3.31), 1억원 이상(M=3.17), 3천만원 미만(M=2.85) 순으
로 3천만원 미만 분담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저해요인이 가장 낮았다(F=4.698, p<.01). ‘기반
시설정비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6천만원-1억원 미만(M=3.81), 3천만원 미만
(M=3.50), 3천만원-6천만원 미만(M=3.49), 1억원 이상(M=3.28) 순으로 1억원 이상 분담의
사가 있는 응답자의 저해요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4.750, p<.01).
<표 4> 조합원 분담금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의 차이

구분

3천만원 미만a
(N=52)

3천만원-6천만원
미만b
(N=74)

6천만원-1억원
미만c
(N=121)

1억원 이상d
(N=46)

F

p

1.825

.143

M

SD

M

SD

M

SD

M

SD

사업구역요건(6m이상의
도로, 1만㎡ 이하 면적)

3.15

.85

3.35

.88

3.25

.85

3.52

.75

구역의 주택수

2.85
b

.83

3.38
a

.77

3.31
a

.89

3.17
ab

.93

.80

3.62

.84

3.79

.87

3.72

.86

2.341

.073

조합원의 이해도 부족 및
3.42
소극적 참여율

4.698** .003

조합원 추가 분담금

3.42

.94

3.68

.95

3.79

.83

3.48

.98

2.557

.055

소규모개발로 인한
수익성 저하

3.54

.90

3.50

.90

3.66

.91

3.59

.93

.546

.651

기반시설정비에 따른
비용부담

3.50
ab

1.04

3.49
ab

.93

3.81
a

.78

3.28
b

.96

** p<.01,

4.750** .003

Scheffe's test : a>b

2) 브랜드 아파트 중요성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
대기업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중요성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와 같이 ‘사업구역요건(6m이상의 도로, 1만㎡ 이하 면적)’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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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중요하지 않다(M=3.52), 중요하다(M=3.32), 보통이다(M=3.12) 순으로 대기업 건설사
의 브랜드 아파트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저해요인이 가장 높았다(F=3.416,
p<.05).

<표 5> 브랜드 아파트 중요성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의 차이
중요하지
않다a
(N=48)

보통이다b
(N=75)

중요하다c
(N=170)

M

SD

M

SD

M

SD

사업구역요건(6m이상의 도로, 1만㎡
이하 면적)

3.52
a

.77

3.12
b

.88

3.32
ab

.84

구역의 주택수

3.17

.91

3.27

.79

3.22

조합원의 이해도 부족 및 소극적 참여율 3.65

.93

3.80

.87

3.60 1.05 3.47

소규모개발로 인한 수익성 저하

3.42

.99

기반시설정비에 따른 비용부담

3.67

.95

구분

조합원 추가 분담금

F

p

3.416*

.034

.90

.193

.825

3.62

.82

1.210

.300

.83

3.74

.90

2.334

.099

3.57

.90

3.64

.88

1.165

.313

3.56

.92

3.58

.90

.215

.807

* p<.05

Scheffe's test : a>b

3) 건립후 희망 주택규모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
건립후 희망 주택규모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는 <표6>와 같이 ‘조합원의 이해도 부족 및 소극적 참여율’은 희망 주택규모가 전용60㎡(18
평)이상-전용83㎡(25평)미만(M=3.82),전용83㎡(25평)이상(M=3.61), 전용50㎡(15평)이상-전
용60㎡(18평)미만(M=3.49),

전용50㎡(15평)미만(M=3.33)

(F=3.77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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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건립후 희망 주택규모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의 차이

구분

전용50㎡ 전용60㎡
전용50㎡ (15평)이상- (18평)이상- 전용83㎡
(15평)미만a 전용60㎡ 전용83㎡ (25평)이상d
(N=21) (18평)미만b (25평)미만c (N=54)
(N=69)
(N=149)
M

SD

M

SD

M

SD

M

F

p

SD

사업구역요건(6m이상의 도로,
1만㎡ 이하 면적)

3.29 .85 3.30 .79 3.32 .87 3.24 .87

.123

.946

구역의 주택수

2.90 .83 3.38 .88 3.21 .87 3.20 .86

1.689

.169

조합원의 이해도 부족 및 소극적
3.33 .91 3.49 .87 3.82 .80 3.61 .90
참여율

3.778*

.011

3.38 .91 3.49 .95 3.77 .85 3.59 1.00

2.275

.080

소규모개발로 인한 수익성 저하 3.57 1.03 3.48 .85 3.61 .90 3.67 .95

.505

.679

기반시설정비에 따른 비용부담

.109

.955

조합원 추가 분담금

3.52 1.12 3.58 .99 3.62 .84 3.56 .92

* p<.05

Ⅴ. 결 론
2003년 시행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저소득자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개
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환경정비사업 네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다 2012년 8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통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가 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7년 2월 8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과 함께 이관되었다. 201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저해요인
을 파악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의견을 통해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고
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정비사업활성화 저해요인의 차이는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조합원 분담금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은 유의수준 5%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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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주택수’와 ‘기반시설정비에 따른 비용부담’이 저해요인으로 밝혀졌다.
셋째, 브랜드 아파트 중요성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은 ‘사업구역요건
(6m이상의 도로, 1만㎡ 이하 면적)’ 이라고 밝혀졌다.
넷째, 희망 주택규모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저해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조합원의 이해도 부족 및 소극적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활성화 저해요인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다. 결국 가로
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사업의 ‘수익성 부족’이다.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 유명
브랜드의 시공업체로 진행되지 못하고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세대수가 얼마되지 않아 결국
조합원이 지불해야할 추가분담금이 문제인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보
다 적극적인 건축규제완화와 유명시공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유인책을 통해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졌을 때 보다 적극적인 조합원들의 사업참여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보다 현실적인 저해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이 진행중인곳은 여러곳 있으나, 완공된곳이 얼마 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의견을 더 담지 못했
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다음 연구과제를 통해 보다 폭 넓은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가
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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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pan's Land price Theory was thought to be decided by fundamentals. For example, commercial land
had the profit of doing business through the land, and the convenience of commuting to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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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eks to measure the price of Conversion right that are likely to occur outside of
commercial areas, using data from the public notice of land price in the Kanto area.
In particular, because the prices of commercial and residential areas were analyzed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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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controlling the fundamental part of the land through Hedonic Approach Method.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average for each use district, the price was over 1 million yen per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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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hown in the results, the use regulation incurs the price of the conversion right in commerc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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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일본의 지가이론에서는 펀더멘탈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상업지라면 그 토지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얻게 되는 수익에 있었고 주택지라면 근무
지까지의 통근의 편리성이나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 지가를 결정짓는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동지역의 지가공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업지 이외로 발생하고 있을 것
으로 보는 용도전환권의 가격을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상업지와 주택지의 가격을 동시에 분
석하므로 인해 토지의 펀더멘탈 부분을 헤도닉 접근법을 통해 컨트롤 하면서 상업지와 주택
지의 가격의 차이를 용도전환권의 가격이라 보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용도지역별 평균적으로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당 100만 엔 이상, 근린상업지
역에 있어서도 20만 엔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용도규제에 의
해 상업지역에 있어서 용도전환권의 가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주택지와 상업지의
가격을 크게 괴리시키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
주제어 : 옵션이론, 용도전환권, 펀더멘탈, 헤도닉 접근, 지가이론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일본의 지가결정이론에서 지가는 펀더멘탈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상업지라면 그 토지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얻게 되는 수익에 있었고 주택지
라면 근무지까지의 통근의 편리성이나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 지가를 결정짓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고찰에 근거를 한다면 지가를 각각의 펀더멘탈에 기준을 두고 각각의 토
지들이 어떻게 지가형성에 공헌하고 있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가능하
리라 본다. 이를 기준으로한 분석이 헤도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과거의 지가이론에서는 지가가 버블의 발생 원인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를 매각할 시기에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는 이론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그 때문에 버블의 붕괴이후에는 버블의 발생이나 형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격상승
의 기대를 모델에 포함하여 합리적 버블이라고 하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도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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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론적인 전개 과정에서 자산가격인 지가에 대해서도 채권이나 주식의 가격결정에
서 이용하고 있는 옵션가격이론의 분석방법이 사용되어져 왔다.
이 논리에 의하면 예를 들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주택이 예상이외로 상승하게 되
면 이 주택을 매각하고 이익을 창출하여 다른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가가 비교적 낮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함에 따라서 효과를 얻게 되고 지가
가 폭등하는 시기에는 옵션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있어서 지
가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토지의 이용방법에 있다.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토지가 나대
지의 경우에는 거기에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아니면 나대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 하지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그대로 이용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서의 용도의 유연성이 지가의 결정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주택과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토지만을 매매하는 경우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하는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지가는 통상적으로 나대지만의 가격을 말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건
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가를 평가 할 때에
나대지의 평가액이 지가라고 하기 에는 무리가 따른다.
즉 이러한 거래의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를 다각화 하는 가능성 차원에서는 나대지 일 때
의 가격보다도 보다 낮게 평가된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지가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가공시의 경우 이러한 평가방법
이 나대지를 보다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가
된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용지의 전환을 통해 용지전환권의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의 가치를
고려할 수가 있다.
지가결정의 분석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상업지는 상업지의 지가에 대하여, 주택지는 주택
지의 지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상
업지는 점포나 사무소의 영리목적에 그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주택지는 주거목
적을 주요한 목적으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으며 지가의 결정요인이 각각 다르다고 가정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상업지라든가 주택지라고 하는 구별은 용도선택의 결과일
뿐이고 지가에 따라서 용도가 선택되어 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시장
이 각각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옵션가격 이론으로부터 용도의 전환의 전환
이라고 고려한다면 이 두 가지의 토지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용도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업지는 펀더멘탈 이라고 불리 우는 토지의 사용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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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이론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관동지역의 지가공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
업지 이외로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용도전환권의 가격을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상업지
와 주택지의 가격을 동시에 분석하므로 인해 토지의 펀더멘탈 부분을 헤도닉 접근법을 통해 컨
트롤 하면서 상업지와 주택지의 가격의 차이를 용도전환권의 가격이라 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018년도 지가공시 데이터에서 동경을 포함한 관동지역
8,159지점 가운데 인근역 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용적률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 등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7,847지점의 지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
하였다.
이와 같은 옵션의 행사라고 하는 관점은 과거의 헤도닉 접근법에서는 분석을 한 사례가
없으며 토지의 이용방법의 차이와 지가의 관계에 대하여 충분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

Ⅱ. 이론적 고찰
1. 옵션가격 이론
일본에서 옵션가격이론을 지가형성에 응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加納·村瀬(1996, 199
9)1)를 들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옵션가격이론에 의한 이론적인 지가결정과 상업지가 펀더
멘탈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가증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구분을 주택지와 상업지 밖에 없다고 하는 단순한 가정을 두었다.
주택지의 토지활용 방법으로서는 주택으로밖에 건축할 수가 없고 타 용도로의 전환은 전
혀 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또한 상업지의 토지활용방법은 점포나 사무소는 물론 고층빌딩도
건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물론 상업지
에 저층의 주택을 건축 하는것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와같이 가정할
1) 加納悟·村瀬英彰, “地下形成に関する一考察（バブルとオプション)”, ｢経済研究｣, 第47券 第１号,
1996, pp.27~38.
Kanoh, S. and H. Murase, “On Land Price Formation: Bubble versus Option” Japaness
Economic Review. Vol.50, No.2, 1999, pp.2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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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주택지에 대하여서는 주택을 건축하는 것 이외에는 이용방법이 없는것에 비하여 상업지에
대하여는 주택을 건축할지 아니면 상업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을 할것인지에 대한 2가지의
방법이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加納·村瀬(1996, 1999)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토지활용
방법을 Tipe1, 상업지 본래의 토지활용 방법을 Tipe2라고 하여 토지활용 계획이라고 부르기
로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토지에 관해서는 2가지 종류의 용도규제가 존재하고 상업지와 주택지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토지이용방법에 대하여는 Tipe1과 Tipe2의 2가지의 토지활용방법이 있
으며 Tipe2에 대하여는 상업지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가정이 된다.
또한 加納·村瀬(1996, 1999)의 이론에서는 현실의 토지용도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토지의
용도전환의 비용이 상당히 높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그러한 토지의 용도전환 비용이 높은
근거로써 건물의 철거비용이나 토지의 정비비용이 추가적으로 들며 건물에 세입자가 일단 입
주를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률적으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이 되어 임차인을 퇴거
시키기 위해서는 교섭 및 보상비용 등이 상당히 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Tipe1의 이용방법을 선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토지를 상업지 본래대로 이용을 하는Tipe2
의 경우에는 한번 용도를 선택한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다고 하자. 또한 Tipe2
의 이용방법은 비가역적이라고 가정한다. 토지를 어느 Tipe로 이용을 하더라도 각각의 이용
방법에 따른 수익이 토지활용시점부터 장래에 걸쳐서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시점에서부
터 무한한 장래에 이르기 까지 Tipe1과 Tipe2를 각각 토지이용을 한 경우에 얻게 되는 수익
의 현재가치가 Tipe1과 Tipe2의 토지활용 프로젝트의  시점에서의 펀더멘탈에 의한 지가라
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펀더멘탈에 해당하는 지가를 각각  ,   라고 표기하고 이 가
격이(2.1)식과 (2.2)식과 같이 정리되는 기하브라운 운동을 따른다고 가정하자.
        

(2.1)

            

(2.2)

다만,   ,   는 위너과정이며   ,   는 이러한 확률과정의 각각 트렌드,  ,  는 각각
변동성을 나타내는 파라메터이다.
다음으로 토지에 건물을 건축해서 활용하는 경우에 드는 토지의 조성비용이나 건물의 건
축비용등의 비용(이하, 건설비용이라 칭함)에 대해서도 加納·村瀬(1996, 1999)에 의하면
Tipe1과 Tipe2의 토지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토지활용시점에 있어서 각각의 프로젝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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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비용,  ,     ≤    가 필요하게 된다고 가정한
다. 또한 Tipe1의 토지이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의 가치에 비례하는
  ≤  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이상의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Tipe1에서 Tipe2로의 용도전환을 고려하면 Tipe2로의 용
도전환이 가능한 토지의 가격은   을 원자산,        을 행사가격이라고 하는 만기
일을 무한대로 한 아메리칸 콜옵션 프리미엄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다만, 행사가격은 랜
덤이다)를 갖는 자산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업지의  시점에 있어서 토지의
용도전환권의 가격을   라고 표기하면 상업지의 가격,  는       로 표기되고, 여기
에서   는                  이며 이를 풀면 식(2.3)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2.3)

여기에서  는     에 의해 표현된 토지의 용도전환이 이루어진 경계이다. 또한   
는 각각 Tipe1, Tipe2의 토지활용의 배당률,  는  와   의 성장률의 상관계수이다.
또한 펀더멘탈가격과 상업지의 가격의 관계를 보면 식(2.4)와 같이 되고 현실의 상업지의
가격은 Tipe1의 펀더멘탈가격, Tipe2의 펀더멘탈가격 으로부터 전환비용을 차감한 가치의
어느 것보다도 반드시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max                max           

(2.4)

주택지는 주택을 건축하는 이용방법 밖에 없으며 그 지가가 Tipe1의 펀더멘탈  그 자
체를 나타내는 것이 비하여 상업지(특히 공시지가로 평가되고 있는 부지)의 가격은

      이 되고, 용도전환권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높아진다.
만약에 Tipe1의 펀더멘탈에 의한 가격  가 각각의 토지가 갖는 속성   에 의해 결정되
어 진다고 가정하면 (2.1)식에서 시점을 나타내는  를 생략해서 상업지  의 가격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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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상업지의 용도전환권의 가격을 나타낸
다. 한편 주택지  의 가격   은       이다.

  
     
  
    라고 한다
여기에서 주택지와 상업지의 지가관수를 추계해서 
면 용도전환권가격의 부분은 식(2.5)와 같이 추계할 수가 있다.

  
     
   

(2.5)

2. 토지이용 규제
우선 실증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용도전환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일본의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고찰에 있어서는 단순화를 위해서 토지의 활용방법이 Tipe1과 Tipe2, 용도규제
의 종류가 주택지와 상업지에 2종류밖에 없다고 가정하여 왔다. 하지만 1992년도에 개정된
건축기준법에 의하면 건물에 관한 형태규제는 12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용도에
대하여 혼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제1종과 제2종의 주거전용지역과 공업전용지역에 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실의 형태규제와 전항에서 고찰하였던 용도규제의 관련에 대하여 정리하
고자 한다.
浅見(1994)2)와 金本(1997)3)의 연구에 의하면 12종류의 형태규제를 정리하였다. 이 연구
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1종 및 제2종의 저층주택 전용지역의 형태규제가 아주 엄하여 외벽의
후퇴조건이나 부지규모의 하한에 따른 용적률에도 아주 엄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에 비해 사
업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이 완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공업전용지역도 저층주택전용지역에 비하여 형태제
한이 완화된 듯하다.
이상과 같은 형태에 관한 제한으로부터 전항에서 고찰한 용도전환권가격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는 것은 상업지역이 아주 높으며 근린상업지역에도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
다. 또한,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관해서는 형태에 관한 제한은 주거지역과 비슷하든지 약간
완화되어있지만 주택지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용도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환권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토지이용규제는 이 외에도 시가화구역이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과 같은 개발규
2) 浅見泰司, ｢土地利用規制｣, 1994
3) 金本良嗣, ｢都市経済学｣, 東洋経済新聞社,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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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도시계획법에 근간을 둔 지구계획의 적용이라고 하는 지역지구제에 관한 상세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제약과 추계모델의 복잡성에 따라서
형태규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용도전환권의 가격에 한하여 추계를 하고자 한다.

Ⅲ. 실증분석
지가결정의 요인분석으로써 전통적으로 활용되어져왔던 분석방법으로는 헤도닉 접근법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엄하게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주택전용지역과,
비교적으로 용도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상업지역의 지가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그 차이로부터
용도전환권의 가격에 대하여 추계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토지의 펀더멘탈의 가치를 결정하는 각각의 토지가 갖는 속성으로써
도심까지의 거리와 통근시간을 중심으로 통근관련의 편리성에 관한 요인, 그 토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의 형태와 폭원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환경에 관한 요인, 상하수도와 도시가스의 공
급 등 생활상의 편리성에 관한 요인 등 3가지의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토지의 펀더멘탈의 가치와 지가가 동일한 주택지의 가치에 대하여 고찰하면 주택지
역에 있는 토지  에 관하여, 이 토지의 요인 벡터를   라고 할 때에 토지의 펀더멘탈의 가치
(=지가)는 식(3.1)과 같은 선형의 관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3.1)

여기에서  는 정수항,  는 지가 결정식의 오차항이다.
다음으로 토지의 펀더멘탈의 가치로부터 지가가 괴리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업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  에 대하여서도 주택지와
마찬가지로 이 토지의 요인 벡터의 선형관수로서 식(3.2)와 같이 표현한다고 가정하면
식(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2)

여기에서  은 정수항,   는 오차 항이다.
(3.1)식과 (3.2)식에 있어서 각각의 토지의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Tipe1의 펀더
멘탈의 가격에 한정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 되고, (3.1)식에 의하면 용도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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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가치는 식(3.3)과 같이 추계할 수 있다.

   



(3.3)

실제 추계를 할 때에 형태규제에 따라서 당해규제지역은 1, 타 지역은 0이라고 하고 각
형태규제별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당해 토지의 용적률   가 용도전환권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고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업지  와 주택지  의 두 종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더미변
수를 하나 도입하여 (3.4)식을 도출할 수 있다.

                     
                    

(3.4)

      
한 번의 추계로 상업지의 펀더멘탈의 가격부분은 식(3.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5)

또한 용도전환권의 가격   은 식(3.6)과 같이 추계할 수가 있다.



 


  
  

(3.6)

이 연구에서는 제1종 저층주거전용지역을 벤치마킹하였으며 더미는 11개 지역에 대한 용
도규제 더미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더미변수의 계수는 해당토지의
용적률에 의해서도 변화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토지의 속성은 <표1>로 표
기하였다.
<표 1> 설명변수 일람표
변수

설명

시간

단위

변수

설명

인근역에서 동경
역까지의 소요시간

시간×2

소요시간의 2승

거리

인근 역까지의 거리

거리×2

거리의 2승

시간×거리

소요시간×거리

도로폭

전면도로 폭

포장

포장=1, 기타=0

縣道

縣道더미, 縣道=1, 기타=0

縣道×도로폭

縣道더미×도로폭

市町村도로

市町村도로 더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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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사도

단위

변수

설명

사도 더미

사도×도로폭

사도더미×도로폭

기타도로

기타도로 더미

기타도로×도로폭

기타도로 더미×도로폭

상수도

상수도 더미

도시가스

도시가스 더미

하수도

하수도 더미

용적률

용적률

제2종저층주거전용

더미

용적률×제2종저층주
거전용

용적률×더미

제1종중고층주거전용

더미

용적률×제1종중고층
주거전용

용적률×더미

제2종중고층주거전용

더미

용적률×제2종중고층
주거전용

용적률×더미

제1종 주거

더미

용적률×제1종주거

용적률×더미

제2종 주거

더미

용적률×제2종주거

용적률×더미

준 주거

더미

용적률×준 주거

용적률×더미

근린상업

더미

용적률×근린상업

용적률×더미

상업

더미

용적률×상업

용적률×더미

준 공업

더미

용적률×준 공업

용적률×더미

공업

더미

공업전용

더미

면적

면적

형상더미(정방형)

더미

형상더미(자루형)

용적률×더미

형상더미(기타)

더미

가로세로비율

용적률×더미

가로세로비율의 2승

더미

市町村도로×도로폭

市町村도로 더미×도로폭

㎡

단위

%

면적의2승

구체적으로 관동지역의 지가형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근역에서 동경 역까지
의 소요시간과 인근 역까지의 거리를 통근관련의 이용성요인, 그 토지가 접하고 있는 도록의
폭, 국도 市町村도로간의 구별을 도로환경요인, 상하수도나 도시가스에 대하여, 그의 유무를
더미의변수로 표기한 것을 이용성요인의 설명변수로 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형상이나 폭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적, 형상더미, 가로세로의 비율을 설명변수로 하
였다.
이러한 변수를 가지고 제1종 주거전용지역을 벤치마칭하여 지가의 형성관수를 추계한 결
과가 <표2>, <표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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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추계결과(전체 모델)
변수

추계값

t

변수

추계값

t

정수항

722221

9.285

시간

-9627.71

-10.009

시간×2

34.2525

6.731

거리

-105.162

-10.984

거리×2

2.68E-03

6.283

시간×거리

0.876867

6.523

도로폭

-7057.77

-1.910

포장

7478.1

0.457

縣道

-131772

-1.197

縣道×도로폭

9970.33

1.192

市町村도로

-14201.6

-0.556

市町村도로×도로폭

-2955.87

-0.697

사도

191544

0.737

사도×도로폭

-51220.7

-0.841

기타도로

-166760

-2.882

기타도로×도로폭

32506.3

4.733

상수도

70795.2

1.613

도시가스

561.576

0.107

하수도

38385.8

6.669

용적률

209.741

0.555

제2종 저층주거전용

-89668.1

-1.341

용적률×제2종 저층주거전용

438.374

0.717

제1종 중고층주거전용

-123272

-2.714

용적률×제1종
중고층주거전용

434.845

1.064

제2종 중고층주거전용

-276478

-3.987

용적률×제2종
중고층주거전용

1332.33

2.716

제1종 주거

-2437.67

-0.021

용적률×제1종주거

-270.355

-0.364

제2종 주거

-541814

-3.507

용적률×제2종주거

2436.07

2.952

준 주거

-92880.1

-0.794

용적률×준 주거

218.845

0.356

근린상업

-167909

-2.513

용적률×근린상업

979.161

2.206

상업

-3.41E+06

-10.315

용적률×상업

8447.88

10.477

준 공업

-55111.1

-0.680

용적률×준 공업

-101.39

-0.193

공업

-92889.9

-1.933

공업전용

-131523

-1.730

면적

3.8247

0.891

면적의2승

-1.08E-05

-0.819

형상더미(정방형)

11395.2

1.105

형상더미(자루형)

836.946

0.053

형상더미(기타)

161963

1.279

가로세로비율

-16744.1

-0.270

가로세로비율의 2승

13107.3

0.418

결정계수 = 0.700, 표준오차 = 374457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018년도 지가공시 데이터에서 관동지역 8,159지점 중에
서 인근 역까지의 소요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용적률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 등의 데이
터를 제외하고 7,847지점의 지가 데이터이다. <표2>에서 나타내고 있는 추계결과는 전체 설
명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것을 전체모델이라고 하자. 전체모
델의 결과는 표에서 밝히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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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추계결과(선택 모델)
변수

추계값

t

변수

추계값

t

정수항

787085

22.766

시간

-9873.64

-11.935

시간×2

35.3794

7.848

거리

-108.665

-12.354

거리×2

0.88859

7.142

시간×거리

-5048.99

-3.083

30214.5

4.675

도로폭

포장

縣道

縣道×도로폭

市町村도로

市町村도로×도로폭

사도

사도×도로폭

기타도로

-142134

-2.485

기타도로×도로폭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40669

7.582

제2종 저층주거전용

용적률
용적률×제2종 저층주거전용

제1종 중고층주거전용

-147710

-5.402

용적률×제1종
중고층주거전용

685.271

4.696

제2종 중고층주거전용

-310511

-5.488

용적률×제2종
중고층주거전용

1596.82

5.414

용적률×제1종주거

-157.187

-4.052

용적률×제2종주거

2530.15

3.563

제1종 주거
제2종 주거

-539584

-3.684

준 주거

용적률×준 주거

근린상업

-222482

-4.998

용적률×근린상업

1186.76

6.642

상업

-3.42E+06

-10.672

용적률×상업

8565.68

12.553

준 공업

-59606.7

-5.638

용적률×준 공업

공업

-63716.1

-4.947

공업전용

-109728

-3.544

면적

면적의2승

형상더미(정방형)

형상더미(자루형)

형상더미(기타)

가로세로비율

가로세로비율의 2승
결정계수 = 0.705, 표준오차 = 375356

변수도 많아 효율적인 추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 전체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을
남겨서 설명변수의 선택을 하였다. 모든 계수가 유의한 모델의 추계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3>의 선택모델이다.
선택모델의 특징은 토지의 형상에 관한 변수가 모두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가공시의 지가가 나지일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경우의 지가평가가 되지만, 토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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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지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결과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추계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지역마다의 용도전환권의 가격을 추계한 것이 <표
4>, <표5>이다. <표4>에서는 관동지역 전역에서의 평균적인 토지에 대한 용도전환권의 가격
의 크기를 추계한 것이다. 또한, <표5>는 각 형태규제별 토지에 대하여 평균적인 용도전환권
의 가격을 추계한 것이다.
다만 <표4>에서는 추계결과에서 제1종주거지역의 가격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제1종주
거지역의 용도전환권가격을 0으로 하고 타 지역의 용도전환권의 가격을 추계하고 있다. 또한
<표5>에서는 공업전용지역의 가격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공업전용지역의 가격을 0으로 하
고 용도전환권의 가격을 추계하고 있다.
<표 4> 추계한 용도전환권 가격(전체평균 : 제1종 주거지역을 0로 한 경우)
변수

설명

변수

설명

제1종 저층주거전용지역

5,403.5

제2종 저층주거전용지역

5,403.5

제1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

3,499.0

제2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

5,371.1

제1종 주거지역

0.0

제2종 주거지역

5,939.8

준주거지역

5,403.5

근린상업지역

12,249.3

상업지역

97,781.6

준 공업지역

1.856.1

공업지역

4.672.7

공업전용지역

4.536.5

<표 5> 추계한 용도전환권 가격(개별지역별평균 : 공업전용지역을 0로 한 경우)
변수

설명

변수

설명

제1종 저층주거전용지역

109,728.0

제2종 저층주거전용지역

109,728.0

제1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

96,899.8

제2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

108,782.8

제1종 주거지역

76,471.7

제2종 주거지역

141,851.2

준주거지역

109,728.0

근린상업지역

210,703.2

상업지역

1,074,966.5

준 공업

50,121.3

공업지역

46,011.9

공업전용지역

0.0

<표4>의 결과에서 보듯이 관동지역의 평균적인 토지의 가격에 비해 상업지역의 용도전환
권의 가격이 약10만 엔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근린상업지역의 가격이 1만2천 엔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높아도 5천 엔 정도이며 전체의 평균이 41만 6천에 비하면
그 영향은 작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형태제약에 따라서 용도전환권의가격을 추계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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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다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표5>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평균적인 용도전환권의 가격이 약
110만 엔 정도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근린상업지역이 20만 엔을 살짝 넘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제2종 주거지역이 14만 엔이며 타 지역에서는 높아도 10만 엔 정도로
상업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추계결과를 보면 상업지역의 용도전
환권에 대해서는 1㎡당 100만 엔 이상의 가격이 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근
린상업지역에 있어서도 상업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예상되지만 20만 엔
정도의 가격이 용도전환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볼만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금액도 낮고 용도전환권에 대한 가격인지, 용도규제에 의한 외부효과나
그 외 요인에 의한 가격의 차이인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외부효과에 있어서는 용도 또는 형태의 규제가 당해 토지의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보전하고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용도규제가 주변지역의
환경을 보전한다고 하는 외부효과의 의해 주택지의 지가는 펀더멘탈의 지가보다도 높이지게
되어 주거지역의 지가형성관수의 정수항 부분에 정의 바이어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3.3)식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주택지의 지가형성관수의 정수항이 과대 추계되어 실
증분석에 의해 추계된 용도전환권의 가격이 하향으로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효과가 크면 실제 용도전환권의 가격은 <표4>, <표5>에 표기 한 것처럼 추계가격보
다도 오히려 큰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표4>, <표5>에 추계한 용도전환권
의 가격은 가격의 하한을 표시하고 있으며 “최저라도 00엔의 용도전환권의 가격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Ⅳ.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건물의 형태규제에 중점을 두고 형태규제대상지역마다 정수항부분이 다르
다는 가정을 하고 지가형성관수를 추계하고 그 정수항 부분의 변화를 이용하여 각각의 토지
의 이용전환가능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용도전환권의 가격에 대하여 추계를 하였다.
추계결과 용도지역별로 평균적으로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당 100만 엔 이상, 근린상업
지역에 있어서도 20만 엔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용도규제에
의해 상업지역에 있어서 용도전환권의 가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주택지와 상업지의
가격을 크게 괴리시키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
다만, 이 연구의 접근방법에서는 상업지의 펀더멘탈의 가격을 추계할 수가 없어서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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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상업지 본래의 가격보다도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았다.
이점은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서 갖는 정책적 함의를 고려하여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토지의 용도규제는 부당하게 지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게 되
고 주택지역에 관한 용도규제를 완화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급한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
면 용도규제의 완화는 용도전환권에 의한 프리미엄의 발생을 주택지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택
지에 있어서 펀더멘탈의 가격을 초과하는 지가를 형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가형성은 버블의 발생 메커니즘의 하나로 지적되어왔던 것으로 지가를 적정
한 가격보다는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상업지 본래의 펀더멘탈의 가격을 추계하는 방법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한편 물건 하나하나마다 규제를 도입하는 계획규제방법은 상업지역의 지가를 펀더멘탈의
가격까지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강화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
을지 없을지에 대한 문제도 낳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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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quantitative gentrification measurement index that can be utilized in urban
regeneration business process by quantifying gentrification that can occur in urban regeneration business
process. To this end, a three-step analysis process was conducted, and indicators were identified to
quantify the degree of gentrification. The final results of the gentrification measurement indicators are
three indicators (Building age, Land ownership status, Vacancy rate) in the physical area, seven indicators
(Land price change rate, Rent fee, Sales, Change in Number of Businesses, Trends of Changes by
Industry, A change in the number of workers, Change in Employee Scale) in the economic area, and
three indicators (Number of people, Floating population, Transfer and transfer) in the social area.
The importance of each type of indicator was analyzed in the order of economic (0.45)>social
(0.31)>physical (0.24) with physical indicators of 0.24, economic indicators of 0.45, and social indicators
of 0.31.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as a quantitative result that can
contribute to problem solving by constantly monitoring the areas where gentrification occurs in the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aking appropriate policy measures when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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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정량화하여 도시재생사
업 진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량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측정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 3단계의 분석 프로세스를 진행하였고, 젠트리피케이션 정도를 정량화 할 수 있
는 지표를 발굴하였다. 연구결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젠트리피케이션 측정지표는 물리적 영역
의 3개 지표(건축물 노후도, 토지소유현황, 공실률), 경제적 영역의 7개 지표(지가변동률, 임
대료, 매출액, 사업체수 변화 추이, 업종별 변화 추이, 종사자수 변화 추이, 종사자 규모 변화
추이), 사회적 영역의 3개 지표(인구수, 유동인구, 전입전출)이다.
해당영역별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 유형별 중요도는 물리적 지표 0.24, 경제적 지
표 0.45, 사회적 지표 0.31로 경제적(0.45)>사회적(0.31)>물리적(0.24) 순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을 상시 모
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등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량적 성
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 젠트리피케이션, 정량화, 측정지표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를 배경으로 ‘도시성장’에 중점을 둔
신도시, 신시가지 개발 등의 공급위주 개발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재개발, 재건축
등 물리적 도시정비 중심의 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다양성을 지우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
던 원주민들을 흩어지게 하는 등 도시생활의 질은 저하되고, 원도심이 쇠퇴하는 등 많은 부작
용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도시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미국(1970년대), 영국
(1980년대), 일본(1990년대)에서 ‘도시재생’이란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국내에서도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주요국책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후 정책 수단으로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반대급부로서 젠트
리피케이션 문제 또한 제기 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
이 부동산시장의 문제로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아직까지 형성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 낙후된 소도시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효과로 인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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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권이 활성화되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아래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정도를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당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에서 발
생되는 부정적 현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
구는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도시재생사업 유형
도시재생이란 지금까지 도시의 다양성을 제고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도로의 보
수, 인프라 구축, 미관과 성능을 모두 고려한 건물의 리모델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과의 보
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쇠퇴한 지역의 기능을 재건하는 도시사업을 의미한다.1) 관련 개념
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 뉴딜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운영방안｣,
2019년 8월 기준, p13.

[그림 1] 도시재생의 개념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 뉴딜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상
가 운영방안｣, 2019,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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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정책으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서 유형은 대상지역
특성,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소
규모 주거정비 유형인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을 추가한 것이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동네단위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신설하였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개별법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1만㎡이하)을 신속하게 추
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사업이다.
주거지지지원형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마을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시설확보)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활성화지역 내 개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에 따라 추진 가능하다.
<표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
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
(주거)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준주거)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
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시가지형
(상업)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
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산업)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자료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www.city.go.kr)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유형에 따라 사업규모, 대상지역, 국비지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동네살리기’는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하여 법정
화할 계획이다.2)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www.city.go.kr), 2019. 08. 05 방문하여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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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업유형별 특징
주거재생형
구분

우리동네
살리기

일반근린형

법정 유형

-

기존 사업유형

(신규)

사업추진·
지원근거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시 수립

수립 필요

주거지
지원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일반근린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사업규모
(권장면적)

주거
소규모 주거
(5만~10만
(5만㎡ 이하)
㎡ 내외)

준주거, 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

저층
주거밀집
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창업,역사,
관광,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국비지원 한도
/ 집행기간

50억
원/3년

100억
원/4년

100억 원/4년

150억 원/5년

250억 원/6년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

골목길
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

소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자료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www.city.go.kr)

2.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심의 특정 지역 및 공간·장소의 용도가 바뀌거나 그 결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현상’을
의미한다.3)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의는 ‘지역의 활성화로 인해
지가,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
는 현상’을 일컫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연구자들이 정의한 젠트리피케이션
3)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 뉴딜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운영방안｣,
2019,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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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표 3>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
구분

내용

Ruth, 1964

저소득층이 고소득 계층에 의해 대체되고 기존 원주민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주함으로서 해
당 지역이 활성화 되는 현상

Smith, 1986

중산층계급과 부동산개발자가 낡은 내부도시를 재활성화하고 도시기능을 증진시키는 과
정에서 중산계충 유입인 기존 원주민을 비자발적으로 밀어내는 현상

Zukin, 1998

상업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주목하며 중산층으로서 젠트리파이어가 고급스럽고 기호적
인 소비공간의 공급자이자 소비바로서 상점의 고급화를 주도하고 결과적으로 상점의 획일
화와 장소적 정체성을 잃게 되는 과정

Brown&Wvly, 2000

도심의 노후 주거지가 재개발 과정을 통해 고임금의 전문직계층이 도심귀도화 현상을 보
이고 이에 따라 기존 거주민을 대체하는 과정

국립국어원, 2016

지역의 활성화로 인해 지가,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

자료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 뉴딜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운영
방안｣, 2019년 8월 기준, p38.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는 지역 상권의 소비자 구매력이 증가하고 공실률이 감소
하면서 지방재정이 증대되는 것이다. 또한 장래 발전 전망에 따른 사회적 혼거(Social Mix)
가 증대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있든 없든 부동산 가치가 자력으로 살아난다는 점
이다. 그러나 구도심 활성화에 따른 투기자본의 증가와 추가적인 임대료 상승, 2차·3차적인
심리비용, 지역서비스 비용증가, 주변 서민지역 주택수요 압출요인 증가, 공동체 갈등, 사회
적 다양성 감소, 독점화된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
이다.

3. 젠트리피케이션 정량화
뉴타운 등 도시 재개발 사업은 대규모 철거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 철거
후유증 등 부작용을 노정하였다.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정부 지원
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
한 사회적인 고민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체감되는 도시재생 사업장의 지역 활성화 정도
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정량화 지표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는 권용봉, 황재훈(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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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연구”와 이진희·임상연·박종순·이왕건
(2019)5)의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과 활용 방안” 등이 있다.
권용봉, 황재훈(2019)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국내외 사례를 살
펴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지자체의 주도로 진행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앙
정부 주도의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법·제도적 장치를 통한 지구
지정 및 임대료 상승 제한,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 및 예산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지표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지표개발이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진희·임상연·박종순·이왕건(2019)은 지역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해 정책적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선행연구, 사례 검토자료 구
득 여부, 타 변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전문가 AHP 분석(Analytic Hierachy Process: 계
층분석)을 통해 6개의 하위변수(인구, 가국소득, 창·폐업, 영업기간, 프랜차이즈 업체, 유동인
구) 간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점수에 따라 4단계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단계를 구
분하였다.
현재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성과지표만큼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Ⅲ. 연구의 틀
1. 조사설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책적 결단에 의한 사업시행 등 그 대응방식은 임의적이고 감성적인 한계에 머
물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에 근거한 지표에 따라 상시 모
니터링하고 그 정도를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책적 사업을 투입하기 위한 판단을 위해 측정
지표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총 3단계의 분석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4) 권용봉, 황재훈,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제19권, 한국
부동산경영학회, 2019, pp.335~352.
5) 이진희·임상연·박종순·이왕건,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과 활용 방안｣, 국토연구원, 2019,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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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젠트리피케이션 측정지표 도출 프로세스
1단계에서는 이론 및 기존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로서 제시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측정지표를 도출하여 종합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과정을 통해 나열된 지표들을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종합된 측정지표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성격별 영역을 설정한 다음 각 지표들
을 영역별로 분류한다.
3단계에서는 도시재생 전문가, 도시재생 지원조직, LH 등 공기업 관련 담당자, 도시재생
엔지니어링 업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지표를 확정하고 도시
재생뉴딜사업 및 영역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 젠트리피케이션 측정지표 선정 및 중요도 조사내용을 근
거로 최종 지표를 확정한다.

2. 설문항목 개발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설문 및 면접항목을 도출하였다. 먼저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관련항목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차적으로 22개 관련지표가 추출되었다. 이어
서 추출된 지표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이드라인과 교
차검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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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젠트리피케이션 측정지표 관련 연구 동향
연구자

연구내용

분석지표

젠트리피케이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윤윤채6) 용도변화, 규모변화, 밀도변화의 속성을 용도혼합(용도, 프랜차이즈 비율, 업종다양성), 오래된 건
2017 이해한 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의 관 물, 밀도(필지, 상점, 건축, 건물 당 상점수, 주거밀도)
리 방안 제시

양승호7)
2017

물리적(신축·리모델링 활발함, 기호·심미적 가로경관, 단위
필지 면적증가(합필), 가로경관의 획일화, 가로(유동)보행량
증가, 공간의 공공성 부재), 사회적(임차인 비자발적 급증,
도시계획, 주거, 부동산, 전문가들의 델파 외부유입 인구의 급증, 기존 장소 정체성 상실, 신구의 공
이 조정을 통해 최종 21개의 최종변수를 존과 조화, 이용자 그룹간 갈등), 경제적(임대료의 급상승,
선정
대형프랜차이즈의 급증, 상업시설 객단화 증가, 상가 용도
의 급변, 업종협태의 획일화), 문화·예술(문화 트랜드세터
유입, 고급스런 도시이미지, 문화예술 용도 증가, 이국적
장소성, 소규모 독립상점 감소)

한지훈8)
2017

젠트리피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인구통계학 특성, 주택시장 특성, 토지이
용 특성, 산업특성으로 세부 분류하여 총
11개의 변수를 선정

인구통계(인구밀도 증감율, 인구순이동 증감율, 가구원수
증감율), 주택시장(단독주택 비율 변화율, 아파트 비율 변화
율), 토지이용(주거연면적 대비 상업연면적 비율, 주거 시설
연면적 대비 엄무시설 연면적 비율, 문화시설 연면적 비율
의 변화율, 공시지가 변화율), 산업(4차 산업 종사자 변화
율), 제도적(지방세 징수의 변화율)

젠트리피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설
유민태, 정하기 위해 21개의 변수를 기본으로 사
박태원9) 용하여 측정가능한 지표로 통합하여 11
2018 개의 변수로 수정하고, 6개의 변수를 추
가하여 17개의 변수를 도출

공간이용(합필건수, 신축건수, 리모델링 건수, 공실률 변
화), 공간구성(업종비율, 문화·예술시설 현황, 독립상점 현
황, 프랜차이즈 비율변화), 임대차(임대료 변화, 임대차 분
쟁 건수, 폐업률_개업률 변화, 용도변경 현황), 집객 및 소
비(미디어 노출빈도, 온라인 관심도_검색, 유동인구 변화,
상점평균 매출액, 장소정체성(차별적 도시이미지, 심미적
경관, 독특한 상점가 밀집, 신구의 공존과 조화)

다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이론 및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추출된 22개 측정지표를 대
상으로 관련전문가 8인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13개의 측정지표로 수정·보
완되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지표의 3개영역으로 분류되었다.

6) 윤윤채, "상업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주거지역의 변화 속도 및 변화단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
7) 양승호, "젠트리피케이션 체감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
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7.
8) 한지훈, "젠트리피케이션 지수설정과 영향요인 분석 : 서울시 주거·상업·문화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
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7.
9) 유민태·박태원,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측정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
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도시설계학회, 2018,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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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출된 젠트리피케이션 측정지표
물리적 영역의 지표로는 건축물 노후도, 토지소유현황, 공실률이 선정되었고, 경제적 지표
로는 지가변동률, 사업체수 변화추이, 업종별 변화추이, 종사자수 변화추이, 종사자규모 변화
추이, 임대료, 매출현황이 채택되었으며, 사회적 지표로는 인구수, 전입전출, 유동인구가 선택
되었다.

Ⅳ. 실증분석
1. 설문조사 개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도출된 13개 젠트리피케이션 측정지표와 3개 영
역에 대해 도시재생 분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확정하기 위하여 교수, 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공사 및 엔지니어링업체 종사자, 공무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
상으로 2018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훈련된 설문조사원을 파
견하여 면접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87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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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설문조사 개요 표 158

목적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투입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
제시
- 3가지의 지표를 기초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 국내의 연구자 및 업계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
- 교직, 연구원, 중간지원조직, 공사, 엔지니어링, 공무원 외

대상

구분

배포

회수

비율

구분

배포

회수

비율

교직

10

7

70%

공사

5

4

80%

공무원

10

4

40%

엔지니어링

35

33

94%

연구원

15

14

93%

중간지원조직

15

15

100%

기타

10

10

100%

전체

100

87

87%

일시

- 2018년 8월 1일 ∼ 2018년 8월 14일(14일간)

방법

- 사전 훈련된 설문조사원을 통한 면접식 설문
- 실증분석 과정은 AHP를 통해 그룹별 가중치를 비교하여 측정지표간의 중요도비교분석

주요내용

- 물리적 지표, 경제적 지표, 사회적 지표에 대한 중요도 분석
- 5개 사업유형별 13개 지표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응답자의 일반특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응답자 일반특성
도시재생 관계자 설문조사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젠트리피케이션 측정지표는 아래와
같이 물리적 영역의 3개 지표, 경제적 영역의 7개 지표, 사회적 영역의 3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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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종 젠트리피케이션 측정지표
구분

항목

기준

비고

물
리
적
(P)

P1 : 건축물 노후도

최근자료

공간정보포털_건축물 데이터

P2 : 토지소유현황

최근자료

공간정보포털_토지소유정보

P3 : 공실률

최근자료

현장조사

E1 : 지가변동률

시계열(최근5년)

공공데이터포털_공시지가

E 2 : 임대료

경제총조사(5년단위)

MDIS_경제총조사_144(임차료)

E 3: 매출액

경제총조사(5년단위)

MDIS_경제총조사_128(매출액)

E4 : 사업체수 변화 추이

시계열(통계연보구축)

공간정보포털_상가업소정보,
MDIS_전국사업체조사
공간정보포털_상가업소정보

경
제
적
(E)

사
회
적
(S)

E5 : 업종별 변화 추이

시계열(통계연보구축)

E6 : 종사자수 변화 추이

시계열(통계연보구축)

지역별 통계정보
사회조사_사업체조사_종사자규
모 및 행정구역별

E7 :종사자 규모 변화추이

시계열(통계연보구축)

지역별 통계정보
사회조사_사업체조사_종사자규
모 및 행정구역별

E7 :종사자 규모 변화추이

시계열(통계연보구축)

지역별 통계정보
사회조사_사업체조사_종사자규
모 및 행정구역별

S1 : 인구수

최근5년( 2013 – 2017 )

각시·군 통계자료

S2 : 유동인구

최근자료

소상공인 진흥공단,
재생사업모니터링

S3 : 전입전출

최근 5년( 2013 – 2017 )

MDIS_국내이동통계조사

MDIS_경제총조사_26
(프랜차이즈가맹점해당여부)

자료의 구득과 관련하여 건축물 노후도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건축물 데
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필지 단위로
정보 표시한다. 토지소유현황은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토지소유정보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주로 국공유지와 민간필지를 구분하되 대상범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
시한다. 공실률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구득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며
필지 상 건물단위로 대상범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고, 필요에 따라 1층만을 따
로 조사하거나 층별 현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지가변동률은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공시지가 확인으로 알 수 있으며 기준연도간의 변화율로 표시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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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건물가격을 별도로 조사하여 표시할 수 있다.
사업체수 변화추이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상가업소정보나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전국사업체조사를 기반으로 기준연도간의 변화율로 표시하며, 2년, 5년, 10
년 생존율로 표시할 수 있다. 업종별 변화추이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상가
업소정보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경제총조사를 기반으로 기준연도간의 변화율로 표
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업종 획일화율과 프랜차이즈 점유율 등 측정지표를 분화하여 조
사할 수 있다. 종사자수와 종사자 규모 변화추이는 지역별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행정구역별
로 종사자와 규모를 파악하되 기준연도 간 비율로 표시한다. 임대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되 자료구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5년 단위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최근자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매
출액은 카드사 데이터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자체를 통해 확보하여 사용하거나 경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인구수는 각 지자체에서 고시하고 있는 홈페이지 통계정보를 활용한다. 유동인구는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를 활용하되 충분히 적은 단위의 공간정보가 필요할 경우는 현장조사
실시한다. 전입전출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국내이동통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되 기
준연도가 비율로 표시한다.

2. 분석결과
1) 영역별 측정지표 중요도 분석 결과
젠트리피케이션 측정지표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지
표 0.24, 경제적 지표 0.45, 사회적 지표 0.31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표의 중요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경제적(0.45)>사회적(0.31)>물리적(0.24) 순으로 유형별 중요도를 보였다.
<표 7> 유형별 중요도 분석
구분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중요도

0.24 (0.53)

0.45 (1)

0.31 (0.68)

AHP를 통한 가중치 비교를 통하여 도출된 가장 높은 지표점수인 경제적 지표(0.45)를 기
준으로 하여 각 유형마다 중요도에 대한 보정 실시하였다. 보정값은 경제적 지표를 1로 보정
하여 이에 대한 값을 각각의 지표에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사업유형별 13개의 지표값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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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반영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8> 유형별 세부지표 중요도 분석
우리동네살리기
유형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P1:
E1:
E6:
S1:

지표

원점수

가중치
반영

주거지지원형
원점수

가중치
반영

중심시가지형
원점수

가중치
반영

경제기반형
원점수

가중치
반영

일반근린형
원점수

가중치
반영

1

P1 68.701 53.49 70.920 55.22 65.230 50.79 64.609 50.31 66.126 51.49

2

P2 55.575 43.27 58.897 45.86 61.471 47.86 58.276 45.38 59.874 46.62

3

P3 59.379 46.23 59.103 46.02 69.529 54.14 62.759 48.87 65.115 50.70

1

E1 54.101 79.10 56.977 83.30 70.138 102.54 70.632 103.27 68.264 99.81

2

E2 46.395 67.83 47.017 68.74 73.534 107.51 76.569 111.95 67.098 98.10

3

E3 47.759 69.83 49.098 71.78 72.259 105.65 72.810 106.45 68.443 100.07

4

E4 48.569 71.01 48.075 70.29 72.534 106.05 73.776 107.86 65.753 96.13

5

E5 47.282 69.13 48.121 70.35 72.052 105.34 73.580 107.58 67.190 98.23

6

E6 55.625 81.33 58.874 86.08 79.575 116.34 76.207 111.42 74.782 109.33

7

E7 49.310 72.09 49.575 72.48 77.885 113.87 77.471 113.27 71.943 105.18

1

S1 68.149 68.15 67.897 67.90 71.598 71.60 70.770 70.77 69.759 69.76

2

S2 63.448 63.45 62.759 62.76 75.540 75.54 75.632 75.63 71.356 71.36

3

S3 69.805 69.80 69.322 69.32 67.322 67.32 70.943 70.94 66.839 66.84

건축물노후도, P2: 토지소유현황, P3: 공실률
지가변동률, E2: 임대료, E3: 매출액, E4:사업체수 변화추이, E5: 업종별변화추이,
종사자수 변화추이, E5: 종사자규모 변화추이
인구수, S2: 유동인구, S3: 전입전출(순 이동인구)

다음으로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측정지표의 중요
도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유형에 최적화된 지표를 발굴하여 적용하기 위함이다.

(1) 일반근린형
일반근린형의 경우 세부지표 간 우선순위는 임대료와 매출액이 1·2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경제적 지표와 사회적 지표사이의 중요도 차이는 적으며 물리적 지표의 중요도가 특히 낮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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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반근린형 지표별 중요도 분석

(2) 중심시가지형
중심시가지형의 경우 세부지표 간 우선순위는 경제적 지표의 세부지표인 임대료와 매출액
이 상위순위로 나타나므로 일반근린형과 비슷한 모습을 띄며 사회적 지표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 더 높게 분석되었다.

[그림 6] 중심시가지형 지표별 중요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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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지원형
주거지지원형의 경우 세부지표 간 우선순위는 사회적지표의 세부지표인 전입전출과 인구
수가 상위순위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요도의 격차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림 7] 주거지지원형 지표별 중요도 분석

(4) 우리동네살리기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대체적으로 주거지원형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지
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된다.

[그림 8] 우리동네살리기 지표별 중요도 분석
- 306 -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정량화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5) 경제기반형
경제기반형의 경우 일반근린형과 중심시가지형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나, 앞선 유형보다는
경제적 지표의 중요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9] 경제기반형 지표별 중요도 분석

2) 유형별 중요도 분석 종합
유형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일반근린형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
며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
련이 있는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경제적지표와 사회적지표가

[그림 10] 유형별 중요도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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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중요도는 대상지의 이용유형과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지표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의 정도를 정량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측
정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FGI와 설문조사의 절차적 단계를 통해 13개
의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젠트리피케이션 정량화를 위한 측정지표로 물리적 영역의 3개 지표(건축물 노
후도, 토지소유현황, 공실률), 경제적 영역의 7개 지표(지가변동률, 임대료, 매출액, 사업체수
변화 추이, 업종별 변화 추이, 종사자수 변화 추이, 종사자 규모 변화 추이), 사회적 영역의
3개 지표(인구수, 유동인구, 전입전출)가 도출되었다. 영역별 지표의 중요도는 경제적(0.45)>
사회적(0.31)>물리적(0.24) 영역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에 따라 지
표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측정지표는 연구자에 의해 제안되어 구득하기
어려운 지표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지며, 향후 미래 예측을 위해서는 인
구학적·사회경제학적 요인 외에도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까지 고려한 정교한 진단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미래 예측은 지역 주민의 공통된 이해와 합의에 중요한 근거
가 될 수 있으며, 정책입안자들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량적·정성적 자료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도록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시스템의 국내 도입이 시급하며,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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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various reasons for leaving house empty such as being for sale, for rent or are being
repaired. However, unoccupied house can lead to damp and pest and also anti-social behavior such as
vandalism, arson or squatting. In order to keep the quality of residential life by prescribing matters and
special cases necessary to efficiently improve neglected unoccupied houses Act on speci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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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8. The purpose of this is to provide some practical improvement ideas about the unoccup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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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projects. And information gathered from the fact-finding surveys of unoccupied houses
could provide strong influence on the success of the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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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engagement in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rojec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mments that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rojects current guideline for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rojects should be revised to adopt and encourage autonomous
improvement project by the owner of unoccupied house and continuous monitoring on the guideline
from the validity perspectiv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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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빈집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 발생한다. 빈집은 공유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이다. 그런
데 빈집이 발생하면 지역에 대하여 환경, 위생,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빈집정비에서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유자
에 의한 자율적 정비이고, 그 다음으로 도시 전체적 시각의 도시정비 혹은 도시관리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빈집에 관한 정보는 빈집 정
비사업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빈집 정비에 관한 공공개입의 객관
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그런데 현재 빈집정비법에 의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빈집 판정에 대하여 빈집 소유자는 조사자가
질의하는 내용에 관한 확인만 가능하고, 빈집의 등급산정에서는 현장조사에 동반하는 기회만
제공될 뿐이어서 빈집 실태조사에 있어서 빈집 소유자의 의견제시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또
한 빈집이 근린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의 경우, 빈집의 외관이 관리되지 않아서 현저한 미관상
의 저해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의 제시가 없는 실정이어서 평가결
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에 관한 체
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빈집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빈집 실태조사에 의한 등급산정의 공정성
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으로 빈집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공공개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함이 요구된다.
주제어 : 빈집, 빈집 실태조사, 빈집 소유권,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개입

Ⅰ. 서 론
빈집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쓰레기가 쌓이는 등 환경오염과 위
생상 문제를 일으켜 주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의 장
소를 제공하는 등1) 주변지역을 우범지대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빈집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 같은 부정적인 영향들은 해당 빈집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해당 빈집이 위
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줄어들게 하여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빈
1) 박민지·이춘원, “장기방치건축물의 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제17권 한국집합건물법학
회. 2016, p.14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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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문제에 관한 미국의 사례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빈집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
질수록 빈집의 구조적 안전성이 심각한 상태로 변하게 됨은 물론이고 해당 빈집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커지고2), 그 결과 주변 부동산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지역
의 재산세의 급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빈집과 해당지역의
범죄발생율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빈집이 해당 지
역의 황폐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4) 우리나라의 경우 빈집들은 도로가 협소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빈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해당 빈집이 폐가로 전환되고 방치되어 집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 쉽다. 바로 이
러한 이유에서 빈집 문제에 관한 대책수립은 해당 빈집에 국한된 국지적인 접근이 아니라 해
당 빈집의 정비를 통한 도시정비라는 공익실천의 접근이 필요하다.5) 2016년 통계청이 발표
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나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빈집은 1,069천호로 전체 주택 16,367천호의 6.5%로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6)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우리나라의 빈집 수가 2030년 128만 가구(5.1%), 2050
년에는 302만 가구(10.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빈집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빈집의 정의와 빈집
실태조사에 있어서 조사항목과 평가방법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빈집정비의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정비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방법론에 관하여 비교론
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빈집 실태조
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과제를 제안한다.

2) Hye-Sung Han, “The impact of abandoned properties on nearby property values”, Journal
of the Housing Policy Debate Vol.24 No.2, 2014, p.322.
3) National Vacant Properties Campaign, Vacant Properties,「The True Cost to Communities」,
2005. p.11.
4) McFarland Et Al., supra note 23, at 6.
5) 한상훈, “방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6권
제3호 대한부동산학회, 2018, p.228. 공익성에 관하여는 김기영, 박혜웅, “공용수용에 따른 공익성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2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4, p.139. 참조.
6) 이동훈, “일본의 빈집문제대응체계에 관한 고찰“,「도시설계」제18권제1호, 한국도시설계학회, 2017,
p.52.
7) 강현선,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이끈다, 도시미래신문, 2017년 4월 26일, urban114.co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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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빈집의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 빈집에 관한 법적 정의는 빈집정비법 제2조, 건축법 제81조2 그리고 농
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다. 빈집정비법은 제2조에
서 빈집을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주택법 134조8)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채로 완전히 비워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
으며, 가까운 장래에 점유될 것이라는 합리적 전망이 불가능하다고 주거용 부동산위원회 판
단하는 경우를 빈집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2012년 규정 개정으로 점유되지 않은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9) 일본은 토지주택통계조사에서 주택을 단독 주택과 아
파트와 같이 완전히 구획된 건물의 일부로 하나의 세대가 독립하고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건축으로 정의하면서 빈집을 2차적 주택(별장, 기타), 임대용주택, 매매용 주택, 기타 주택
등 4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빈집을 건축물 또는 그에 부속된 공작물에
서 거주, 기타 사용되지 않는 상태 및 그 부지로 규정하고, 붕괴 등 현저하게 보안(保安)상 위
급할 우려가 있는 상태, 위생상 현저히 유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으므
로 경관을 현저히 망치게 될 상태, 기타 주변의 생활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 버려두는
것이 부적절한 상태에 있는 빈집을 특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다.10) 일본은 이 특별 빈집의
판단기준으로 보안상 위험, 위생상의 우려, 경관상 침해, 그리고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의 위
험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빈집의 판별은 건축물의 사용용도, 건축물에 사람의 출입유무, 전
기·가스·수도의 이용상황 및 사용가능 여부, 건물 및 대지의 등기 기록 및 소유주의 주민표
내용, 건축물의 관리 상태, 건물 소유주의 이용실적에 대한 주장 등을 기준에 의한다.11)

2. 빈집 관련 선행연구

8) Section 134 of Housing Act 200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4/34/section/134
9) Section 134 of Housing Act 2004, HMSO, 2012: 1
10)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일본 총무성, 2013, 주택토지통계조
사. 일본의 빈집은 별장, 임대주택, 매매용 주택 그리고 기타 주택 등의 하나로 빈집 소유자의 사용
의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주변지역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 등 도시문제를 야기 하여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특별빈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11) 이동훈, 전게논문, 2017, 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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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련 선행연구들을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빈집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12), 빈
집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13), 빈집의 주변지역에 관한 영향에 관한 연구14), 빈집 정비
에 관한 연구 등으로 정리된다. 빈집의 활용 및 정비에 관하여 이한기는 농촌 빈집에 주목하
여 실태 및 활용방안들을 조사하였다.15) 전국을 대상으로 빈집을 분석한 김호철의 연구에 의
하면 전국에서 가장 공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강원도를 언급했다.16) 이재우는 영국의 빈집문
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비수단 유형과 관련체계를 분석하였고17), 안현
진･박현영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빈집의 활용 사례를 미국 도시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빈집
의 도시재생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18) 이상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빈집 발생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빈집 정비수단 그리고 빈집 활용방안 등 빈집의 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
여 본 연구는 빈집 정비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활용이 되는 빈집 조사 및 빈집 판
정에 관한 업무지침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빈집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

Ⅲ. 빈집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1. 빈집 실태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빈집에 관하여 적절한 정비 및 관리를 강제하는 일은 사유 재산인 빈집에 대한 공적인 조
12) 이동기 외, “다세대주택의 빈집발생에 대한 물리적 요인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창립60주년기념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대한건축학회, 2005, p.453~456. 남지현, “일본의 빈집형성의 원인과 대
처 방안: 일본 국토교통성의 장기우량주택 등 유지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지역사회연구」제22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학회, 2014, p.187~215.
13) 임정아·김태영·박중신, “청주시 구도심 내 빈집 및 공실 분포현황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주
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한국주거학회, 2008, p.278~283.
14) 김진하·남진, “도시쇠퇴지역의 빈집 분포현황과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제32권 제1호, 한
국지역학회, 2016, p.107~108.
15) 이한기, “농촌마을의 空家 및 廢家 실태분석”, 「농촌생활과학」,농촌진흥청, 1995.
16) 김호철, 주택재고 및 공가분석, 한국의 주택, 통계청, 2002.
17) 이재우, “영국의 빈집 정비･활용 체계와 수단 고찰”, 「국토계획」, 제48권 제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
회, 2013, p.347~366.
18) 안현진･박현영, “재생사업지구 내 공가 및 공터 활용을 통한 유연적인 도시재생 방안 연구 : 일시적 활
용 및 전술적 도시론의 사례 고찰을 통해“, 「국토계획」제48권 제4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p.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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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다. 따라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관리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
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빈집 관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성과19)의
적절한 사회적 환수를 위해서 빈집정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 공동 대처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는 2016년 1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 내 빈집의 직권철거의 근거를 마련20)하였으나 빈집정비에
관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2017년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
례법이 제정되어 2018년 2월9일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서 빈집 실태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같은 빈집정비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21)에 따라
마련된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22)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
로 버전을 달리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빈집 조사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
빈집 조사 가이드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여 사용
하고 있다.23) 우리나라의 경우 빈집정비법을 제정하고 업무지침을 마련한 것이 불과 얼마 되
지 않지만 빈집 조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여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공
공개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해가야 한다.

2. 빈집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빈집에 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사전조사, 현장조사, 등급
판정조사, 확인점검의 5개 사항의 단계적 추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24) 여기서 사전조사는
19) 한상훈, “도시계획 판단기준으로써 공익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5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7 p.153~154.
20) 건축법 제81조의2(빈집 정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 또는 사
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집"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1조
의3(빈집 정비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1조의2에 따
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21) 빈집정비법 제52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
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2. 빈집실태조사와 방법 및 기준, 3. 빈집의
철거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2)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3호, 2018. 2. 9. 제정, 2018. 2. 9. 시행
23) 국토교통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2017,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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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
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빈집 등을 선별하는 조사를 말하며, 현장조사란 빈집 등에 대하
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고, 등급산정조사란 확인
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조사를 말한다.25) 실태
조사는 5년 범위 내에서 실시주기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대상구역은 시·군·
구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26)

3. 빈집정비를 위한 사전조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조사단계에서는 조사대상 빈집 중에서 빈집을 확인하는 단계이
다. 이 확인단계에서 빈집의 판단기준은 조사대상 빈집의 매월 전기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
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매월 전기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
속되는 경우, 최근 12개월 동안 전기사용량의 합계가 120kWh 이하인 경우,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상수도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상수도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
속되는 경우 그리고 도시가스와 같은 기타 에너지가 이상에서 설명한 경우와 같으면 해당 빈
집을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으로 확인한다.27) 스페인의 경우 주택의 물과 전기 소비량을 기준으로 빈집을 판
별하고 일본은 구체적 소비량 기준은 없지만 수도사용자 정보, 지역주민에 의해 제공된 정보,
자치회 정보, 주민신청에 의한 확인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28) 이 사전조사 단
계에서 확인되는 빈집은 해당 빈집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비어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빈집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빈집의 선정기준으로는 매우 부족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인된
빈집이라 하더라도 구조상으로나 위생상 치명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빈집은 언제라
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4)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내지 18조의 내용 참조.
25)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그리고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 및 제5조.
27)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 및 제9조.
28) 스페인의 주택의 사회적 기능 준수 보장을 위한 법령, 자료 : 국토교통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
템 구축 방안 연구. 2017,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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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집정비를 위한 현장조사
현장조사단계에서는 사전조사 보고서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사전조사에서 확인된 빈집
등의 위치와 현황 등을 확인하고, 빈집 등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빈집 조사일시 및
조사장소 등을 조사 7일 전까지 통보한다.29) 현장조사를 통한 조사대상 빈집의 판별기준은
첫째, 조사대상 주택의 계량기가 움직이지 않거나 철거되었거나, 둘째, 요금 미납에 따른 독
촉안내서, 공폐가 및 출입금지 안내서 등이 부착되어 있거나, 셋째, 출창호가 깨진 채로 방치
되거나 지붕·외벽 등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있거나, 넷째, 우편함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적치
되어 있거나, 다섯째, 주택 외부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거나, 여섯째,
자물쇠 등으로 입구가 막혀있거나 출입흔적 없거나, 일곱째, 주택 내부에 가구 및 거주 흔적
이 없거나, 여덟째, 지역주민 진술 등 기타 빈집으로 판별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30)
조사자는 이렇게 빈집으로 판정된 주택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빈집으로 판단된 주택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조사자가 빈집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는 내용에 관한 확인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있는 만큼 빈집 소유자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새롭게 보완하여 빈집 판정의 공정성을 보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5. 빈집정비를 위한 등급산정조사
등급산정조사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사대상 빈집의 정비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빈집
정비를 위한 조사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조사대상 빈집의 등급산정은 기본적으로 확
인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 수준에 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조사목적과 일시 등을 알려
주어 조사에 동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급산정조사의 준비가 이루어진다.31)
조사자는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빈집의 주
요 구조부 상태와 빈집의 위해성을 표1과 표2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빈집의 등급을 판정한다.

29)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
30)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12조.
31) 다만 소유자 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지침
제14조 제1항 하단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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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구조부 노후·불량 상태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평가항목

요소
기울기

외벽
(9점)

균열

손상

기울기

기둥
(9점)

균열

침하

재료
지붕
(9점)
(공동
주택의
경우 제외)

손상

처짐

개구부
(문, 창문)
(3점)

손상

내용

평가

기울어짐 없이 양호

1점(양호)

육안상 미세한 기울어짐이 있는 경우

2점(미흡)

육안상 확연한 기울어짐이 있어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3점(불량)

균열이 거의 없는 경우

1점(양호)

부분적으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경우

2점(미흡)

확연한 다수의 균열 및 수직 관통 균열이 있는 경우

3점(불량)

손상 부위 없이 양호

1점(양호)

일부 손상된 부위가 있으나 보수 흔적이 있는 상태

2점(미흡)

손상된 부위가 과반을 초과하거나 방치되어 심각한 경우

3점(불량)

기울어짐 없이 양호

1점(양호)

육안상 미세한 기울어짐이 있는 경우

2점(미흡)

육안상 확연한 기울어짐이 있어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3점(불량)

균열이 거의 없는 경우

1점(양호)

부분적으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경우

2점(미흡)

확연한 다수의 균열 및 수직 관통 균열이 있는 경우

3점(불량)

기둥의 기초에 침하가 없는 경우

1점(양호)

1곳 이내의 기초에 침하가 발생한 경우

2점(미흡)

2곳 이상의 기초에 침하가 발생하여 심각한 경우

3점(불량)

슬레이트․초가 이외의 지붕

1점(양호)

슬레이트․초가 지붕

3점(불량)

손상된 곳이 거의 없는 경우

1점(양호)

부분적으로 마감재 벗겨짐, 누수 흔적이 있는 경우

2점(미흡)

과다하게 손상되어 지붕 재료가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

3점(불량)

지붕의 처짐 없이 양호

1점(양호)

차양 또는 처마의 처짐 부위가 일부 확인되는 경우

2점(미흡)

차양 또는 처마의 처짐이 과반이상 진행되어 심각한 경우

3점(불량)

손상 없이 양호

1점(양호)

출입문 또는 창문의 일부가 깨지거나 손상된 경우

2점(미흡)

출입문 또는 창문의 파손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3점(불량)

총 점 (30점)

(

)점

이상의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해당 빈집의 평가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양호한집
(1등급), 21~29점인 경우에는 일반빈집(2등급), 30~36점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외벽과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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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개 항목 이상 불량인 경우에는 불량빈집(3등급) 그리고 37~45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외
벽과 기둥이 2개 항목 이상 불량인 경우 혹은 붕괴위험이 3점인 경우에 철거대상 빈집(4등급)
으로 판별된다.
<표 2> 근린에(주변) 미치는 위해성 정도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평가항목

안전문
제

평가내용

해당 빈집(또는 건물)의 붕괴로 인근에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붕괴위
해당 빈집(또는 건물)의 기울어짐이나 변형으로 인근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
험
미 발생한 경우
빈집(또는 건물)의 화재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화재위 빈집(또는 건물)의 가연성 소재* 사용 또는 적재 등으로 화재 발생이 우려되
험
는 경우
*비닐 천막, 스티로폼 상자, 목재, 빗물에 노출된 전기배선 등

위생 문제
통행 문제

경관 문제

점수
1점(양호)
3점(불량)
1점(양호)
3점(불량)

빈집(또는 건물) 내·외부에 오물 발생 또는 폐기물 적재가 없는 경우

1점(양호)

빈집(또는 건물) 내·외부에 오물 발생 또는 폐기물 적재가 있는 경우

3점(불량)

빈집(또는 건물)으로 인한 통행 방해가 없는 경우

1점(양호)

빈집(또는 건물)의 잔해, 쓰레기, 입목 등으로 인해 통행 방해가 있는 경우

3점(불량)

빈집(또는 건물)으로 인한 미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

1점(양호)

빈집(또는 건물)의 외관이 관리되지 않아(페인트·낙서 등) 현저한 미관상 저
해가 있는 경우

3점(불량)

※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외부, 내부 복도·계단 등 공용공간, 발코니·베란다 등 대상
총 점 (15점)

(

)점

주요 구조부 노후·불량 상태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표의 내용을 보면 평가항목에 관한 평
가방식이 대부분 외부 노출상태에 관한 육안검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둥
이 없거나 혹은 육안으로 빈집의 상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벽 평가 점수를 2배로 산
정하고, 공동주택·오피스텔과 같이 지붕을 점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벽 평가 점수를 3배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2) 그런데 빈집의 외벽과 기둥의 노후·불량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서 똑같은 내용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건물의
외벽과 기둥의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나 상태와 내부적 상태가 다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표면
적으로 같은 형상인 경우에도 외벽과 기둥의 물리적 안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빈집의 위해성 조사 평가항목 중 위생 문제와 경관 문제 판단의 경우에 있어
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빈집 내·외부의 오물 발생과 빈집으로 인한 주변에 대한 미관상
32)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서식 3호 등급산정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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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여부는 해당 빈집에 관한 육안검사 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한 빈집
이 근린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항목 중 경관문제의 경우, 빈집의 외관이 관리되지 않아서 현저
한 미관상의 저해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조사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런 점
에서 추후 이상에서 지적된 개선사항에 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빈집 실태조사에 의한
등급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Ⅳ. 빈집 실태조사 개선방안
1. 빈집정비법상 빈집정비의 내용 및 정비수법
빈집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첫 번째 빈집 정비수법은 빈집을 정비 및 활용하는 빈집정비
사업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네 가지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33) 이중 빈집의 철거는 해
당 빈집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또는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34)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35) 빈집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두 번째 빈집
정비수법은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36) 세 번째 빈집 정비수법은
앞서의 정비수법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37) 등의 특례 및 지원이다.38) 즉 빈집정비 사
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이다. 그런데 현재의 규정에는 실제 빈집 소유자에 대한 지원의 규정이
33) 빈집의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아
니하고 개축·용도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
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빈집정비법 제9조.
34) 그런데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5) 시장·군수 등이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36)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
업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정대택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연구”, 「대한
부동산학회지」, 제34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6 참조.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2항제1호.
38)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빈집정비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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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빈집의 자율적 정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
정이다. 여기서 빈집 관리비용의 지원을 확정하기에 앞서서 관리비용 지원 결정권을 가진 정
책결정자는 해당 빈집에 대한 관리비용의 지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분명한
효과가 기대되고 이를 통하여 공익의 추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선행적 판단이 요구된다.39) 그
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에 관한 판단은 매우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임에
도 불구하고 빈집정비법은 법적 적합성과 객관적 명확성과 같은 판단의 구체적인 요건을 제
시하지 않음으로써 건축미학적 가치와 공공용도로의 활용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시·도지
사에게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부담지우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 이
규정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 빈집 실태조사 개선방안
빈집실태조사는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빈집의 판별, 물리적 상태 및 소유자의 개량
의사 등의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빈집에 관한
정보는 빈집 정비사업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빈집 정비에 관한 공
공개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만큼 추정되거나 왜곡되
지 않은 적정한 조사방법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빈집 실태조사
의 사전조사 단계에서 확인되는 빈집은 해당 빈집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비어 있는 기간을 기
준으로 빈집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이 되어 철거의 대상이 되는 빈집의
선정기준으로는 부족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장조사 단계에서 빈집으로 판단된 주택의 소
유자에게 빈집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따로 규정하고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빈
집에 관하여 적절한 정비를 강제하는 일은 사유 재산인 빈집에 대한 공적인 조치인 만큼 빈집
소유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정비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정비가 된다. 또한 빈집 소유
자가 해당 빈집의 관리 및 정비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할 만한 경제적 능력
이 없는 경우에 관한 구제조치가 현행 규정에는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 빈
집 소유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빈집
소유자의 재산권이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
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집 정비 혹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관
39) 특별법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① 시·도지사는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
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
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의 일
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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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장조사 단계에서의 빈집 판단과정에 빈집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규정의 도입이 요구된다. 실태조사 등급산정 조사단계에
서 판단하는 빈집이 근린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 중 경관문제의 경우, 빈집의 외관이 관리되지
않아서 현저한 미관상의 저해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조사
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에 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빈집 실태조사에 의한 등급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으로 빈집 실태조사
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빈집 정비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

Ⅴ. 결 론
빈집실태조사는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빈집의 판별, 물리적 상태 및 소유자의 개량
의사 등의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빈집에
관한 정보는 빈집 정비사업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빈집 정비에 관
한 공공개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만큼 추정되거나 왜
곡되지 않은 적정한 조사방법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빈집
정비법에 의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빈집 판정에 대하여 빈
집 소유자는 조사자가 질의하는 내용에 관한 확인만 가능하고, 빈집의 등급산정에서는 현장
조사에 동반하는 기회만 제공될 뿐이어서 빈집 실태조사에 있어서 빈집 소유자의 의견제시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또한 빈집이 근린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 중 경관문제의 경우, 빈집의 외
관이 관리되지 않아서 현저한 미관상의 저해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
준의 제시가 없이 조사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써 평가결과에 대
한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빈집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세
한 조사기준과 빈집 소유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조사절차의 보완이 요구된다. 빈
집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 발생한다. 개인 재산인 빈집은 적정한 관리 노력만 투입되면
언제라도 그 사용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유동적인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빈집정비 방법
중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효과적인 정비방법은 소유자에 의한 자율적 정비이다. 그런데
현재 빈집정비법은 빈집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빈집 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빈집정비가
사유 재산인 빈집에 대한 공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빈집정비법의 개정에 있어서 빈집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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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적인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규정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고려되어
야 하는 빈집정비의 개선사항은 빈집정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접한 노후주택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한 면적인 정비의 추진이다. 즉 빈집이 발생하는 지역 내에 사용이 중단된
채 비어 있는 건물의 경우를 보면 주택을 포함하여 상가, 사무실, 공용의 청사 등 그 용도가
다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현재 빈집정비법은 오직 빈집에 대해서만 유효한 법적 근
거로써 빈상가, 빈사무실, 빈공용청사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적 정비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서 빈집 발생지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빈상가와 빈사무실 등의 빈
건물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도시정비 혹은 도시관리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요약하
면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에 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빈집정비사업의 근
거가 되는 빈집 실태조사에 의한 등급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으로 빈
집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공공개입의 객관성과 타
당성을 제고함이 요구된다. 끝으로 이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이론적 연구의 단점을 보
완하는 차원에서의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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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134 of Housing Act 200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
2004/34/section/134
∙ Section 134 of Housing Act 2004, HMSO,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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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option model with infinite horizon was applied to A apartment in Seocho-gu, Seoul
to derive the optimal critical point that informs the timing of development and to analyze the sensitivity
of the optimal critical point. As a result of analysis, the optimal critical point was estimated at 12.8
billion won. This is about 2.09 times higher than the optimal critical point of 6.1 billion won by NPV
method. And Because at July 2019 the remodeling-after-apartment price is about 20.4 billion won, which
is greater than the optimal critical point of 12.8 billion won, the economics of the apartment remodeling
business are reasonable, and making the investment right is a reasonable choice.
On the other hand, sensitivity analysis was conducted by setting the value calculated from the analysis
data as an initial value and setting the range from -30% to + 30% with a change of 1%, and the trend
rate, rent, development cost, and volatility raised the optimal critical point. Operating expenses, cash
yield, and discount rate were the factors that lowered the optimal critical point. In particular, the two
factors that have the most influence on the change of the optimal critical point was the trend rate and
the discount rate.
Keywords : Remodeling, Real-Options, Model with Infinite Horizon, Option Value, Optimal Critica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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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만기무한의 실물옵션 모형을 서울시 서초구의 A아파트에 적용하여 개발의 시기
를 알리는 최적 임계점을 도출하고 최적 임계점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최적 임계점은 약 12.8억원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NPV법에 의한 최적 임계점인
약 6.1억원 보다 약 2.09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2019년 7월 기준 리모델링 완료 후
아파트의 가격은 약 20.4억원으로 최적 임계점인 약 12.8억원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제성은 있으며, 투자를 바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한편, 분석자료에서 산정한 값을 초기값으로 하여 1%의 변화폭으로 -30%에서 +30%까지
범위를 설정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세율, 임대료, 개발비용, 변동성은 최적 임계점을
상승시키고, 운영경비, 현금수익률, 할인율은 최적 임계점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
히, 최적 임계점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는 추세율과 할인율로 나타났다.
주제어 : 리모델링, 실물옵션, 만기무한모형, 옵션가치, 최적 임계점

Ⅰ. 서 론
노후공동주택의 정비정책은 그동안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특히 2000년대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자산증식의 수단으
로 인식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최근까지 5층 이하 저층아파트는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으로 그 대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19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대량 공급된
중고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공동주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서울시내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82만호에 달하고, 2025년 기준 서
울시 전체 공동주택의 91.9%가 리모델링 대상이 됨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택
정책의 핵심이슈가 될 전망이다.1) 또한, 현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
해 재건축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
고 있다.2)
이처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관심은 높아져가고 있으나, 그동안 리모델링
1) 서울특별시,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기본계획 요약보고서」, 2017, p.11.
2) 한국경제, 2019.08.05.(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8041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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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추진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왔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아직 불완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리모델링 조합원이나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분석기준이나 사업타당성 검
토 기법이 개발되지 않은 측면도 적지 않다.3) 리모델링과 같은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NPV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NPV법은 현재 시점
에서 미래의 현금흐름을 확정하고, 최초의 투자 결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움으로써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4) 또한, NPV법으로는 사업기간이 길고 불확실
성이 큰 부동산개발사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NPV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실물옵션이
다.5) 실물옵션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 투자의 비가역성, 유연성을 제
대로 반영하여 가치를 측정하고 투자분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확한 가치평가와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6) 이러한 실물옵션은 다양한 모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국내 부동산 및 감정평가 분야에서는 블랙-숄즈모형(Black-Scholes Model)과 이항모형
(Binomial Model)을 중심으로 적용하여 왔다(임재만, 19987); 박홍일·조주현8), 2004; 전수
호, 20089); 김기현·이상영, 201210); 구태이·유정석, 201311); 변정호, 201612); 최진하·전
재범, 201913); 진연화·유정석, 201914) 등). 그러나 블랙-숄즈모형과 이항모형은 만기가 유
3) 김천학 외, “리모델링 사례 분석을 통한 경제성 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 제18권 제6호,
대한건축학회, 2002, pp.143~152.
4) 김혜원, "가격변동성에 따른 옵션가치와 부동산 개발시점-주택재개발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
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0, p.18; 유선희·성웅현, 「실물옵션과 R&D과제의 성과분석 및 예측」,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5, pp.22~24.
5) 연정훈 외, “실물옵션을 활용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성 평가에 관한 연구-아파트 리모델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5권 제1호, 한국건설관리학회, 2014, pp.39-40.
6) 서광채, "실물옵션법을 이용한 부동산 가치평가-사용가치를 고려한 S-M 수정모형-", 박사학위논문, 강
원대학교 대학원, 2014, pp.46~47.
7) 임재만, “옵션평가모형을 이용한 부동산투자 의사결정기법 연구,” 「부동산연구」, 제8권, 한국부동산연
구원, 1998, pp.215~237.
8) 박홍일·조주현, “이항옵션모형을 이용한 부동산 개발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4, pp.37~60.
9) 전수호, “프로젝트 파이낸싱 감정평가와 금융적 방법의 적용 검토,” 「감정평가학 논집」, 제7권 제2호,
한국감정평가학회, 2008, pp.19~44.
10) 김기현·이상경, “공모형 PF사업 문제 유형화를 통한 실물옵션 가치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부
동산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2, pp.57~71.
11) 구태이·유정석, “동적DCF 및 실물옵션모형에 의한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의 가치평가분석,” 「한국
지역개발학회지」, 제25권 제2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3, pp.115~130.
12) 변정호, "주택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기업형 임대주택 가치평가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
원, 2016.
13) 최진하·전재범, “조기청산권을 지닌 리츠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9, pp.13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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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고 특정할 수 있을 때 적용가능한 모형으로써 현실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례를 찾
기가 어렵다. 오히려 만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무한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만기무한
문제(infinite horizon problem)를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이 바로 만기무한모형이다.
만기무한모형은 리모델링과 같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일 뿐
만 아니라 개발주체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발의 시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정보
를 제공해주는 유용성이 있다. 여기서 개발의 시기는 최적 임계점(optimal critical point)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최적 임계점은 미시적으로는 개발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며, 거시적으
로는 부동산시장에서 공급요인 중 하나가 되고, 도시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15)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만기무한의 실물옵션 모형을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의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개발의 시기를 의미하는 최적 임계점을 도출
하고 최적 임계점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동남권의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A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A아파트는 서울 강남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속도가 가장 빠른 단지로 이목이 집
중되어 있어16) 향후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향방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단
일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석의 용이함이 있다. 시간적 범위는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하
되, 일부 변수의 산정을 위해 200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로 확장하였다. 추세율과 변동
성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2006년 1월부터 공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실물옵션 모
형의 구성을 위해 금융경제이론에 입각한 수리적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도출된 모형을 사례
연구방법을 통해 실제 사례에 적용하였다.

14) 진연화·유정석, “실물옵션을 이용한 인천광역시 도시정비 결합개발사업의 가치평가: 주거환경개선사
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9, pp.191~228.
15) 서광채, “실물옵션을 이용한 개발예정부동산의 감정평가모형 구축 및 최적 임계점 영향요인의 효과분
석: 만기무한의 아메리카형 옵션모형을 중심으로”, 「감정평가학 논집」, 제18권 제2호, 한국감정평가
학회, 2019, p.181.
16) 서울경제, 2018.11.18.(https://www.sedaily.com/NewsView/1S78KCSY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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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고찰
(1) 리모델링의 의의 및 현황
리모델링은 2001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현재 「건축법」과 「주택
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
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하며,17)
「주택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
위를 말한다.18) 이러한 리모델링은 신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노후 건축물의 기능 저하 속도
를 억제하고 향상시킴으로써 건축물의 구조, 기능, 성능, 환경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19) 아직까지 리모델링의 총체적인 개념 정립
이나 의미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 포
함된다고 볼 수 있다.20)
리모델링은 재건축과는 다르게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은 포함하지 않으며, 아파트단지의
전체 또는 동 단위의 일부에 대한 개선으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리모델링은 「주택
법」과 「건축법」에 근거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적용법
규에서도 차이가 있다.21)
리모델링은 공사범위에 따라 일반적 유지관리형 리모델링, 맞춤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형 리모델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유지관리형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내부시설 및 공동
설비시설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기존 주거의 성능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기존 주거의 성능유지와 함께 선택적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설개선 또는 대수
선, 수평증축을 통한 세대확장이나 구분형 개조에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다. 세대수 증가형 리
모델링은 증축 및 전면교체형 리모델링으로서 일부 개축을 통한 세대확장과 수직, 수평, 별동
증축 및 세대수 증가로 기존 주거단지의 전체적인 성능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22)
서울시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4,136개 단지를 대상으로 위에서 제시한 세가지 리모델링의
17)
18)
19)
20)
21)
2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주택법」 제2조제25호
서울특별시, 전게보고서, p.51.
연정훈 외, 전게논문, p.40,
서울특별시, 전게보고서, p.51.
서울특별시, 전게보고서,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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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수요를 예측한 결과 일반적 유지관리형은 1,377개 단지, 맞춤형 리모델링은
1,870개 단지,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은 168개 단지로 추정하였다. 4,136개 단지 중 나머지
721개 단지는 재건축이 예상되는 단지이다.23)

자료: 서울특별시, 전게보고서, p.60.

[그림 1] 리모델링 수요예측 결과 추정값
한편, 리모델링은 법적으로 15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가능한데, 서울시 전체 4,136개 단지
중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2,416개 단지로 전체의 54.6%가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
로 예측되었다. 특히, 주택공급의 효과가 있는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은 전체의 4%인 168개
단지로 추정되었다.24)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의 대다수가 한
강변 또는 이른바 강남4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향후 리모델링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리모델링 관련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향후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은 분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금융 및 조세상의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25) 한편, 리모델링 가능단
지와 추진단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리모델링에 관한 성공적인 사례는 많지 않다.
이는 수익과 비용에 기반한 경제적 측면의 이유가 가장 크다. 시공사는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있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리모델링아파트 소유자들은 부담금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어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26)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의 참여주체들에게는 리모델링
23) 서울특별시, 전게보고서, p.60.
24) 서울특별시, 전게보고서, pp.61~62.
25) 국토연구원, 「주택 리모델링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0,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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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성 및 사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법들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
구는 리모델링 사업의 투자분석에 관한 선진화된 기법인 실물옵션을 적용한다.

자료: 서울특별시, 전게보고서, p.62.

[그림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추정 168개 단지의 분포도

(2) 실물옵션이론
실물옵션은27) 금융 분야의 옵션이론(option theory)을 이용하여 실물자산의 가치를 평가
하는 방법이다.28) 실물옵션은 NPV법에서는 도출할 수 없는, 불확실성하에서 비가역적인 성
격을 지닌 투자안에 대해 유연성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실물옵
션은 투자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추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NPV법보다 가치평가의 정확
26) 연정훈 외, 전게논문, p.41.
27) 실물옵션이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서광채, 전게논문, 2014, pp.46~70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28) Johnathan Mun, 「Real Options Analysis-Tools and Techniques for Valuing Strategic
Investments and Decisions, Second Edition」, USA : John Wiley & Sons, 2006,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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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일 수 있다.29) Trigeorgis(1996)는 투자안에 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 가치평가 등
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30)
Expanded NPV = Static NPV + Option premium

(1)

식 (1)의 Option premium은 NPV법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가치로서 이 가치는 가치평
가와 투자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31) 가치평가와 투자분석의 기본적인 전제는 경
제적 합리성이다. 이러한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정확한 편익과 비용의 계산하에 이루
어져야 한다. 그런데 NPV법은 투자를 실행함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만 반영함으로써 잘못된
의사결정을 가져온다.32) 반면, 실물옵션은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기회,
즉 옵션가치도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평가를 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한다.
실물옵션은 금융 분야의 옵션이론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금융옵션과 동일하
다. 옵션(Option)은 옵션소유자가 옵션의 만기일 또는 그전에 일정한 행사가격을 지불하고
일정한 양의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옵션소유자에게는 의무는
없고, 권리만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33) 이러한 옵션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과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를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는 유럽형 옵션
(European Option)과 만기일 전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아메리카형 옵션(American
Option), 그리고 만기일 전 일정한 기간에만 행사할 수 있는 버뮤다옵션(Bermudan
Op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34)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리모델링아파
트의 개발권은 콜옵션과 아메리카형 옵션에 해당한다.
실물옵션은 금융 분야의 옵션이론을 실물자산에 적용한 것이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는 없다. 실물옵션은 일정한 전제조건을 만족하는 투자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29) 서광채, 전게논문, 2014, pp.46~47.
30) Lenos Trigeorgis, 「Real Options-Managerial Flexibility and Strategy in Resource
Allocation」, USA : The MIT Press, 1996, p.124.
31) 허은녕, “가치평가기법의 최근 동향-CVM, MAUA 그리고 Real Option Pricing-,” 「기술혁신학회
지」, 제3권 제1호, 기술혁신학회, 2000, p.49.
32) Robert McDonald and Daniel Siegel, "The Value of Waiting to Inves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1, No.4, 1986, pp.707~728.
33) 정한규·김철중·윤평식 옮김, Aswath Damodaran(1998), 「가치평가론」, 서울 : 경문사, 1998,
p.479; 장영광, 「현대투자론(제5판)」, 서울 : 신영사, 2007, p.630.
34) 이의경, 「재무관리-이론과 응용」, 서울 : 경문사, 1997, p.449; 유성희, 「선물·옵션」, 서울 : 형설출
판사, 2001,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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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5) 즉, 투자안과 관련하여 불확실성(uncertainty), 비가역성(irreversibility), 유연성
(flexibility)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 리모델링 사업과 같은 부동산개발
사업은 개발 후 수요와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 불확실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막대한 자금과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투자를 되돌리는 것이 어려워 비가역성도 지닌다. 그리고 개발사업
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사업의 규모를 확대·축소할 수 있고 사업 자체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
른 사업의 유형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유연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리모델링
과 같은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불확실성, 비가역성 그리고 유연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
에 실물옵션의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다.36)
실물옵션은 광의의 실물옵션과 협의의 실물옵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실물옵션은
자금조달이나 투자의사결정과 같은 경영·투자와 관련한 비매매옵션으로 매매옵션에 대비된
다. 한편, 협의의 실물옵션은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나, Schwartz and Trigeoris(2001)에 따
르면, 연기옵션, 단계적 투자옵션, 규모변경옵션, 포기옵션, 전환옵션, 성장옵션, 복합 연계옵
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리모델링아파트의 개발권은 비매매옵션과
연기옵션에 해당한다.
실물옵션에서는 옵션가치를 포함한 실물자산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금융 분야의 옵션가
격결정모형을 활용한다. 옵션가격결정모형으로 대표적인 것이 블랙-숄즈 모형, 이항모형, 몬
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그리고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이다. 이러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은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37)
먼저, 기초자산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연속시간 모형과 이산시간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연속시간 모형은 기초자산가격이 연속적으로(continuous) 변하는 것을, 이산시간 모형은 이
산적으로(discrete) 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형이다. 연속시간 모형의 대표적인 것이 블랙숄즈 모형이고, 이산시간 모형의 대표적인 것은 이항모형이다. 한편, 옵션가치를 구하는 방식
에 따라 분석적(analytic) 모형과 수치적(numerical)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분석적 모형은
수학적 과정을 통해 정확한 해를 찾는 모형이고, 수치적 모형은 수치적 과정을 통해 근사치로
서의 해를 찾는 모형이다. 분석적 모형에는 블랙-숄즈 모형이 있고, 수치적 모형에는 이항모
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유한차분법이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옵션모형을 활용한다. 그러나 실물옵션에서
는 옵션의 행사시기와 관련하여 만기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금융 분야는 만기가 유한하
35) 박호정, “불확실성
20권, 고려대학교
36) 서광채, 전게논문,
37) 서광채, 전게논문,

하에서의 자원․환경 사업 경제성 평가와 실물옵션 연구동향,” 「생명자원연구」, 제
생명자원연구소, 2012, p.1~15.
2014, pp.51~52.
2014,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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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정되어 있지만, 실물자산에서는 만기가 무한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일반적
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물옵션가격결정모형은 유한만기(finite horizon) 모형과 무한만
기(infinite horizon) 모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유한만기모형은 만기가 유한한(finite) 경우에
적용하고, 무한만기 모형은 만기가 무한한(infinite) 경우에 적용한다. 그동안 국내 대부분의
실물옵션 관련 연구에서는 만기가 유한한 사례나 만기가 유한하지 않지만 만기가 유한하다는
가정을 통해 유한만기 모형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만기가 무한하고 특정할 수 없
는 상황들이 더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만기무한모형을 토대로 최적 임계점 모형을 도
출하고 최적 임계점을 분석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리모델링이 법적 개념으로 등장한 2001년 이후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는 크게 법·제도적
관점, 건축공학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
성이 높은 경제적 관점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김해정 외(2001)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제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부문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방안
으로 NPV법을 제시하였다.38) 김천학 외(2002)는 사례연구를 통해 리모델링의 경제성 평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하여 경제성 평가를 위한 수익성을 검토하였다.39) 신교영 외(2003)
는 대전광역시의 S 아파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수평확장형 리
모델링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임을 밝혔다.40) 안민재 외(2004)는 공동주택의 가치형
성요인과 공간구성기법을 이용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수익모델을 설정하고 민감도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검증하였다.41) 김동재 외(2010)는 병원건축물 리모델링의 효율성을 신축과 비교하
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기법으로 NPV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42)
이처럼 리모델링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는 대상이나 관점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
져왔으나, 수익과 비용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시각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38) 김해정 외, “리모델링 사업의 경제성 평가 방안: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
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 pp.359~362.
39) 김천학 외, 전게논문.
40) 신교영 외, “지방도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 대전광역시 S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국주
거학회 논문집」, 제14권 제5호, 한국주거학회, 2003, pp.129~140.
41) 안민재 외,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수익모델의 개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지」, 제4권 제3호,
한국건축시공학회, 2004, pp.101~108.
42) 김동재 외, “병원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삼성제일병원을 중심으로”, 「한국건
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1권 제1호, 한국건설관리학회, 2010, pp.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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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영배(2013)는 리모델링 및 방재사업 등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경제성분석 기법들
이 불확실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NPV법에 확률론적인 기법을 기
반으로 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NPV법에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43) 정영배(2013)의 연구는 전
통적인 NPV법에 불확실성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NPV법의 한계를 일부 극복한 점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유연성의 가치는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함으로써 경제성 분석 도구로서의 불완전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연정훈 외(2014)는 기존의 경제성 분석 도구들이 리모델링에 내재하고 있는 불확실
성과 유연성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실물옵션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물옵션 모형 중 이항모형을 이용하여 연기옵션가치와
포기옵션가치를 도출하여 NPV법에서는 알 수 없는 추가적인 가치를 도출해냈다.44) 연정훈
외(2014)의 연구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경제성 분석도구의 일부
보완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주체들
에게 필요한 개발의 시기에 관한 정보는 주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을 언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연구는 실물옵션 모형을 통해 다양
하게 이루어져왔다.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나 기본적인 특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영
호(2008)는 재건축 아파트의 최적 매도시기를 옵션가치가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분석하였으
며45), 박도영 외(2010)는 오피스 개발사업에서 시점별 옵션의 가치를 측정한 후 그 크기를
비교하여 옵션의 가치가 최대화되는 시점을 최적 투자시점으로 제시하였다.46) 전재범·이삼수
(2010)는 수학적 변분원리를 통해 최적 투자시기 탐색을 위한 이론모형을 구성하였으며47),
서광채 외(2013)는 공동주택용지의 사례를 통해 토지리턴제의 최적 행사시기를 분석하였
다.48) 유승동(2013)은 기초자산가격의 움직임이 산술브라운운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론적

43) 정영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순현재가치 평가 분석” , 「한국방재학회지」, 제13권 제6호,
한국방재학회, 2013, pp.15~19.
44) 연정훈 외, 전게논문, pp.39~50.
45) 안영호, “재건축아파트의 최적매도 시기에 관한 연구-모의실험을 통한 실물옵션접근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46) 박도영 외, “이항옵션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가치평가 및 투자시점에 관한 연구-오피스 개발 사
례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11호, 대한건축학회, 2010, pp.107~116.
47) 전재범·이삼수, “옵션가격결정이론에 기반한 실물자산의 투자시기 결정-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
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1권 제6호, 한국건설관리학회, 2010, pp.54~64.
48) 서광채 외, “불확실성하에서 토지리턴권의 가치 평가와 최적 행사 시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주
택용지 사례,” 「감정평가학 논집」, 제12권 제1호,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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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투자의 시작을 알리는 트리거 포인트를 도출하였다.49) 정성훈·박근우(2014)는 이항모형
을 이용하여 대학교 기숙사 개발사업에 대한 최적 투자시점을 분석하였다.50) 진연화(2016)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가치를 이항모형을 통해 평가하고 최적 투자시점을 도출하였으며,51) 최진
하(2018)는 이항모형을 통해 리츠의 가치를 평가하고 최적만기를 도출하였다.52) 서광채
(2014)는 만기무한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투자의 시작을 알리는 최적 임계점을 도출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서초구의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에 적용하였다.53) 또한, 서광채(2019)
는 만기무한모형을 토대로 강남구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최적 임계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수리적으로 분석하였다.54)
그동안 국내에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리모델링의 투자분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NPV법
에 기반하고 있다. 연정훈 외(2014)가 리모델링아파트에 실물옵션 모형을 적용하여 NPV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만기유한모형에 해당하는 이항모형으로
실제 사례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서
광채(2014)가 리모델링아파트에 실물옵션 모형 중 만기무한모형을 토대로 새로운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극복되었다. 본 연구는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
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옵션 모형 중 만기무한모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만기무한모형을 토대로 리모델링아파트에 적용한 점에서 서광채(2014)와
유사하지만, 분석모형의 구성과 분석대상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아파트 소유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장참가자들
은 리모델링 사업을 언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NPV법은 투자시기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기존의 실물옵션
을 이용한 투지시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투자시점에 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만, 현실적
으로 필요로 하는 투자 임계점(임계가격)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
구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시작을 알리는 최적 임계점을 분석함으로
써 가격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투자시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서광
49) 유승동, “부동산 개발의 실물옵션에 대한 분석적 고찰”, 「부동산학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부동산
분석학회, 2013, pp.63~74.
50) 정성훈·박근우, “실물옵션을 통한 부동산의 최적 투자시점에 관한 연구-기숙사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 「부동산학보」, 제57권, 한국부동산학회, 2014, pp.123~136.
51) 진연화, “실물옵션을 이용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가치평가 및 최적 투자시점 분석”, 석사학위논문, 단
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2016.
52) 최진하, “실물옵션이론에 기반한 리츠의 가치평가와 최적만기의 결정”,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
학원, 2018.
53) 서광채, 전게논문, 2014.
54) 서광채, 전게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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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2014)의 연구를 보완하면서 리모델링 분야에서 실물옵션 모형 중 만기무한모형을 토대로
한 최적 임계점 분석의 적실성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분석모형
실물옵션 모형 중 만기무한모형을 토대로 리모델링아파트의 최적 임계점을 도출하는 모형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가정이 필요하다.55) 먼저,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의 가치를  이
라고 할 때, 리모델링 의사결정시점으로부터 분양 및 사업완료까지의 시차는 무시한다. 그리
고 분양은 100% 가능하며, 리모델링 완료 후 아파트 즉 기초자산의 가격  는 불확실하게 변
화한다. 

외의 다른 변수는 고정된 상수로서 시간불변 파라미터(time invariant

parameter)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은 리모델링 완료 후 아파트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
생자산(derivative asset)이 되며  의 함수가 된다.
최적 임계점을 도출하는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가격의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 규정,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의 가격움직임에 관한 미분방정식(differential
equation) 도출, 미분방정식의 해 풀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기초자산가격의 확률과정
본 연구에서  는 기하브라운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실물옵션에서 기하브라운운동은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이용되는 확률과정이다.56) 기하브라운
운동은  의 기대수익률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반영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단,  : (보행)추세율(trend rate),  : (순간)변동률
55) 분석모형의 도출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vinash K. Dixit and Robert S. Pindyck,
「Investment under Uncertaint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93~147과 서광채, 전게논문, 2019, pp.169~175를 참조할 수 있다.
56) 정우석·서상택, “실물옵션을 이용한 지열에너지 시스템의 투자 임계점 분석-파프리카 농가를 중심으
로-”,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0권 제1호,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3, p.135; 김영준 외, “실물옵
션 모형을 이용한 벼 병해충 공적방제의 경제성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5권 제3호, 한국농업경제
학획, 2014, p.78; 이헌동 외, “실물옵션을 이용한 구조용 집성재 생산 방식에서의 투자의사 결정
연구”, 「농업경제연구」, 제57권 제3호, 한국농업경제학회, 2016,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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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위너과정(Wiener process)으로 기하브라운운동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위너과정은   ε
 으로 , 평균      , 분산           가 된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초자산가격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을 뜻한다.
한편, 리모델링 완료 후 아파트에서는 임대료라는 형태로 현금수익(유출)이 발생한다. 임
대료는 금융옵션에서의 주식배당과 성격이 유사하다. 여기서 현금수익률을  라고 하고 이를

 의 확률과정에 반영하면 다음과 같다.57)
(3)

          

단,      , σ  

2.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가격의 미분방정식
 에 관한 미분방정식은 동적계획법(dynamic programming)의 최적 정지(optimal
stopping) 문제를 기반으로 도출할 수 있다.58) 동적 계획법은 벨만(Bellman)의 최적성의 원
리(principle of optimality)에 따라 무한기간의 선택문제를 오늘과 내일 사이의 문제로 단
순화하여 최적화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59)
이러한 동적계획법의 논리하에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의 소유자가 매 시기 내릴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이다. 먼저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하여 기초자산을 얻는 전략과 리모델링을 하
지 않고 기다리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전략 1:   

(4)


전략 2:            
  

(5)

단,  : 개발비용,  : 임대료,  : 운영경비,  : 할인율,  : 기대연산자,     :   
기의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의 가격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 소유자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은 벨만 방정식(Bellman equat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
57) 박경욱 외 공역, JOHN C.HULL, 「선물·옵션 투자의 이론과 전략(제8판)」, 서울: 퍼스트북, 2012,
p.376.
58) Avinash K. Dixit and Robert S. Pindyck, 「Investment under Uncertaint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93~132.
59) 신성휘, 「수리경제학 길라잡이」, 서울: 학림, 2010, pp.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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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x             
           

여기서

개발을

유보하고

있는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의

가치를

나타내는




                은            으로 변환할 수 있고,
   )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미분방정식이 도출된다.
 를 이토의 보조정리(
   ″
        ′        



(7)

단,  ′ : 1차 미분,  ″ : 2차 미분

3. 최적 임계점 모형
식 (7)의 일반해는 제차 선형미분방정식의 해와 비제차 선형미분방정식의 해의 합으로 구
성된다.60)
먼저 제차 선형미분방정식의 해는 기본해인  η 의 선형결합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띤다.


      



(8)

단,  ,  : 임의의 실수
그런데  가 0이면 리모델링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식 (8)은 다음과 같이 간소화된다.

     η
여기서

는

(9)
미분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나오는

특성방정식


  

 
     
 
   
               의 근으로서     
이 된다.








σ




한편, 비제차 선형미분방정식    ″      ′         의 해는 미정계


60) 김병수·양영균, 「미분방정식 입문」, 서울: 북스힐, 2012,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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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method of undetermined coefficients)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

이에 따라 식 (7)의 최종 해는 식 (9)와 (10)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η  

(11)



식 (11)은 일반해로서 특수해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
즉 등가조건(value matching condition)과 한계조건(smooth-pasting condition)이 필요
하다.

       

(12)

 ′   

(13)

식 (12)는 등가조건으로서 최적 임계점에서 리모델링의 실시를 통한 순현재가치와 리모델
링을 유보한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의 가치가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식 (13)은 한
계조건으로서 리모델링의 실시를 통한 순현재가치와 리모델링을 유보한 리모델링 예정 아파
트의 가치가 부드럽게 접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학적으로 1차 미분값이 동일한 이윤극대화의
1계조건을 의미한다.
식 (11)과 경계조건을 나타내는 식 (12), (13)으로부터  와   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다
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η       

(14)

η η    

(15)



위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최적 임계점을 도출하는 모형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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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옵션승수(option multiplier) 또는 허들률(hurdle rate)로서 이 값이 커

 

질수록 투자가 지연되는 효과도 커진다.61)

Ⅳ. 사례분석
1.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A아파트에 최적 임계점 모
형을 적용한다. 최근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A아파트는 강남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속도가 가장 빠른 사례로 언론
보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A아파트는 사실상 단일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물
옵션 모형을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즉, 강남권이라는 지역적 상징성과 리모델링사업의 대표
성, 그리고 모형 적용의 용이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62)
<표 1>은 분석대상 단지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세 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면적의 차이가 크지 않아 사실상 단일평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 타입
의 면적 가중 평균을 토대로 평균호(전용면적 81.34 ㎡)를 설정하였다. 한편, 리모델링의 주
체는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라는 단체이나 사실상 단일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적
용의 편의와 직관적 이해를 위해 아파트 1개호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한편,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208세대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동일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 시기에 따라 구입 금액
또한 상이하다. 구입 금액에 따라 투자 분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입 금액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최초 보유자로 구성된 조합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61) 이헌동 외, 전게논문, p.96.
62) 최황수·백성준("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의식 연구-성남시를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제46호, 대한부동산학회, 2017, pp.197~223.)에 의하면 리모델링 사업을 가장 선호하는 세대수는
200세대 초과 500세대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343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3號(通卷 第53號)

<표 1> 적용단지의 현황
구분

A아파트

소재지

서초구 OO동 OO-OO번지

유형

중고층

총세대수

208

세대구성

전용면적 81.05㎡ 78세대, 전용면적 81.23㎡ 119세대, 전용면적 84.56㎡ 11세대

복도계단형

계단식

준공년도

1992.06

동수

2

최고층

13층

사업단계

서울특별시 심의

자료: KB부동산 리브온과 집합건축물대장, 언론보도

<표 2>는 「주택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면적 증가를 가정한 경우의 건축계획표
이다. 다만, 분양세대수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세대수인 29세대를 기준으로 하였다(「주택
법」에 따르면 기존 주택의 15% 이내 즉, 31세대까지 일반분양이 가능하다.).63) 여기서 세부
적인 면적은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 고시를 하면서 대표적인 아
파트의 유형으로 설정한 34형(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지하층 바닥면적 39.5㎡)를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표 2>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계획표
유형

구조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주택공급
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45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113.86

36.16

150.02

52.91

세대수

비고

208

기존

29

분양

(2) 분석자료
최적 임계점 모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형에 투입되는 <표 3>의 파라미터
값을 구해야 한다.

63) 한국경제, 2018.04.05.(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80405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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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물옵션의 변수
구분
옵션
승수
관련
변수
기타
변수

변수

기호

의미 및 산출식

추세율



기초자산가격의 증가추세

변동성

σ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현금수익률



부동산의 운영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Cap Rate와 같은 의미

할인율



위험조정할인율

임대료



현 상태의 아파트에 대한 사용의 대가

운영경비



현 상태의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개발비용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

 의 추세율  와 변동성 σ은 Tsay(2002)의 방법론에 따라 산정한다.64) 기간수익률  를
ln     ln     로 규정하고 시차(time interval)를 △ 로 설정하면,  가 기하브라운운동을

따르므로  는 평균이   σ△ , 분산이 σ△ 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의
표본평균  는



  으로, 표본편차

 



 는



      로 각각 정의할 수 있다. 이





△ 가 된다. 연도별 자료를 기반
를 기반으로  의 추정치는 △  △ , σ의 추정치는 

으로 연도별  와 σ를 추정할 때는 △   을 적용하고, 월별자료를 기반으로 연도별  와 σ를
추정할 때는 △   을 적용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  의  와 σ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2006
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 동남권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이다. 실거래가격지수 통
계가 발표된 시기인 2006년 1월부터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사례가 서울
동남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 동남권의 자료를 사용하
였다. 이러한 실거래가격지수를 토대로 Tsay(2002)의 방식을 적용한 결과  는 0.0491(연
4.91%), σ는 0.0676이다.
현금수익률  는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한 순운영임료를 뜻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수익
성을 나타내는 Cap Rate와 같은 의미이다.65) 본 연구에 적용할 현금수익률은 부동산114에
서 제공하는 서초구의 임대수익률을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9년 7월까지의 평균임대수익
률인 연 2.55%를 적용하였다.
할인율  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율로서 위험을 고려하게 되는데, 권오상·박호정
(2009)66), 정우석·서상택(2013), 김영준 외(2014), 이헌동 외(2016), 서광채(2019)가 제시한
64) Tsay, R. S., 「Analysis of Financial Time Series」, Wiley, 2002, p.229.
65) David M. Geltner et al., 「Commercial Real Estate Analysis and Investments, Second
Edition」, USA : Cengage Learning, 2007, 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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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회사채 금리를 적용하였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의 2019년 7월 기준 회사채(장
외3년)의 평균금리는 연 4.937%이다.
임대료  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태의 아파트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분석대상 아파트의 주된 임대차 형태는 전세로서, 전세
금에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였다. 전세금은 2019년 7월 기준 KB부동산 리
브온 시세의 일반평균가인 545,000,000원을 적용하고, 전월세전환율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
하는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중 본건이 소재하고 있는 동남권 전월세전환율인 연 4.5%를 적용
하였다. 이에 따라 임대료는 연 24,525,000원이다.
운영경비  는 현 상태의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아파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관리비이다. 그런데, 관리비는 아
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지불하는 실비이기 때문에 임대를 위한 운영경비로 볼 수 없
다. 실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험료가 핵심이다. 본 아파
트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2019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3,412,512원이
된다. 그리고 보험료는 화재보험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2019년 7월 D손해보험사의 아
파트, 20년 만기, 월납, 100㎡ 기준으로 견적을 받은 결과 연 240,000원(월 20,000원)이었
다. 보험사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24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운영경
비는 연 3,652,512원이다.
개발비용  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서 기존 아파트를 대
수선하는 데 필요한 건축공사비를 말한다. 그런데, 현재 「주택법」에 따르면 수직증축으로 인
해 일반분양분이 발생하게 되어 건축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기존 아
파트의 특성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차이, 내부 마감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사비를 일률
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67)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공사비와 리모델링 공사비를 비교
한 선행연구들은 재건축공사비 대비 리모델링 공사비의 비율을 60~150%까지 다양하게 제시
하고 있다.68) 본 연구에서는 신축공사비의 90%를 리모델링 공사비로 적용하였다.
66) 권오상·박호정, “한국 농지의 옵션가치와 농지가격”,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농식
품정책학회, 2009, pp.100~116.
67) 서광채, 전게논문, 2014, p.108.
68) 김용민, "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수익성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강남권 고밀도 아파트를 중심
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유경은, "도시재정비사업 제도변화가 재건축
과 리모델링 사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2007; 김갑성
외,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성 비교분석,”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1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2008, pp.137-155; 박은정,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성검토를 통한 고층노후아파트의
개발 방향 연구 : 서울 서초·반포지구 고층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부동
산대학원, 2009; 서광채, 전게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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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
였으며, 신축공사비의 세부내역과 리모델링 공사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리모델링 공사비

타입 전용면적

47 113.86

공급면적
(A)

지상층건축비 69)
(원/㎡) (B)

지상층건축비
(AxB=C)

지하주차장 지하층건축비 71)
면적(D)
(원/㎡) (E)

지하층건축비
(DxE=F)

150.02

1,638,000

245,732,760

52.91

955,000

50,529,050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70)
(C+F=G) (Cx0.05=H)

신축공사비
(G+H=I)

리모델링
공사비
(Ix0.9)

296,261,810 12,286,638 308,548,448 277,693,603

한편, 리모델링 공사비에서 일반분양분에 대한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분의 분
양가격 추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6호, 2018.12.11.)을 참조하였다. 지침 제3조를 참조하여
대상이 속한 J동과 지리적 위치가 가장 가까운 세 개의 동(O동, P동, Q동)을 인근지역으로
선정한 후, 제4조에 따라 인근지역 내 2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속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
로, “해당 주택의 규모(주거전용면적, 113.86㎡) -10제곱미터”에서 “해당 주택의 규모 +10제
곱미터”의 범위로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을 산정하였다.72)73) 한편, 아파트의 가격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하므로 경과연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분석대상 아파트는 리모델링
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 후 10년 ~ 2년인 아파트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입주 10년이 넘
6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지상층건축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3호, 2019.3.1.
구분
11-15층 이하

주거전용면적기준
105㎡초과 - 125㎡이하

지상층건축비(주택공급면적기준)
1,638,000원/㎡

70)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용(지상층의 구조형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3호, 2019.3.1.
구분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가산비율(지상층건북비 기준)
5%

7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지하층건축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3호, 2019.3.1.
주거전용면적기준
85㎡초과

지하층건축비(지하층면적기준)
955,000원/㎡

72) 제6조에서는 “해당 주택의 규모 -5제곱미터”에서 “해당 주택의 규모 +5제곱미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표본 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배수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것은 규모별 주택물량
부족 등으로 주택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택규모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6
조제2항을 참고한 조치이다.
73) 규모별 주택 가격 상승률은 차이가 있으며, 그 상호 관계 분석은 김영민, “규모별 주택 가격 상승률의
상호 관계 분석(8개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7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9,
pp.41~57.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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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파트와 신축 2년 이내의 아파트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판단
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결과 총 13개의 주택유형이 선정되었고, 13개 주택유형의 평균시세
를 산정하면 2019년 7월 기준 2,263,720,000원이 된다. 그런데, 리모델링 후 아파트는 건폐
율과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단지내 쾌적성이 열악해지고, 일반적인 아파트와 비교시 대지
지분이 적게 제공됨으로 가격 하락요인이 발생한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10%를 감액하여 최
종 분양가격을 2,036,7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최종 분양가격을 얻기 위해서는 신
축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기존 208세대의 대지지분의 일부를 신축 아파트에 이전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을 고려한 순수입을 리모델링공사비에서 공제하면 개발비용이 산정된다.
<표 5> 개발비용

타입 전용면적

47

리모델링
공사비
(A)

일반분양분에 따른 공제액
일반분양수입(B)

일반분양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C)

세대당 공제액
[(B-C)/
208=D]

개발비용
(A-D)

신축공사비:
308,548,448x29=8,847,904,992
2,036,700,000x
기존세대의 대지지분 이전분:
89,213,092 188,480,511
113.86 277,693,603
29=
4.1098x208x
59,064,300,000
(1,550,000,000x0.8/33.58673)74)
=231,560,071,969

2.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최적 임계점 모형에 위에서 산정한 파라미터 값을 대입하여 최적 임계점을
분석한다. 최적 임계점은 리모델링아파트 조합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최
소한의 개발 후 아파트 가격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경제성과 실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파라미터 값은 고정된 상수로 가정하였으나 실제 불확실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파라미터 값의 변화에 따라 최적 임계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74) KB부동산 리브온의 일반평균가 기준 현 아파트의 단위호 당 시세에 토지가격배분비율(한국감정평가
사협회, 「법원감정평가실무」, p.105)을 곱한 후 단위호의 평균대지지분으로 나눠 제곱미터당 토지단
가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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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가정 하의 분석결과
최적 임계점 모형에 파라미터 값을 대입하여 도출한 최적 임계점(   )은 <표 6>과 같이 약

)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12.8억원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NPV법에 의한 최적 임계점( 

않는, 즉 σ   일 때의 값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값은 약 6.1억원이다. 실물옵션에 의한
최적임계점이 NPV법에 의한 최적 임계점에 비해 약 2.09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

다. 여기서   와 
의 차이는 옵션승수인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아

파트 리모델링사업의 불확실성과 투자의 비가역성, 그리고 유연성을 고려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투자시가가 더 지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2019년 7월 기준 리모델링 완료 후 아파트의 가격  는 약 20.4억원으로 추정되었
는바 이 값이 최적 임계점인 약 12.8억원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제성은 있으며, 투자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표 6> 최적 임계점의 비교
기법

최적 임계점

실물옵션

약 12.8억원

NPV법

약 6.1억원

(2) 민감도 분석결과
최적 임계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3>에 제시된 7개의 파마리터들이다. 이 7개의 파
라미터들이 최적 임계점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도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자료에서 산정한
값을 초기값으로 하여 1%의 변화폭으로 -30%에서 +30%까지 범위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은 7개 파라미터 값의 변화에 따른 최적 임계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추
세율, 임대료, 개발비용, 변동성이 상승함에 따라 최적 임계점은 상승한다. 추세율과 변동성
의 상승은 향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를 지연시키는 효
과가 있기 때문이다. 변동성의 증가는 현재의 건축활동을 감소시킨다는 Titman(1985)75)과
주택가격의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재개발시점이 지연된다는 김혜원·최막중(2011)76), 그리
75) Sheridan Timan, "Urban Land Prices under Uncertainty," American Economic Review,
V.75, No. 3, 1985, pp.505~514.
76) 김혜원·최막중, “주택가격 변동성이 옵션가치와 재개발 시점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계획학회지」,
제46권 제3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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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을 위한 트리거 포인트는 상승한다는 유승동(201
3)77)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임대료는 현재의 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투자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개발비용의 증가는 투자로 인한 자본의 기회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권오
상·박호정, 2009).78)
한편, 운영경비, 현금수익률, 할인율은 최적 임계점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운영경비의 상
승은 임대료와 반대로 개발전 상태의 수익을 감소시켜 개발을 촉진하고, 현금수익률의 상승
은 추세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투자를 촉진하며, 할인율의 상승은 현재가치의 하락을
가져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감도분석의 결과는 서광채(201
9)79)가 수리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추세율과 할인율이 최적 임계점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추세율은 그 값이 상승할 때 최적 임계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격의 상승추세가 커질수록 투자임계점은 체증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리모델링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개발을
지연시키고 이는 신규주택공급의 감소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한다. 최근 재개발·재건축단지들에서 사업의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규제정책때문이기는 하나 그 저변에는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음을 본 연구의 민감도 분석결과를 통해 추론해볼 수 있다. 다
음으로 할인율은 그 값이 하락할 때 최적 임계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인율은 무
위험이자율과 위험율을 구성요소로 하는데, 최근 저금리기조의 지속과80) 안전자산선호현상에
따라 투자대상으로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단지들의
개발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77)
78)
79)
80)

유승동, 전게논문.
권오상·박호정, 전게논문.
서광채, 전게논문, 2019.
금리와 주택가격과의 관계는 금리가 주택시장의 선행지표에 해당하는 부동산경매낙찰가율에 (-)의 영
향을 미치며, 안정기보다 불안정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김종하의 연구결과( “금리변동성에 대한
국면별 부동산경매낙찰가의 비대칭적 반응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6권 제3호, 대한부동산학
회, 2018, pp.339~356)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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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민감도 분석 결과

Ⅴ. 결 론
서울시내 공동주택 중 리모델링 대상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 주택정책의 핵심이슈가 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재건축 규제의 지속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정비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
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은 지지부진하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리모델링 조합원이나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분
석기준이나 사업타당성 검토 기법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측면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의 NPV법이나 유한만기를 토대로 한 실물옵션 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만기무한의 실물옵션
모형을 서울시 동남권의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A아파트에 적용하여 개발의 시기를 알리는
최적 임계점을 도출하고 최적 임계점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최적 임계점(   )은 약 12.8억원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NPV법에 의한 최적 임계

)인 약 6.1억원 보다 약 2.09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파트 리
점( 

모델링사업의 불확실성과 투자의 비가역성, 유연성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투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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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지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투
자의사결정을 할 때 보다 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2019년 7월
기준 리모델링 완료 후 아파트의 가격  는 약 20.4억원으로 최적 임계점인 약 12.8억원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제성은 있으며, 투자를 바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분석자료에서 산정한 값을 초기값으로 하여 1%의 변화폭으로 -30%에서 +30%까지
범위를 설정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세율, 임대료, 개발비용, 변동성은 최적 임계점
을 상승시키고, 운영경비, 현금수익률, 할인율은 최적 임계점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특히, 최적 임계점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는 추세율과 할인율로 나타났
는데, 추세율의 상승과 할인율의 하락은 투자임계점을 체증적으로 높임으로써 개발의 지연과
신규주택공급의 감소를 가져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
한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세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부동산안정화
정책과 함께 금리인상정책이 필요하고, 부동산의 안전자산선호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체투
자수단의 마련 등 추가적인 대책 수립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후공동주택의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아파트 소유자와 투자자, 그리고 부동산정책담당자들에게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분
석틀을 제시하고, 최적 임계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개발 및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리모델링 완료 후 아파트의 가격이 기하브라운운동을 따른다는 가정을
하였으나, 실제 가격의 움직임이 기하브라운운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지 못하고 하나의 사례
만 분석함으로써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 분석모형의 설계 시 기초자산가격의 불확
실성만 반영하고 나머지 변수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실물옵션 변수 산정에 있어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도 한계가 있다. 본 연
구의 분석모형은 기하브라운운동을 따르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인
식하면서,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한 비교연구가 필요하고, 기초자산가격의 불확실성 뿐만 아
니라 다른 변수들의 불확실성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한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며, 실물
옵션 변수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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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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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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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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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열린M타워2. 11층 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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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