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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계속거주(Aging In Place)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박 준 범**⋅마 강 래***

A Study on Aging In Place and Social Relational Factors
Park, Jun-Boem⋅Ma, Kang-Rae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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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ABSTRACT
Aging in place(AIP), which means a senior being able to stay in the place of their choice, is likely to
improve seniors’ quality of life. With Korea`s rapidly aging population, the concept of AIP has drawn
much attention in the field of housing and community studies. It has been suggested from the previous
studies that the social relationship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AIP.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social relationship factors on seniors’ API using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that surveyed from 2008 to 2017.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factors such as
gender, age, conditions of physical constraints, average cost of living, and home-ownership are likely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hoice of seniors’ stay in their community. Most importantly, the result
shows that seniors’ social relationships and leisure lif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 longer stay in their
community.
Keywords : Elderly, Aging in place(AIP), Social relationship

* 본 연구는 2019년도 중앙대학교 연구 장학기금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박준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toj47@naver.com, 주저자)
***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kma@cau.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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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 대다수의 고령자들은 지역 내에서 계속거주를 희망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계속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가 계속거
주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로짓 분석을 통해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 제약이 있을수록, 작년 한해 월평균 생활비가
높을수록, 친인척 관계에 만족할수록 거주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가를
보유하고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배우자와 동거하는 사람일수록 계속 거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계속 거주에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고령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고령자, 지역 내 계속거주, 사회적 관계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접어
드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일본은 24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18년이 소
요되었다(김은수, 2014)1).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고령자들의 거주 관련 논의의 중요성
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고령자들은 신체의 노화에 따라 행동반경이 줄어들어 주거시설과 지역
사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 이에 따라 거주 공간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개인의 정체성
에 예전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자의 거주 문제는 이들이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와 결부되어 있다. 이동
욱(2018)2)의 연구에 따르면 88.6%의 고령자들이 현재 집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고령자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계속거주의 이면에는 ‘장기 거주한 집에 대한 익숙함’과 ‘지역에 대한 애정’이 주된

1) 김은수, ｢초고령사회의 복지주거환경 및 자원의 경제학｣, 좋은땅, 2014, pp.28~38.
2) 이동욱, “‘사람중심’ 저출산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8,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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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권오정 외, 2014)3). 이와 더불어 고령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친
밀한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계속거주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족관계나 이웃과의 관계
는 고령자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향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훈, 201
7)4). 서울의 5대 생활권을 토대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동네의 행사, 모임,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등의 변수들이 계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영 외, 2018)5).
지금까지 고령자들의 정주여건에 대한 연구는 거주 주택의 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가 고령자들의 계속 거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
힌 기존 연구는 그 중요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밝힌 기존 연구들
조차 설문조사를 통해 계속거주 의향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고령자들의 계속
거주에 지역 내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가족관계에
집중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맺어지는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가 계속거주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한다. 이는 계속거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고령자 주거정책 측면에 고령자의 친분관
계, 혈연관계, 여가생활 등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어서 Ⅱ장에서는 계
속거주의 개념과 사회적 관계가 계속거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Ⅲ장
은 변수의 설정과 고령인구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통계분석, 사회적관계가 계속거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주
거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하고자 한다.

3) 권오정 외, "노년층의 지역 내 계속 거주 이유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52권 제3호, 2014, pp.285~299.
4) 이승훈, "AIP (Aging in Place) 에 대한 주관적 기대와 의미: 농촌 지역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
구｣, 제7권 제1호, 2017, pp.135~163.
5) 이경영ㆍ정문기ㆍ정예은, “지속거주의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 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7권 제2호, 2018, pp.17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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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계속거주의 개념에 관한 고찰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는 지리학에서 ‘장소애착’이란 개념 속에서 논의되어 왔
다. 장소에 대한 애착의 형성과정에는 사람(person), 과정(process), 장소(place)라는 세 가
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조아라, 2013)6). 계속거주는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해당 정의에서는 두 가지의 논점이 있는데, ‘익숙한 지
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내용과 ‘계속’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내용이다.
첫 번째 논점은 계속거주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계속거주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는 주택 자체를 공간적 범위로 정의하는 관점과 지역사회까지를 공간적 범위로 정의하는 두
관점을 바탕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주택을 공간적 범위로 정의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Rowles(19837); 1993)8)로서, 이 연구에서는 집(home)이라는 장소가 고령자 자신의 정체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를 연구했다. 또한 Hockey et al.(2001)9)에서는 고령자의 정체성과 주
택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특히 고령자의 정체성 중에서도 역사적 정체성에 더 집중하였다.
지역사회까지를 공간적 범위로 정의했던 대표적인 연구는 Calkins(1995)10)가 있다.
Calkins(1995)는 이사 없이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노인집합주택으로의 이동한 경우, 해
당 노인 집합주택 내에서의 이동한 경우, 주거단지 내에서의 이동한 경우로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 했다. 특히 마지막 유형인 주거단지 내에서의 이동은 최근에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와 유사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고령자에게 익숙한 장소를 주로 ‘지역’으로
정의했다. 일본의 경우는 고령자 복지문제와 지역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계속 거주에 대한 국내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권오정 외(2014)
에서는 지역사회(동네)내의 이동까지를 지역 내 계 속 거주로 보았고 김수영(2015)11)에서는
6) 조아라,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Aging in Place 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48권
제5호, 2013, pp.709~727.
7) Rowles, G. D., “Place and personal identity in Old Age: observations from Appalachia”,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3, No.4, 1983, pp.299~313.
8) Rowles, G. D., “Evolving images of place in aging and ‘aging in place’”, ｢Generations｣,
Vol. 17, No, 2, 1993, pp.65~70.
9) Hockey, J., Penhale, B., and Sibley, D., “Landscapes of loss: Spaces of memory, times
of bereavement”, ｢Ageing and Society｣, Vol. 21, No. 6, 2001, pp.739~757.
10) Calkins, M. P. "From aging in place to aging in institutions: Exploring advances in
environments for aging", 「The Gerontologist」, Vol. 35, No.4, ,1995, pp.56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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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지역에 대한 귀속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했다. 결과적으로 공간적 범위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기
존의 물리적ㆍ심리적ㆍ인적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범위로 정의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추세와 유사하게 기존의 물리적ㆍ심리적ㆍ인적 네트워크를 그대
로 유지할 수 있는 계속거주의 공간적 단위를 시군구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실제로 시군구의
기초지자체 내에서 하위 공간단위 간 교통 연계가 점점 더 촘촘해 지고 있으며, 단일한 정책
이 지자체 내 주민들 간 공유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 및 행정서비스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지자체에 머물러 있을 경우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논점은 계속거주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과거에는 시간적 범위를 ‘인생
을 마칠 때까지’(until death)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Frank(2001)12)에서 정의된 ‘가능한 한’(as long as possible) 계속 거주하는 것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조아라(2013)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들어 시간적 범위를 정의했는데
Frank(2001)에서 해석된 시간적 범위와 같은 시간적 범위를 공유하고 있다. 계속거주의 시
간적 범위를 고령자들이 익숙해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러한 연구들에서도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계속거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구
체적인 거주기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거주기간을 제시한 논문으로는 권오정 외
(2014)가 있는데 해당연구에서는 10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시간적 범위로 정의했지만, 이런
기간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4)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의 시간적 범위에 맞추도록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가족관
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을 의
미한다. 즉,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은 고향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장기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간적 범위라 할 수 있다. 계속거주에 관한 해외의 실증분석 연구(Sabia,
2008)13)에서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했는지에 따라 계속거주 여부를 측정한 바 있다.

11) 김수영ㆍ문경주ㆍㆍ오찬옥, "고령화 지역의 Aging in Place 에 영향을 주는 조건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탐색", ｢지역사회연구｣, 제23권 제2호, 2015, pp.137~164.
12) Frank, J. "Chapter 1 How Long Can I Stay? The Dilemma of Aging in Place in Assisted
Living",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Vol.15 No. 1-2, 2001, pp.5~30.
13) Sabia, J. J. “There’s No Place Like Home: A Hazard Model Analysis of Aging in Place Among
Older Homeowners in the PSID”, ｢Research on Aging｣, Vol. 30, No. 1, 2008,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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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관계가 계속거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계속거주의 공간적 범위를 주택으로 한정한 연구들은, 고령자의 계속거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주거 환경과 관련된 변수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고령자의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면서, 계속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의 사회적 관
계 관련 변수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조아라(2013)에서는 고령자들의 사회적 관계는 은퇴를
기점으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가족관계와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어떤 연령층보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오정 외(2014)의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계속거주를 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해당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의 지역 내 계속거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총 9개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주거지역에 대한 익숙함과 강한애정, 편리한 주변생활
여건 등이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와 별거하는
고령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라는 내부적 관계보다는 친구, 이웃과 같은 외부적인 사회
적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노년기에 전원지역이나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주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착단계에서 해당 지역에서 새
로 사귄 이웃과의 친밀도가 계속거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정 외
(2014)의 연구는 심층면담이라는 방법론의 특성상 영향요인을 일반화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회적 관계가 계속거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크다.
양적방법론을 활용하여 계속거주의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했던 연구들도 있었다. 곽인숙
(2011)14)의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현재 주택에서의 계속 거주 희망여부에 종교, 자가 여부,
배우자와 동거여부, 가족원 수, 현재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주거만족도, 경제력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연구는 배우자와 동거여부, 가족원 수라는 변수를 통해 가족관계
가 계속거주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경영 외(2018)에서는 서
울의 5대 생활권을 중심으로 계속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5대 생활권에서 공통적으로 주거환경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이 계속거주 의향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란 동네의 행사 및 모임,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등을 의미한다. 권오정&김진영(2019)15)에서도 인간관계,
14) 곽인숙, "노인의 자녀와 동거희망과 지속거주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고령노인기를 가정하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2권, 제6호, 2011, pp.83~95.
15) 권오정ㆍ김진영, "장노년층의 Aging in Place 의사 여부와 이에 따른 관련 변인 특성 차이" 「한국주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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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이웃친구와의 관계가 계속거주의 방향 설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Wills et al.(2009)16)에서 물리적 환경, 공공서비스 제공뿐만 아니
라 인간관계로 인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맥락과 같다. 하지만 이경영 외
(2018)에서는 가족관계에 대한 변수가 활용되지 않았고 권오정&김진영(2019)의 설문조사에
서는 배우자와 이웃친구간의 관계를 ‘예’, ‘아니오’로 답변을 국한했던 한계가 있었다.

Ⅲ. 실증분석
1. 사용자료 및 분수구성
본 연구에서는 계속거주를 ‘10년간 기존의 물리적ㆍ심리적ㆍ인적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계속거주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한
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7년을 기준으로 이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까지
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2008년도에 전국의 65세 이상이었던 고령자들로 국한하였다. 계속거주의 시
간적 범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의 정의인 10년으로 설정하였다.
계속거주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 노동패널 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가장 작은 공간적 범위는 동
일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이다. 동일한 기초지자체 내에 머물 경우, 주변 지인들과의 사회
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지자체를 계속거주의 공간적 단위로 설정했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분류
종속변수
독
립

개인적
요인

변수 설명

계속거주 여부

학력수준

비고

지난 10년간 동일 시군구에 거주여부
(1: 계속 거주함, 0: 계속 거주하지 않음)

-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대학 졸업 이상, 6: 석사,
7:박사

-

회논문집」, 제30권 제3호, 2019, pp.77-85.
16) Wiles, J. L. et al., "Older people and their social spaces: A study of well-being and
attachment to place in Aotearoa New Zealand",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68, No.
4, 2009, pp.66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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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변수 설명

신체적 제약여부

11차(2008)년도 기준 만 나이

-

성별

1: 남성, 0:여성

-

높음

1: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음, 0: 그 외

중간

1: 사회, 경제적 지위가 보통, 0: 그 외

낮음

1: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음, 0: 그 외

작년한해 월평균
생활비(만원)

경제적
요인
보유자산(만원)

조사당시의 자산보유 정도
(주택 시가 + 임대보증금 + 소유부동산 시가총액 +
은행예금 + 주식/채권/신탁 + 저축성 보험 + 타지
않은 계 + 기타)

자가보유 여부

1: 자가보유, 0: 자가 미보유

단독
주택
주거
환경
관련
요인

주택의
종류

주거
환경
만족도

사
회
적
관
계
요
인

외
부
적
사
회
관
계

가
족

작년 한해의 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
비 등의 모든 생활비의 월평균
조사당시의 부채유무
(1: 부채 있음, 0: 부채 없음)

부채유무

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친인척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ex)걷기,
물건
들기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육체적 제약여부
(1: 제약 있음, 0: 제약 없음)

비고

아파트

1: 아파트에 거주,
0: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음
1: 기타형태 주택에 거주
0: 기타형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음

만족

1: 주거환경에 매우만족 혹은 만족, 0: 그 외

보통

1: 주거환경에 보통의 만족, 0: 그 외
1: 친분관계에 매우만족 혹은 만족, 0: 그 외

보통

1: 친분관계에 보통의 만족, 0: 그 외
1: 친인척관계에 매우만족 혹은 만족, 0: 그 외

보통

1: 친인척관계에 보통의 만족, 0: 그 외

-

-

-

-

-

1: 친인척관계에 매우 불만족 혹은 불만족, 0: 그 외

만족

1: 여가생활에 매우만족 혹은 만족, 0: 그 외

보통

1: 여가생활에 보통의 만족, 0: 그 외

불만족

단위:
만원

1: 친분관계에 매우 불만족 혹은 불만족, 0: 그 외

만족
불만족

-

1: 주거환경에 매우 불만족 혹은 불만족, 0: 그 외

만족
불만족

단위:
만원

1: 단독주택에 거주,
0: 단독주택에 거주하지 않음

기타
형태

불만족

-

1: 여가생활에 매우 불만족 혹은 불만족, 0: 그 외

만족

1: 가족관계에 매우만족 혹은 만족, 0: 그 외

보통

1: 가족관계에 보통의 만족, 0: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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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관
계
obs.

변수 설명
만족

배우자 동거여부

비고

1: 가족관계에 매우 불만족 혹은 불만족,
0: 그 외
1: 배우자와 동거, 0: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음

-

1,172명

분석에 활용되는 변수들은 2008년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즉 2008년 고령자의 개인적 요
인, 사회적 관계요인, 경제적 요인, 주거환경관련 요인들을 분석 모형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
에서의 계속거주 여부는 10년간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해석하
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표1>과 같다. 먼저, ‘개인적 요인’은 곽인숙(2011), 김수영(2015)
에서 사용되었던 변수들을 바탕으로 학력수준, 신체적 제약여부, 나이, 성별, 사회 경제적 지
위로 구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곽인숙(2011)의 연구를 토대로, 건강과 관련된 변수인 신
체적 제약여부가 계속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인적 요인에 포함시켰다.
둘째로 ‘경제적 요인’의 경우, 작년한해 월평균 생활비, 부채유무, 보유자산, 자가 보유여
부를 모형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경우, 근로 수입의 영향 보다는 이
미 축적해둔 자산이 경제력을 측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유자산을 경제적 요인
에 포함시켰다. 작년 한해 월평균생활비는 고령자들의 소비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
또한 경제적 요인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부채 여부도 고령자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경제적인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셋째로 ‘주거환경관련 요인’의 경우, 거주 중인 주택의 종류와 주거환경 만족도를 포함시
켰다. 주거환경 관련 요인 또한 기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요인인 만큼, 이를 분석
에 고려하였다. 특히 주택의 종류에 따라 주택의 관리나 유지보수, 커뮤니티 형성 등의 부분
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거환경관련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회적 관계요인’의 경우, 사회적 친
분관계 만족도, 친인척 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동거여부를
포함시켰다. 사회적 관계 요인은 크게 가족관계와 외부적인 사회적 관계로 구분하였다. 사회
적 관계 요인 중 만족도 관련 변수는 불만족(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보통), 만족(만족, 매
우만족)의 리커트 척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배우자와 동거여부의 경우는 미혼, 동거 중, 별거
중, 이혼, 사별 등의 형태가 있었지만 현재 고령자들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
을 맞추어, 동거 중과 그 외로 배우자와 동거여부 변수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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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인구의 특성에 관한 기초통계분석
본 절에서는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고령인구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통해 고령가구의 계속거주 여부에 따라 사회적 관계 만족
도 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표 2>는 연구대상자들의 기초통계를 정리한 표이다. 총 관측치는 1,172명으로 10년간
동일 시, 군, 구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중졸 이하의 고령자들이 다수를 차지해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신체적 제약이 있는 고령자는 약34% 정도로 나타났다.
<표 2> 고령인구의 특성
분류
종속변수

평균

계속거주 여부

빈도
1: 605 (계속거주)

0.5162

0: 567(계속거주 아님)

최솟값

최댓값

0

1

1

7

0

1

66

93

0

1

0

750

0

1

1: 701
(무학 및 미취학)
2: 167
(초등학교 졸업)
학력수준

3: 187 (중학교 졸업)

1.8626

4: 9 (고등학교 졸업)
5: 98 (대학교 졸업)

독
립

개
인
적
요
인

6: 9 (석사)
7: 1 (박사)
1: 396
(일상생활이 불가함)

신체적 제약여부

0.3378

나이

73.2235

성별

0.5452

0: 776
(일상생활이 가능함)

변
수

사회
경제적
지위
경
제
적

1: 639 (남성)
0: 533 (여성)

높음

0.0221

1: 26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음)

중간

0.4633

1: 544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낮음

0.5136

1: 602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음)

작년한해 월평균
생활비(만원)
부채유무

101.3148 0.2866

1: 336 (부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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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평균

빈도

최솟값

최댓값

0

1,040,50
0

0

1

0: 836 (부채가 없음)
요
인

주거
환경
관련
요인

22,134

자가보유 여부

0.7107

단독
주택

0.5076

1: 595
(단독주택 거주)

0

1

아파트

0.2952

1: 346 (아파트 거주)

0

1

기타
형태

0.1970

1: 231
(기타형태 주택 거주)

0

1

만족

0.3319

1: 389 (만족)

0

1

보통

0.5383

1: 631 (보통)

0

1

불만족

0.1296

1: 152 (불만족)

0

1

만족

0.3472

1: 407 (만족)

0

1

보통

0.5742

1: 673 (보통)

0

1

불만족

0.0784

1: 92 (불만족)

0

1

만족

0.3737

1: 438 (만족)

0

1

보통

0.5469

1: 641 (보통)

0

1

불만족

0.0793

1: 93 (불만족)

0

1

만족

0.2133

1: 250 (만족)

0

1

보통

0.5691

1: 667 (보통)

0

1

불만족

0.2175

1: 255 (불만족)

0

1

만족

0.4334

1: 508 (만족)

0

1

보통

0.4769

1: 559 (보통)

0

1

불만족

0.0895

1: 105 (불만족)

0

1

배우자 동거여부

0.5665

1: 664 (동거함)
0: 508
(동거하지 않음)

0

1

주택의
종류

주거
환경
만족도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관
계
요
인

외
부
적 친인척관
사
계
회 만족도
관
계
여가생활
만족도

가
족
관
계

-

보유자산(만원)

가족
관계
만족도

obs.

1: 833 (자가 보유)
0: 339 (자가 미보유)

1,172명

경제적으로는 약 70%정도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2억 2천만 원 가량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와 작년한해 총소득의 경우는 월평균
생활비의 경우는 최솟값이 0만원, 최댓값이 750만원, 평균값이 101만원으로 나타나 격차가
극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거형태의 경우 단독 주택에 약 51%정도, 아파트에는 30%정도
가 거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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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요인은 크게 외부적 사회관계와 가족관계로 대분되는데, 외부적 사회관계의 경우 약
35%가 사회적 친분관계에 만족하고 있었고 8%정도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친인척관계 만족도 또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생활 만족도의 경우는
21%정도가 만족하고 있었고 비슷한 비율로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가족관계의 경우, 약 8%의
고령자들이 가족관계에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7%정도의 고령자가 현
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지역 내 계속 거주한 그룹과 계속거주하지 않은 그룹 간 사회적 관
계 만족도 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관계를 대변 할 수 있는 다섯
개의 변수 중에서 여가생활 만족도와 배우자 동거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계속거주여부와 여가생활 만족도에 관한 카이제곱검정
계속거주 여부
계속
거주
하지
않음

빈도
백분율

계속
거주함
합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여가생활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합계

20

114

327

100

6

567

1.71

9.73

27.9

8.53

0.51

48.38

8

113

340

136

8

605

0.68

9.64

29.01

11.6

0.68

51.62

28

227

667

236

14

1172

2.39

19.37

56.91

20.14

1.19

100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4

9.9563

0.0412  

<표 3>은 계속거주 여부와 여가생활 만족도 간의 카이제곱검정결과이다. 계속거주하지 않
은 집단에서는 여가생활 만족도가 보통, 불만족, 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순으로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계속 거주한 집단에서는 보통,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순으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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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거주여부와 배우자 동거여부에 관한 카이제곱검정
배우자 동거여부

계속거주 여부

동거하지 않음

동거 중

합계

빈도

264

306

570

백분율

22.54

26.1

48.64

빈도

243

359

602

백분율

20.76

30.59

51.36

빈도

507

665

1172

백분율

43.31

56.69

100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1

4.1971

0.0405  

계속
거주
하지
않음
계속
거주함
합계



 <0.1,



 <0.05,



 <0.01

계속거주 여부와 배우자 동거여부 간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또한 유의확률이 0.0412로 두
변수 간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거주하는 집단의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
율이 높았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계속거주 여부에 따라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검정하였지만, 이 분석은 다른 영향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관계가 계속거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어진 실증분석에서는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
인, 주거환경 관련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적 관계가 계속거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
하고자 한다.

3. 사회적 관계가 계속거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본 절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계속거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항로짓분석
을 사용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요인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Model Ⅰ)과 포함된 모형
(Model Ⅱ)의 두 가지 분석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계속거주할 경우 1로 코딩
하였다.
<표 5>는 사회적 관계가 계속거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과 두 모형간의 차이를 정
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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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적 관계가 계속거주에 미치는 영향
Model Ⅰ

분류

Estimate

Pr > ChiSq

Estimate

Pr > ChiSq

7.584

<.0001

7.3433

<.0001

성별

-0.4228

0.002  

-0.6632

0.000   

나이

-0.1052

<.000   

-0.1027

<.000   

학력수준

-0.0307

0.59

-0.0305

0.5985

신체적 제약여부

-0.3684

0.009   

-0.3723

0.009   

높은지위

-0.2486

0.605

-0.402

0.412

낮은지위

0.109

0.456

0.1061

0.480

작년한해 월평균 생활비

-0.00172

0.059 

-0.00187

0.041  

부채유무

0.051

0.722

0.0788

0.588

보유자산

0.000002

0.207

0.000002

0.225

자가보유 여부

0.5073

0.000   

0.5147

0.000   

Intercept

개인적
요인

사회적 지위
(참조: 중간지위)

경제적
요인

주거
환경
관련
요인

주택의 종류
(참조: 기타형태)

단독주택

0.2989

0.079 

0.2655

0.124

아파트

0.2165

0.240

0.2222

0.236

주거 환경 만족도
(참조: 보통)

만족

0.2246

0.121

0.1058

0.558

불만족

-0.1122

0.568

-0.1814

0.464

만족

0.488

0.030  

불만족

0.0516

0.887

만족

-0.5117

0.058 

불만족

-0.1404

0.728

만족

0.3241

0.098 

불만족

-0.0702

0.713

만족

0.0047

0.983

불만족

0.3678

0.286

0.3617

0.042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참조: 보통)
친인척관계
만족도
(참조: 보통)

외부적
사회관계
관계요인

여가생활
만족도
(참조: 보통)
가족 관계 만족도
(참조: 보통)
가족관계

배우자 동거여부



 <0.1,



Model Ⅱ

R-Square

0.1059

0.1165

Max-rescaled R-Square

0.1412

0.1553

 <0.05,



 <0.01

(Model 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들은 성별, 나이, 신체적 제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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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생활비, 자가 보유여부, 주택의 종류(단독주택)로 나타났다.17)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 중 성별, 자가보유 여부와 주택의 종류는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작년한해 월평균 생활비의 경우도 선행연구에서의 ‘경제력’을 완전히 대변할 수
는 없지만 소비력이 높으면 계속거주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
다(곽인숙, 2011). 정리하면, 계속거주의 확률은 여성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신체적 제약
이 없을수록, 월평균 생활비가 낮을수록,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할
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핵심 요인인 관계요인을 추가한 (Model Ⅱ)의 경우에도 개인적 및 경제적 요인
의 통계적 유의성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계요인에 관련된 변수의 대부분은 계속거
주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높을
수록,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계속거주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1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권오정 외(2014)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권오정 외(2014)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 특히 이웃주민 혹은 친구와의 관
계는 향후 계속 거주 희망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친
분관계에 만족했던 사람이 계속거주 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여가생활만족
도의 경우도 외부적 사회관계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여가활동은 행동반경이
제한적인 고령자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중요성이 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가 계속거주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외부적 사회관계가 계속거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활동, 배우자와 동거여부와 같은 타인과의
관계요인은 고령자가 계속해서 한 지역에 거주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령자들 중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고령자들은 70.7%로 나타났는데, 혼자서 혹은 배우자와 둘이서 거주하는 고령자의 수가
17) 본 분석에서 보고되고 있는 R-square 및 Max-rescaled R-square는 0.14-0.16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가 다소 낮다는 이유로 모형의 유용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본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계속거주의 영향요인이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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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은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사회적 관계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
인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 고령자 정책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가 계속거주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자료취득의 한계로 인해 계속거주의 공간
적 범위를 시군구 단위로 한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시군구 내에 머무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의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공간적 단위를 계속거주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의 공간적 범위를 고려한 계속거주 선택 요인에 대한 향후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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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대면 서비스의 선호도가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의 선호도의 영향요인은 온라인 소비와 주택 구입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가 주택상품과 주택입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는 주택입지 선택보다 주택상품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서비스에 유용한 주택상품의 수요가 생겼다는 점은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주택입지 선택은 더 신중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택상품 선택은 주택입지 선
택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서, 비대면 서비스에 적합한 주택상품이 일반화되면 주택입지 선택
기준도 변할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를 고려한 주택상품은 홈오피스나 홈스쿨링이 가능한 공
간, 층간소음, 일조시간, 천정고 등 주거 쾌적성이 중요하다. 원격교육, 원격근무를 위한 시스
템 구축과 제도적 보완, 근로 방식의 변화가 정착되면 역세권, 학세권 등 주택입지 선택에도
변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제어 : 비대면 서비스, 주거선택, 언택트, 원격근무, 온라인 소비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위기
상황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진행’,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소비 급증’, ‘외식업의 매출 감
소’, ‘물류ㆍ유통업의 변화’, 등 전반적인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1) 또한, 코로나19는
주거 생활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택을 구입 방법과 주거선택 기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주택 구입을 위해서 기존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정보를 얻고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지금은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 또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는다. 또한, VR/AR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모델하우
스도 활성화되어 찾아다니며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던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고
1) 이왕건,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ㆍ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제763호, 국토연구원,
2020.5,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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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 주택을 선택할 때에도 온라인 교육이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오피스 공간이 있는지, 여
가ㆍ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이나 일조시간 등 주거 쾌적성이 좋은지 등 주택을 선택하는 기준도 바뀌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화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방식에 대한 선호
도를 확인하고, 비대면 서비스 방식의 선호도가 주택상품선택과 주거입지선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거 생활의 변화를 고려한 주택
상품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택구매 의사가 있는 수도권 거주 20세∼59
세 경제활동을 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은퇴 이후에는 주거선택의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를 크게 느낄 수 있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
를 대상으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기간인 2020년 6월 29일∼7
월 11일까지 13일간 진행하였다. 본 설문은 총 350부를 배포하였고,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
하여 306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내용적 범위로는 비대면 서비스 방식의 선호도를 확인하고, 비대면 서비스의 선호도가 주
거선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각종 보도자료, 연구 문헌, 선행연구와 간행
물 등을 검토하여 비대면 서비스 방식의 유형의 변수를 선정하고, 각 변수에 따른 영향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영향 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 도구는 IBM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비대면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비대면 서비스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정보통신기술이 접

2) 권소혁ㆍ이복자ㆍ김행조, “아파트 분양환경의 변화 속에서 온라인ㆍ모바일 광고와 언택트 마케팅의 활용
도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8권, 제2호, 대한부동산학회, 2020, pp.1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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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된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비대면 서비스는 상담 콜센터 등에 한정되었으나 스
마트폰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으로 교육, 근로, 문화, 소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AR/VR 기술 등이 활용되면 현실감도 높아서 적용 영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서비스의 유형은 원격교육, 원격근무, 온라인 소비, 온라인 공연ㆍ전시, 원격금융,
주택 구입 등 다양하다. 비대면 서비스의 유형은 정책적인 판단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교
육, 근로 분야와 개인적인 선택과 판단이 필요한 소비, 문화, 금융, 주택 분야로 구분할 수 있
다. 또는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교육, 근로 분야와 상호작
용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소비, 문화, 금융, 주택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2. 주거선택의 개념
주거선택은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 등 주택 유형, 자가, 전세, 월세 등 점유형태를 종합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주
택은 거주공간의 의미와 함께 재산 가치의 의미도 있으므로 편의성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투
자성 등도 함께 고려한다. 주거선택의 이론은 경제학적 선택이론에서 시작하여 주택시장의
복잡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선택이론으로 발전하였으며, 주거선택 과정은 주택 소비의 불
균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을 탐색한 후 대안을 검토한다.3) 대안으로는 개조나 증축
을 하거나 주거이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지와 주택 유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주거선택
을 하게 된다.
주거선택의 범위는 주택입지, 주택 규모, 주택 유형, 주택가격, 준공연도 등 매우 넓으나,
주택입지와 주택 점유형태 선택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의 영향
은 주택 점유형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주택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 주거선택의 범위는 주택입지 선택과 주택상품 선택으로 한정한다.

3. 선행연구 고찰
비대면 서비스에 관하여는 교육, 근로, 소비, 주택 구입 등 영역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비대면 서비스 방식에 따른 만족도, 성취도, 지속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주거
선택에 관하여는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와 관
3) 이상수, “수도권 거주자의 가구특성에 른 주거입지 및 주택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pp.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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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해본다.
원격교육에 관하여는 구교정(2006)4)은 학습자 요인, 학습환경요인, 운영자 요인, 프로그
램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원격교육의 효과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원격교육의 효
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현실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교
수자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김지심(2009)5)은 기업 이러닝 학습에서 학
습 실재감이 학습만족도와 학습 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박광록(2017)6)은 원
격교육의 상호작용성, 편리성, 정보 제공성, 안전성, 문제해결 등이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원격근무에 관하여는 김현철(2015)7)은 스마트워크 품질이 기업의 직무 만족과 업무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최국현(2018)8)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오피스에서 자기효
능감, 성과기대, 삶의 질, 접근성, 협업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혜진(2012)9)은 원격근무가 업무효율,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사관리 규정 등 법 제도적 정비, 원격근무
에 대한 신뢰감 형성, 효율적인 근무를 위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온라인 소비에 관하여는 윤성일(2019)10)은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의 편의성, 편재성, 접근
성, 맞춤성, 보안성이 모바일 쇼핑에 대한 지속적 이용 의도와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다. 이무형(2019)11)은 비대면 채널 마케팅의 일관성, 학습성, 사용 편리성이 만족 효
익과 신뢰 효익,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비대면 채널 마케팅은 사용 편리
성, 시간 절약, 일관성, 효율성에 집중해야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주택 구입과 주거선택에 관하여는 권소혁ㆍ이복자ㆍ김행조(2020)12)는 아파트 분양에서
4) 구교정, “성인 원격교육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p.161∼182.
5) 김지심, “기업 이러닝에서 실재감과 학습효과의 구조적 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130∼140.
6) 박광록, “원격교육 서비스요인이 고객만족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공무원 수험생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p.47∼58.
7) 김현철, “기업의 스마트워크 품질이 직무만족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집단지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p.88∼109.
8) 최국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모바일 오피스 지속사용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p.69∼79.
9) 현혜진, “원격근무가 조직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149∼
159.
10) 윤성일, “모바일 쇼핑몰의 서비스 특성, 신뢰, 행동의도 간의 영향 관계-지각된 위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
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p.66∼82.
11) 이무형, “외식기업 비대면 채널 마케팅이 관계효익과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호텔리조트학회, 2019, pp.2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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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모바일 광고와 비대면 상담의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광고가 오프라인 광고보
다 비용대비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코로나19 유행 시기별 활용도를 분석에서 비대면 상담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강창호(2010)13)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만족도가 주거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건강ㆍ여가, 안전, 이웃, 접근성에 관한 요인이 주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준(2020)14)은 고시원과 오피스텔 거주 1인 가구의 주거
만족, 주거선택, 삶의 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주거선택은 경제적 부문, 관리운영부문, 입지
부문 순, 주거만족도는 시설부문, 관리운영부문, 경제적 부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
시원 거주자는 창문 유무와 소음, 오피스텔 거주자는 주차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이가 있
었다.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Full Option과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최장순
(2004)15)은 삼척시 대학생의 거주실태, 주거선택요소와 실내환경만족도를 연구하였다. 학생
들의 주거선택요소는 학교 근접성, 임대비용 순으로 높고, 실내환경만족도는 수납공간, 방음,
프라이버시 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요구수준과 실제 수준의 차이가 크며 학생들
에게 적합한 평면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첫째, 비대면 서비스의 한 분야의 만족도
와 재사용 의도에 국한된 연구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가 종합적
으로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둘째, 주거선택에서 점유형태 선택이나 주거입지
선택에 관한 연구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 생활의 변화에 따라 영향이 큰 주택상품선택
과 주택입지선택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Ⅲ. 연구모형 설계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설계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12) 권소혁ㆍ이복자ㆍ김행조, 전게논문, 2020, pp.141∼156.
13) 강창호, “베이비부머의 주거만족도가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98
∼104.
14) 진상준, “서울시 준주택 거주자의 주거선택ㆍ주거만족ㆍ삶의 질에 관한 연구-고시원과 원룸 오피스텔의
비교분석-”,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pp.115∼146.
15) 최장순, “주거선택요소와 실내환경만족도 분석에 따른 대학생 원룸 주거평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삼
척대학교 주변의 학생주거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5권 제1호, 한국주거학회, 200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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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수모형과 측정모형을 결합한 통계적 분석기법으로서,
측정오차를 고려하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다. 또한, 종속변수에 대하여 여러 독립변수의 영향
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 선정 및 가설설정
1) 변수 선정
독립변수는 4가지 요인 총 24개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3가지로 설정하여 영향 관계
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비대면 서비스요인을 원격교육, 원격근무, 온라인 소비, 주택 구
입으로 분류하였고, 세부 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주택상품 선택의 변수는
많은 변수가 있지만, 개인의 주거 생활을 중심으로 전용공간과 공용공간으로 구분하였고, 주
택입지 선택의 변수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상권, 개발 호재 등 다양하지만, 원격근무와 원
격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큰 교통여건과 교육여건으로 한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한 변수는 독립변수의 주택 구입, 종속변수의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와 주택상품 선택이다. 각 변수에 대한 설문은 리커드식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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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선정
요인명

변수명

원격교육

원격근무

독립변수

온라인 소비

주택 구입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
종속변수

주택상품 선택
주택입지 선택

학습실재감
편리성
상호작용성
문제해결
경제성
안전성
생산성
유연성
경제성
효율성
여가성
업무만족
대체성
학습성
편리성
신뢰성
경제성
안전성
접근성
학습성
신뢰성
편리성
상호작용성
안전성
서비스 이용 선호도
서비스 이용 빈도
홈오피스, 커뮤니티시설 등 공용공간
층간소음, 일조/조망 등 전용공간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여건
학군, 사교육시설 등 교육여건

선행연구
구교정(2006),
김지심(2009),
박광록(2017)

김현철(2015),
최국현(2018),
현혜진(2012)

윤성일(2019),
이무형(2019)

본 연구에 추가

본 연구에 추가
강창호(2010),
진상준(2020)

2)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특성에 관한 선호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 주택상품 선
택과 주택입지 선택의 영향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어떠한 비대면 서비스 변수가
주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1 : 원격교육의 특성은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 원격근무의 특성은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 온라인 소비의 특성은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 주택 구입 특성은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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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5 :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는 주택상품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는 주택입지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 주택상품 선택은 주택입지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분석
1. 기술적 분석
응답자 가구특성은 남자 160명(52.3%), 여자 146명(47.7%)이고, 나이는 20세∼29세 29
명(9.5%), 30세∼39세 90명(29.4%), 40세∼49세 102명(33.3%), 50세∼59세 85명(27.8%)
이었다. 현재 거주하는 주거유형은 아파트 195명(63.7%), 연립/빌라 72명(23.5%), 기타 39
명(12.8%)이었다. 주택면적은 25평 이하 115명(37.6%), 26평∼34평 128명(41.8%), 35평∼
42평 41명(13.4%), 43평 이상 22명(7.2%)이었다.
<표 2> 응답자의 일반 현황 (n=306)
구분
성별

연령대

주거
유형

주택
면적

취학
자녀 수

남자
여자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아파트
연립/빌라
기타
25평 이하
26∼34평 이하
35평∼42평
43평 이상
1명
2명
3명 이상
없음

빈도

%

160
146
29
90
102
85
195
72
39
115
128
41
22
158
74
11
63

52.3
47.7
9.5
29.4
33.3
27.8
63.7
23.5
12.8
37.6
41.8
13.4
7.2
51.6
24.2
3.6
20.6

구분
거주
지역

월평균
소득

직업

재택
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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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300만원 이하
301∼400만원 이하
401∼500만원 이하
501∼600만원 이하
601∼700만원 이하
701만원 이상
생산직
사무 관리직
서비스직
기타
주 1∼2회
주 3회 이상
부정기적 진행
안함

빈도

%

142
121
43
59
45
53
50
30
69
63
126
55
62
82
43
105
76

46.4
39.5
14.1
19.3
14.7
17.3
16.3
9.8
22.6
20.6
41.2
18.0
20.2
26.8
14.1
34.3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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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은 서울시 142명(46.4%), 경기도 121명(39.5%), 인천시 43명(14.1%) 순이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하 59명(19.3%), 301만원∼400만원 이하 45명(14.7%),
401만원∼500만원 이하 53명(17.3%), 501만원∼600만원 이하 50명(16.3%), 601만원∼
700만원 이하 30명(9.8%), 701만원 이상 69명(22.6%)이었다. 직업은 생산직 68명(20.6%),
사무 관리직 126명(41.2%), 서비스직 55명(18.0%), 기타 62명(20.2%)로 나타났다. 원격교육
을 하는 취학 자녀 수는 1명 158명(51.6%), 2명 74명(24.2%), 3명 이상 11명(3.6%)이고, 재
택근무일은 주 1∼2회 82명(26.8%), 주 3회 이상 43명(14.1%), 부정기적으로 진행 105명
(34.3%)이었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Cronbach‘s α계수와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변수를 축약하였다. 검증 결과 Cronbach‘s α계
수는 모두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서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요인분석
에서도 KMO 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측정변수
원격
교육

원격
근무

온라인
소비

주택
구입

학습실재감
편리성
상호작용성
문제해결
유연성
경제성
효율성
여가성
업무만족
대체성
학습성
편리성
신뢰성
경제성
접근성
학습성
신뢰성
편리성
상호작용성

요인

공통성

0.586
0.665
0.788
0.735
0.759
0.633
0.712
0.601
0.760
0.594
0.720
0.668
0.561
0.612
0.625
0.749
0.689
0.715
0.747

0.452
0.564
0.675
0.612
0.702
0.602
0.644
0.546
0.643
0.520
0.665
0.584
0.523
0.541
0.546
0.657
0.602
0.643
0.681

고유값

총분산

신뢰도 α

KMO

Barlett (p)

2.344

55.794

0.791

0.824

362.512
(p<0.001)

3.232

53.135

0.827

0.863

667.125
(p<0.001)

2.835

48.623

0.836

0.857

517.755
(p<0.001)

2.248

52.652

0.823

0.862

422.26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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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자료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할 수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의
SMC 분석결과 원격교육의 경제성과 안전성, 원격근무의 생산성, 온라인 소비의 안전성, 주택
구입의 안전성 요인은 기준 측정값인 0.4 이하로 나타나서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부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비대면 서비스요인 측정변수의 SMC
구분
원격
교육
원격
근무
온라인
소비
주택
구입

SMC
변수
SMC
변수
SMC
변수
SMC
변수
SMC

학습 실재감
0.424
생산성
대체성
0.548
접근성
0.412

편리성
0.543
유연성
0.677
학습성
0.644
학습성
0.596

상호작용성
0.454
경제성
0.556
편리성
0.662
신뢰성
0.445

문제해결
0.472
효율성
0.475
신뢰성
0.455
편리성
0.483

경제성
여가성
0.445
경제성
0.471
상호작용성
0.526

안전성
업무 만족
0.535
안전성
안전성
-

2) 연구모델 적합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MIN/p를 제외한 모든 지수가 적합도 기준값
을 충족하게 나타났으므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통계량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CMIN/p
RMR
GFI
RMSEA
NFI
TLI
CFI

적합도 기준값

분석결과

적합 여부

0.05 이상
0.08 이하
0.9 이상
0.1 이하
0.8 이상
0.9 이상
0.9 이상

330.943/0.000
0.039
0.908
0.051
0.889
0.934
0.947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16) 송지준,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2015, p.318.

- 33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8券 第4號(通卷 第58號)

3) 유의성 검정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의 영향요인은 온라인 소비(0.482)와 주택 구입(0.400)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는 주택상품 선택(0.277)과 주택입지
선택(0.126)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상품 선택은 주택입지 선택
(0.653)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의 주택입지 선택에
대한 간접 효과는 0.151이므로 총 효과는 0.126+0.151=0.277이며, 주택상품 선택은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내용은 <표 6>, <표 7>, [그림 2]와 같다.
<표 6> 유의성 검정 및 가설평가
구분

측정값

표준오차

P

가설평가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

←

원격교육

0.155

0.098

0.116

기각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

←

원격근무

0.046

0.082

0.572

기각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

←

온라인 소비

0.482

0.160

0.003**

채택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

←

주택 구입

0.400

0.092

0.000**

채택

주택상품 선택

←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

0.277

0.052

0.000**

채택

주택입지 선택

←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

0.126

0.050

0.012*

채택

주택입지 선택

←

주택상품 선택

0.653

0.053

0.000**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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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매개 효과 검정
구분

측정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주택입지 선택←주택상품 선택←비대면 서비스 선호도

0.151

0.031

0.160∼0.405

[그림 2]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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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과 원격근무가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부의 교육 지침과 기업의 근로 지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가 비자발적이므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다.
반면, 온라인 소비는 개인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소비시장이 계속 성장
해왔기 때문에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여건도 갖추어져 있다. 주택 구입의 비
대면 서비스도 개인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며, 부동산 관련 온라인 플랫폼, 사이버 모
델하우스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아파트 분양마케팅의 성장세와 대중화가 진행 중이었다. 따
라서 비대면 서비스의 선호도의 영향요인은 자발성 유무에 따라 다르다.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는 주택상품과 주택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택상품에 대한
영향이 주택입지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홈오피스나 취미 공간 등이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고, 주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져서 층간소음이나 일조시간 등 주거 쾌적성에 민감해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대면 방식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후에
도 계속될 것인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주택은 주거의 기능과 자산으로서의 가
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교통여건이나 교육여건 등을 떨어지는 외곽지역의 주택을 선택하
기에는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상품 선택이 주택입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높게 나타났는데 주택상품의 변화가 현실화되어 기존주택과 달라진다면 주택입지를
선택할 때에도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비대면 서비스의 선호도와 주택상품 선택, 주택입지 선택의 영향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의 영향요인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자발성이 있
는 온라인 소비와 주택 구입이다. 원격교육과 원격근무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고,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대상자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 비대면 방식이 한시적일지 계속적일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는 주택상품 선택과 주택입지 선택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주택입지 선택의 영향에 있어서 주택상품 선
택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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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주택입지를 선택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방식을 고려한 주택상품을 제안한다. 첫째,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세대 공간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홈오피스나 홈스쿨링 등 다목적 멀티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멀티룸은 거주자의 가구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이 갖추어
져 있어야 한다. 둘째, 가변형 평면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침실 2개에 대한 가변형 벽
체를 통합하는 정도에 그쳐서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변형할 수 없었다. 내력벽 구조
를 기둥식 구조로 바꾸거나 내력벽을 최소화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주거 쾌적성을
높여야 한다. 부모는 집에서 근무하고 자녀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서 가족이 집에 머
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갈등은 더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층간소음
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층고를 높여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비대면 서비스의 선호도에 따른 주택상품과 주택입지 선택의 영향을 살펴보고,
비대면 서비스 방식을 고려한 주택상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비대면
서비스와 주거선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연구대상의 폭을 넓혀서 일반
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비대면 서비스요인을 더 다양화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과
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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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택제공과 서비스 지원을 하
기 위한 노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지원 주거 모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
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케어형 노인 주거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 20명
에게 델파이 연구를 시도하여, 노인 주거에 필요한 방안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노인 주거 모델
개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선정된 커뮤
니티케어형 주거모델은 공동체 근린 재생, 적정 주거확보, 포괄적 돌봄서비스, 주민참여와 역
량강화,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 제도 기반화의 5개 영역으로써, 1라운드 질문 결과에서 도출한
102개 항목을 정제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66개 항목으로 방안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커뮤니티케어형 주거 방안을 실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주거전략을 개발하였다.
주제어 :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뉴딜,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3년 6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7년 부터 국가사
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8년 11월 정부는 지역사회
내 주거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하
였다.1) 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에는 노인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지원 기반 확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케어안심주택으로 공급하고, 노인 친화적 주택 개조 사업을 골자로 하는 주거 기반을 구축한
다는 내용이다.1) 뿐만 아니라, 저소득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
들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보린주택과 같은 원룸형 안심공동주택 사업, 세종시의 밀마루
복지마을과 같은 공공 노인복지주택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지
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2018, p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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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였다. 노인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 제공과 서비스 지원이 함께 제공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이
루어지고 있다.2)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2017.07.13.),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05.03.) 등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제정에 탄력을 받아 「장애인ㆍ노인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
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를 겪은 국가들에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노인주거 대안이
발전하였다.3) 주택을 케어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면서 자가(自家)와 시설 사이의 대안으로
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주택 유형이 등장하였고, 주거플러스 서비스(housing plus
services), 서비스 통합 주택(service integrated housing), 하우징 케어(housing care)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4)5)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라
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와 같은 주택은 노인의 건강과 기능, 소득을 고려한 주택이 충
분한가에 대한 논의 속에 노인의 주거 안정과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다. 집은 집일뿐이라는 시각, 그리고 이것이 요양시설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논쟁 속에
서비스가 가미된 이와 같은 주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초고령 인구의 증가 속에 노인
주거의 대안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6) 이러한 주택이 발전한 배경에는 노인의 선호와 다양한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는 주거대안이 부족해서 요양시설 입소가 불필요하게 높다는 인식이 자
리 잡고 있다.7) 그리고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 그리고 소위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노인복지 정책에서 소홀했던 주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
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8) 우리나라에서도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이라는 가치를 기
2) 염형국ㆍ김도희,“주거복지의 대안, 지원주택의 제도화” 「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료집」, SH서울주택도
시공사, 2018, pp.2~20.
3) A. E. JonesㆍA. L. HoweㆍC. TilseㆍH. BartlettㆍB. Stimson,“Service integrated housing for
Australian in later life”, 「AHURI Final Report Series」, vol.141, 2010, pp.1~169.
4) J. PynoosㆍP. LiebigㆍD. AlleyㆍC. M. Nishita,“Homes of Choice: Towards More Effective
Linkages Between Housing and Services”,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vol.18(3/4),
2004, pp.5~49.
5) S. M. Golant, “Affordable clustered housing-care: A category of long-term care options for
the elderly poor”,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vol.22(1-2), 2008, pp.3~44.
6) N. W. SheehanㆍM. T. Guzzardo, “Resident service coordinators: Roles and challenges in
senior housing”,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vol.22(3), 2008, pp.240~262.
7) S. Hillcoat-NalletambyㆍJ. OggㆍS. RenautㆍC. Bonvalet, “Ageing populations and housing
needs: comparing strategic policy discourses in France and England”,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44(7), 2010, pp.808~826.
8) C. T. Martens, “Aging in which place? Connecting aging in place with individual
responsibility, housing markets, and the welfare state”,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vol.32(1), 2018,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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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하는 노인 주거 정책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가장 큰 변화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의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과 함께 거주지
기반 서비스 지원에 대한 고찰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노년기 주거에서 물리적 공간 뿐 아
니라 노화로 인한 신체적ㆍ심리사회적ㆍ경제적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인식하게 된
것을 반영한다.5),9)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지원 주거 모델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을 가능하게 하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택제공과 서비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서비스지원 주거의 내용 및 제공 방식을 탐색하여 주거 모델을 활성화하는 것
이다. 노화로 인한 복합적인 기능저하와 쇠약해짐에 대한 대처, 그리고 예방이 가능한 주거
기반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10) 정부에서 노인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제공을 공표하고, 노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주택 내용을 포함하여 주거약자법 전
면 개정이 곧 현실화 되는 등 그 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주택과 의료ㆍ보건복지 서비스의 융합
적 제도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결국 이 지점에서 초고령 사회에서의 노인의 커뮤니티케어
형 도시재생뉴딜을 위한 서비스지원 주거복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양한 노인
주거 대안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돌봄과 주거가 함께 제공되는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 된 커뮤
니티케어 정책 시대에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을 지원하는‘주택’과‘케어’의 만남을 구체
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먼저 국내ㆍ외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서비스지원 주거의 개념
과 특성, 서비스지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핵심 개념 및 이론, 그리고 현재 국내 노인주거
대안의 내용 및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지원 주택 논의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문
가 델파이 조사 연구를 통해 노인을 위한 서비스지원 주거의 필요성과 특성에 대한 탐색과 함
께 구체적인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모델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을 살펴보았다.

2. 연구의 구성 및 흐름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구분된다(그림 1).
이론적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뉴딜 및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에 관한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고찰하였다. 쇠퇴한 도시지역에 새로운 도시기능
을 부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선진국가들의 다양한
도시계획적 접근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9) 천현숙ㆍ강미나,「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의 주거지원방안」, 국토개발연구원, 2012, pp.5~22.
10) B. C. SpillmanㆍJ. BiessㆍG. MacDonald, 「Housing as a platform for improving outcomes
for older renter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2012, pp.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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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지원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분석해 보고 더불어 서
비스지원 노인 주거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근간을 두고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노인의 삶이
보장되기 위한 여건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비교 고찰하였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층 돌봄 체계
를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여 보다 포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살펴보았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의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에 관한 전문가
의견 탐색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기법을 활용하였고, IBM SPSS 25.0버전으로 기술통계 분석
을 하였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형 도시재생뉴딜을 위한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

연구 방향 설정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고찰

- 국내외 노인 주거의 현황
- 국내 도시재생뉴딜의 현황
- 커뮤니티케어 방향

국내외 사례분석 및 쟁점 도출

- 해외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 국내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의견조사

- 전문가의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델파이 조사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의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를 위한 활성화 방안

-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의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적용 방안
- 정책적 측면의 제언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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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커뮤니티케어의 개념과 활성화 전략
1) 커뮤니티케어의 개념
커뮤니티케어의 개념은 1950년대 영국에서 지역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소개되었고,11) 1960년대 후반부터 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이상적인 정책 개
발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12) 커뮤니티케어는 일반
적으로 특정 케어를 일정 지역의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특정 계층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나,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센터(Community Health Center, CHC)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1)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는 커뮤니티케
어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자 대상 중심으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취약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여 보다 포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의
료ㆍ보건ㆍ복지 서비스를 개인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사회 여건 변화
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개선하며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뮤니티케어에서의 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특별한 시설이 아닌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편안
하고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받는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정부는 노인 맞
춤형 주거 지원 인프라 확충전략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등에서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
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노
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 사업을 실시할 커뮤니티케어
형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노인의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여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고 지역 중심의 노인 생활 지원을 통
해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접적인 건강관리와 더
불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상태가 우려
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 및 혈당 등을 체크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확충하고,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왕진,
11) 무토ㆍ마사키,「커뮤니티 케어: 일본의 의료와 개호」, 계축문화사, 2018, pp.5~40.
12) R. MeansㆍS. RichardsㆍR. Smith, 「Community care: policy and practice」, Macmilla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2008,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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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2) 커뮤니티케어의 활성화 전략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 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
표하면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건설한다는 비전으
로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그림 2). 1)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통합 제고에 있어 지역 내 자
립형 생활이 어려운 돌봄 노인대상자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통합 케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
업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작성 가이드라인, 2019, p.1.

[그림 2] 커뮤니티케어와 도시재생뉴딜
커뮤니티케어 개념이 도시재생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관련 환경과 서비스 제공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융합할 경우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및 지원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에서 지원하고 제공된 공간의 운영 및 서비스를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확
대 지원할 경우에 운영 및 지속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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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케어 개념이 어떻게 반영되어 추진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 개념 보다
는 수요자, 즉 노인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 관련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관, 경로당, 노인친화형 골목길 조성 등의 인프라 확충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공동체 활동 지원시설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에서 추진
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서비스 사업으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공동체 회복 등 건강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로 추진되는 서비스 사업은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
출 등에 한정되어 있어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항목은 제한적인 실정이다. 하지만 커
뮤니티케어 서비스 사업은 사업의 수혜자가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도시재생사
업 대상자의 일부 특정 주민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주로 치료나 간호 등 의료 목적의 서비스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추어 제공되고 있다.

2. 도시재생뉴딜의 개념과 활성화 전략
1) 도시재생뉴딜의 개념
도시재생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쇠퇴한 지역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
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쇠퇴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이다.
2013년 12월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 건축, 주택 분야 이 외에도 복지, 행
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도시재생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이 원래
갖고 있는 융복합적 특성처럼 다각적이고 협업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13)
도시재생 특별법의 제정은 이전에 소수의 지자체에서만 진행되고 있었던 도시재생사업을
전국 단위로 파급시켜 낙후되어 가고 있는 지방도시의 쇠퇴를 조기에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
러나 다양한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법제도를 토대로 여러 정비사업이 수행되었으나 대부분
물리적 환경 개선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 지역의 사회문화ㆍ복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존 도시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통해 물
13) 이지현ㆍ남진,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재생 관련법의 정합성 분석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9집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6,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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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감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가능하다.
도시재생뉴딜정책의 특징은 뉴딜 이전에는 중앙주도(Top–Down)의 의사결정구조이면서
대규모 계획중심의 사업추진이었다고 한다면, 도시재생뉴딜은 지역주도(Bottom–Up)의 의사
결정과 함께 주민참여 및 지역 거버넌스에 의한 사업추진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마을활동가,
시민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도시재생 관련 학계 등과 폭넓은 소통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기
반(Aging for Community)의 지속가능한 도시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도시재생뉴딜의 활성화 전략
도시재생뉴딜은 기존 도시재생과의 차이점은 공동체 활성화에 집중했던 근린재생에 주거
복지 정책을 접목시켰다는 점이다. 도시혁신 사업으로서의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는 사회
통합, 주거복지실현, 일자리창출, 도시경쟁력확보의 실현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
거복지 실현 부문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공, 민
간, 공공+민간 등의 다양한 주체가 주도하는 주거재생사업의 시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도와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을
이끄는 동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관련 기관을 통한 사업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2017년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활력 회복,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공
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재생 활성
화를 도모하였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아닌 지역 기반의 소규모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동네 살리기 선정 비율이 높아 노
인, 장애인, 돌봄 관련 단위사업도 우리동네살리기에 가장 집중되어 나타났다. 각 지자체에서
추진된 지역 단위사업은 주로 노인복지 서비스, 노인 일자리창출, 노인회관 등의 복지 서비스
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리모델링, 공동홈(실버하우스) 등과 같이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및
노인공동체 회복과 독거노인 프로그램, 의료복지 네트워크 등 지역 내 노인 대상의 의료ㆍ복
지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단위사업으로 추진되었다.14)
최근 들어 정부는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문화, 스마트시티 및 친환
경을 포함시킨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유형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
형, 일반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의 5개 유형이지만, 다양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한국관광공사,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참여를 확
14) 김현수외 7인, “거점중심 도시재생 뉴딜”, 「도시정보」, 2018년 5월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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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였다. 최근 도시재생뉴딜전략은 도시혁신공간 조성,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지역 거버넌
스 구축 세 가지가 핵심이다.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유휴시설을 혁신적으로 활용하
며 동시에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육성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 주
민참여를 동반한 지역 유관기관들의 협력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개념과 활성화 전략
1)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개념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는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것으로 노인 대상으로 지어진 주택에서
지지적 서비스(support service) 뿐 아니라 케어(care)까지 제공되는 모든 주거형태이다.15)
1982년 UN의 비엔나 국제행동강령(Vienna Plan)에 처음 등장한 이래, WHO의 고령친
화도시(aging-friendly city) 지침을 만드는 데 이르기까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담론과 함께 노인복지 정책의 최선의 지침으로 자리 잡
고 있다.16)‘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
강과 기능이 저하되어도 본인의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는 자연스러운 욕구
를 담고 있는 노인 정주(定住)의 욕구를 뜻한다.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설 케어 보다 지역사회 돌봄이 비용 효율적이라는 기대에서 쓰
이기도 한다.17)18)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개념은 노인의 개별 집 또는 시설식으로 이분법적으
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식으
로 발전하고 있다.16)

2)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활성화 전략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에서 처럼 노년기에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 뿐 아니라
노인복지주택 등 지역 내 거주까지 그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에이징 인 플레이
15) A. HoweㆍA. E. JonesㆍC. Tilse, “What’s in a na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ternational terms and meanings for older people’s housing with services” 「Ageing and
Society」, vol.33(4), 2013, pp.547~578.
16) A. Bookman, “Innovative models of aging in place: Transforming our communities for an
aging population”, 「Community, Work & Family」, vol.11(4), 2008, pp.419~438.
17) R. Means, “Safe as houses? Ageing in place and vulnerable older people in the UK”,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41(1), 2007, pp.65~85.
18) A. SixsmithㆍJ. Sixsmith, “Ageing in place in the United Kingdom”, 「Ageing International」,
vol.32, 2008, pp.21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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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단지 노인복지 정책의 명시적 목표에 머물며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노인의 정
주 욕구만을 강조하지 말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며 보다 적
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17)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는 공공이 주도적인 국가도 있고, 민간 위주로 발전하기도 하는 등
국가별, 지역별로 재정 주체와 운영 방식 뿐 아니라 주택의 유형 및 서비스 지원의 내용과 범
위가 매우 방대하고 역동적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공통적인 특성은 입주자 또는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가진 노인이 집단주택 내 독립적인 생활공간에서 살며, 필요에 따라 지
지적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은 의료중심(medical) 모델이
아닌 사회적 모델을 지지하며, 노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조한다.19) 지지적 서비스는 노인
친화적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주택관리, 사회적 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의
미하고,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 활동 지원에서부터 치료와 요양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이다. 이런 서비스들을 주택 관리 측이 제공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활용하여 주택
외부에서 제공하기도 한다.15)
이상에서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뉴딜 및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
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차별화 쟁점을 정립하였다. 첫째, 국내외
다양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연계 사례 및 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쟁점을 바탕으
로 도시재생 전문가의 델파이조사를 통해 커뮤니티케어형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 요구를 수렴
하는 주거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에 대한
논의를 기존의 노인 주거 관련 연구들이 갖는 노인주택의 유형적 변주로부터 벗어나 커뮤니
티케어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셋째, 노인
주거에 있어 커뮤니티케어의 적용 대상공간을 델파이를 통한 노인의 서비스 지원행태를 반영
하여 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지역사회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 주거 계획 및 제도 제안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19) S. M. Golant, 「The changing residential environments of older people」, In: Robert H.
Binstock & Linda K.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Burlington
MA: Elseiver Academic Press, 2011, pp.2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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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의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탐색하기 위한 델파이 조사기법을 사용한 조사연구이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책
대안에 대한 탐색이 어려울 때,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주관적ㆍ직관
적 방법이다.20) 델파이 조사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ㆍ교환하는 방식
을 활용한다. 특히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여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제공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환류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전문가들 간의 합
의를 도출하는 특성이 있다.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계전
문가나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전문가들은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에 필요한
영역이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계 및 현장전
문가들이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방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통합 모형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구상하기 위하여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방안에 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할 것이
다. 연구 주제에 관련된 전문가로 참가자를 구성하는데, 패널을 선정하는데 표준이 되는 특정
준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델파이 방법에 있어서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것은 델파이
시행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패널 선정 시 고려할 점은 적절
성, 성실성, 전문 지식, 인원 수, 대표성 등이 있으며, 그 중 참가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패널선정의 요건이 된다.

2. 연구 대상
본 델파이 연구의 조사를 위해 학계 및 현장전문 패널를 섭외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현장
전문가들에게 다른 전문가를 소개받는 눈덩이 굴리기 표집(snowballing) 방법을 이용하여 이
메일로 참여의사에 동의한 총 20명으로 델파이 연구의 전문가 패널로 선정하였다. 학계전문
패널들은 도시재생뉴딜에 관련된 이해도가 높고, 도시재생뉴딜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경력이
있는 대학교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로 선정하였고, 현장전문 패널들은 시청 도시재생과
주무관,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및 도시재생 뉴딜 활동가, 커뮤니티케어 실무
20) 노승용, 「델파이 기법: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국토연구원, 2006, pp.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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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패널은 보건진료소장,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주무관으로 선정되었다<표 1>.

<표 1> 델파이 조사를 위한 패널구성
구분
성별

연령

분야

선정기준

명(%)

남

12((60.0%)

여

8(40.0%)

20~30세

2((10.0%)

31~40세

10(50.0%)

41~50세

6(30.0%)

51~60세

2(10.0%)

대학교 도시재생학과 교수

1(5.0%)

시청 도시재생과 주무관

6(30.0%)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원

6(30.0%)

도시재생 뉴딜 활동가

3(15.0%)

커뮤니티케어 실무전문가

4(20.0%)

총계

20(100.0%)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총 3회에 걸쳐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델파이 패널들의 익명성을 보장
하여 연구질문에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통해 자발적으로 회신하
도록 하였다. 델파이 조사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가 이메일로 전문가 패널에게 연구목적과 내
용을 알리고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
로 처리됨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자가 보고식 질문지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1,2,3라운드 델파이 조사 수집을 실시하였
다<표 2>. 1라운드 델파이 조사 질문지는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예비문항 5개를 선
정하였다. 내용 타당도를 위해 연구와 관련된 학술분야의 교수 2인, 현장전문가 2인과의 협의
하여 질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5개 영역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델파이 1라운드 조
사 질문지는 비구조화된 응답양식인 개방형 5개 영역 문항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뉴
딜사업에서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개념, 범위, 역할과 기능, 정책과 프로그램 및 기대성과
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라운드 델파이 조사 질문지는 1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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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5개 영역 결과에서, 각 영역별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고 중복항
목은 삭제하는 분류작업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각 영역의 문항에서 나타난 의견에 대하여 동
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점: 매우 동의함)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3라운드 델파이 조사 질문지는 2라운드 조사 결과 나타난 평균값을 제시하여 다
른 전문가들의 의견 분포를 고려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현장전문가들의 최종의견을
수렴하였다. 델파이 조사 질문지 응답률은 1라운드 100%, 2라운드 95.0%, 3라운드는 2라운
드 응답자수 대비 94.7%였다.
<표 2> 델파이 조사 과정
구분

조사기간

내용

표집인원

응답인원

응답률

제1차
델파이

2020년 8월 3일 ~
9월 5일

개방형 질문형태의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의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20

19

95.0%

제2차
델파이

2020년 9월 11일 ~ 1차 델파이 조사결과로 나온 의견에
9월 20일
대한 동의 여부

19

18

94.7%

제3차
델파이

2020년 9월 21일 ~ 2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기초한 최종
9월 29일
의견 수집

18

18

100.0%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1, 2, 3 라운드 델파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첫째, 전문가들에게 델파이 1라운드 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총 102개의 의
견이 나왔으며, 이중 중복된 의견은 제외하고 유사한 의견들끼리는 묶어서 최종적으로 총 66
개의 의견을 도출하였다. 66개의 의견들을 5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2라운드 설문 결과는 5점 리커트 상에 나타난 응답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에는 IBM SPSS 25.0버전이 활용되었다. 셋째, 3라운드 설문 역시 2라
운드 설문 자료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회수하여, 회수된 설문지의 기술통계치를 IBM SPSS
25.0버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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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의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의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1라운드 조
사 결과 총 20명의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총 102개에 이르는 다양한 의견이 수집되었다.
1라운드 델파이 조사 결과 나타난 각 의견은 통합, 분류 과정을 거쳐 5개의 범주로 구성되었
다. 델파이 2라운드 조사 결과, 19명의 현장전문가들은 1라운드 조사를 기초로 만들어진 5개
범주의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모델 방안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고, 의견 간의 차이는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명의 현장전문가가 참여한 3라운드 조사 결과, 각 의견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현장전문가들이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모델 방안에 관해 높은
합의에 이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1) 1라운드 델파이 조사 결과
현장전문가들에게 델파이 1라운드 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종합한 결과 총 102개의 의
견이 수집되었다. 비슷한 내용을 합치고 수정한 결과, <표 3>와 같이 최종 66개의 의견이 도
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근린 재생, 적정 주거확보, 포괄적 돌봄서비스, 주민참여와 역
량강화,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 제도 기반화에 관한 범주로 의견이 분류되었다.
<표 3> 1라운드 델파이 조사 내용
영역

내용
1.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한 도시재생
2.주거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

공동체
근린 재생

3.지속가능한 커뮤니티케어 돌봄 공동체 조성
4.일상생활 범위와 친근한 동네 인식의 범위 확대
5.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재생센터 조성
6.공동체 돌봄을 위한 사회통합지원사업
1.노인의 주거 이동성을 최소화하고 보행환경 조성

적정
주거확보

2.노인의 정주욕구 기반 안심공동주택의 지역사회 밀착형 노인주거
모델 개발
3.배리어 프리(Barrier-free)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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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4.노인 주거의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안정성 추구
5.공공 주도의 플랫폼 구축
6.사회적 자립도에 따른 공공주택, 협동조합 주택, 준공공주택,
민영주택 등 주거 마련
7.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AIP)를 위한 공공 자원(주민센터, 치안센터, 보
건소, 우체국, 경로당)의 개조 및 증축
8.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복지환경을 구축
9.주거복지 실현 주택조성
(행복주택조성, 구성마을하우스,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10.주거복지 실현 주거지원
(집수리 및 공구대여, 살고 싶은 우리동네 사업, 빈집 리모델링, 집수리 사업단 구성)
11.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12.I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어르신 스마트 홈’ 구현
1.건강상태와 욕구를 수용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2.보건ㆍ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
3.커뮤니티 노(老)ㆍ노(老) 돌봄 서비스 지원
4.노인 주거지에 서비스 제공의 플랫폼 구축
5.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 운영
6.돌봄서비스 제공 인력과 지원 체계 확립
7.응급상황에 대한 지원 확보(U-119안심콜 서비스)
8.신체적 자립도에 따른 서비스(생활, 가사, 이동지원)
9.가용 지자체 서비스(찾아가는 동사무소 / 보건소 / 방문간호사 /지역사회자원연계)
구축

포괄적
돌봄서비스

10.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전문적 재가서비스, 일반 재가서비스,
예방적 재가서비스, 복지증진서비스)
11.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공공 지원 및 케어 서비스의 거점
공공청사복합개발
12.정서생활지원사업으로 노인 자조모임 형성
13.노인 주거내에서 안전 확인부터 일상생활 지원
14.노인 서비스 연계 관련 사례관리
15.주거와 돌봄 서비스의 일원화
16.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제공
17.노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충
18.노인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돌봄서비스 연계하는 병원 ‘지역연계실’ 설치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1.어르신 건강 활력증진의 연계가능성 높은 사업
2.노인건강타운 설립, 보건진료소 마을병원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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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3.노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학습과정 마련
4.커뮤니티 형성의 전 과정에서의 노인 참여
5.노인 주도성 노인자치복지관 사업
6.주민 스스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발적인 모임 구성
7.최대한 노인 지역주민 속도에 맞춘 행정 지원
8.지역보건복지 관련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주민조직화 활동
9.백세건강마을 등 조성을 위한 노인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10.재가노인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 기반 지역사회 소속감 고취 강화
11.노인자원봉사자 등 사회참여 지원사업
12.의료ㆍ보건ㆍ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ㆍ 복지ㆍ건강ㆍ
돌봄 복합타운’ 조성
13.노화적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 확대
1.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법적 기반 구축
2.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한 민ㆍ관의 지속적인 관심
3.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재정 확보
4.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전문 인력 확보
5.「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서비스 지원책 강구
6.「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 개정
7.「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공 실버주택 등 물리
적인 주거지 확대방안
8.WHO의 고령친화도시(Aging-friendly City) 지침 준수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제도 기반화

9.에이징 인 플레이스 기반의 의료ㆍ복지ㆍ주거 서비스 구성
10.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
11.보건복지부ㆍ행안부ㆍ국토부의 3개 부처 공동 협력으로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케어
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하여 마을의 정
주여건 개선활동
12.의료ㆍ복지ㆍ주거 분야 현장 전문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의 주기적 개최
13.통합재가급여(법률지원, 공공 후견, 식사 배달, 이동 지원, 안전ㆍ안부 확인, 야간 순
회 및 대응) 도입
14.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설치
15.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할 재가 의료급여 신설
16.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
17.사람(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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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ㆍ3라운드 델파이 조사 결과
2라운드 델파이 조사는 1라운드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통합하여 설문지
형태로 제작하여 의견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3라운드 델파이 조사 또한 2라운드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표 3> ~ <표 7>과 같이
각 문항의 평균과 사분위 범위를 제시하여 최종의견을 수렴하였다.

(1) 공동체 근린 재생
공동체 근린 재생에 대한 2라운드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4.06~4.42이었고, 3
라운드는 4.26~4.55였다<표 4>. 또한 2라운드 표준 편차 분포는 0.62~0.90, 3라운드 표준
편차 분포는 0.49~0.72이었다. 3라운드 델파이 조사에서 2라운드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
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나 현장전문가들이 각 의견에 대해 합의해가는 양상이 나타났으
며, 전반적으로 각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 공동체 근린 재생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한 도시재생(4.52), 주거복지지원센
터 위탁 운영(4.55),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케어 돌봄 공동체 조성(4.33), 일상생활 범위와 친
근한 동네 인식의 범위 확대(4.26),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재생센터 조성(4.32),
공동체 돌봄을 위한 사회통합지원사업(4.26)에 관한 순으로 의견이 종합되었다. 즉,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의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에 있어 공동체 근린으로 돌봄을 통한 삶의 질
을 제고할 수 있게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 공동체 근린 재생 델파이 조사 응답분포
2라운드 델파이

내용

3라운드 델파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한 도시재생

4.41

0.62

4.52

0.50

2.주거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

4.42

0.67

4.55

0.49

3.지속가능한 커뮤니티케어 돌봄 공동체 조성

4.25

0.74

4.33

0.62

4.일상생활 범위와 친근한 동네 인식의 범위 확대

4.06

0.90

4.26

0.60

5.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재생센터 조성

4.15

0.78

4.32

0.53

6.공동체 돌봄을 위한 사회통합지원사업

4.16

0.82

4.26

0.72

(2) 적정 주거확보
적정 주거확보에 대한 2라운드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3.87~4.40이었고, 3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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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3.52~4.59였다<표 5>. 또한 2라운드 표준 편차 분포는 0.54~0.95, 3라운드 표준 편차
분포는 0.46~0.67이었다. 3라운드 델파이 조사에서 2라운드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나 현장전문가들이 각 의견에 대해 합의해가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전
반적으로 각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 적정 주거확보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주거 이동성을 최소화하고 보행환경 조성(4.45), 노인의 정주욕구 기
반 안심공동주택의 지역사회 밀착형 노인주거 모델 개발(3.52), 배리어 프리(Barrier-free)
환경 조성(4.37), 노인 주거의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안정성 추구(4.34), 공공 주도의 플랫
폼 구축(4.57), 사회적 자립도에 따른 공공주택, 협동조합 주택, 준공공주택, 민영주택 등 주
거 마련(4.36),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AIP)를 위한 공공 자원(주민센터, 치안
센터, 보건소, 우체국, 경로당)의 개조 및 증축(4.57),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복지환경을 구
축(4.42), 주거복지 실현 주택조성(행복주택조성, 구성마을하우스,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
니티센터)(4.59), 주거복지 실현 주거지원(집수리 및 공구대여, 살고 싶은 우리동네 사업, 빈
집 리모델링, 집수리 사업단 구성)(4.47),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4.55), I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어르신 스마트 홈’구현(4.32)에 관한 순으로 의견이
종합되었다. 즉,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적정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인
조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측면을 구축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표 5> 적정 주거확보 델파이 조사 응답분포
2라운드 델파이

내용

3라운드 델파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노인의 주거 이동성을 최소화하고 보행환경 조성

4.31

0.74

4.45

0.51

2

노인의 정주욕구 기반 안심공동주택의 지역사회 밀착형노인
주거 모델 개발

3.87

0.95

3.52

0.67

3

배리어 프리(Barrier-free) 환경 조성

4.28

0.64

4.37

0.46

4

노인 주거의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안정성 추구

4.26

0.60

4.34

0.56

5

공공 주도의 플랫폼 구축

4.31

0.58

4.57

0.50

6

사회적 자립도에 따른 공공주택, 협동조합 주택, 준공공주택,
민영주택 등 주거 마련

4.22

0.59

4.36

0.54

7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AIP)를 위한 공공 자원
(주민센터, 치안센터, 보건소, 우체국, 경로당)의 개조 및 증축

4.41

0.63

4.57

0.54

8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복지환경 구축

4.32

0.54

4.42

0.55

9

주거복지 실현 주택조성(행복주택조성, 구성마을하우스, 순환
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4.37

0.56

4.59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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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델파이

내용

3라운드 델파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거복지 실현 주거지원 (집수리 및 공구대여,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사업, 빈집 리모델링, 집수리 사업단 구성)

4.40

0.65

4.47

0.50

11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4.43

0.66

4.55

0.51

12 I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어르신 스마트 홈’ 구현

4.26

0.74

4.32

0.58

10

(3) 포괄적 돌봄서비스
포괄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2라운드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3.89~4.63이었고, 3
라운드는 3.50~4.72였다<표 6>. 또한 2라운드 표준 편차 분포는 0.48~0.95, 3라운드 표준
편차 분포는 0.44~0.67이었다. 3라운드 델파이 조사에서 2라운드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
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나 현장전문가들이 각 의견에 대해 합의해가는 양상이 나타났으
며, 전반적으로 각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 포괄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매
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건강상태와 욕구를 수용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4.47), 보건ㆍ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3.50), 커뮤니티 노(老)ㆍ노(老) 돌봄 서비스 지원
(4.39), 노인 주거지에 서비스 제공의 플랫폼 구축(4.33),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 운영(4.57),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과 지원 체계 확립(4.36), 응급상
황에 대한 지원 확보(U-119안심콜 서비스)(4.72), 신체적 자립도에 따른 서비스(생활, 가사,
이동지원)(4.66), 가용 지자체 서비스(찾아가는 동사무소 / 보건소 / 방문간호사 / 지역사회
자원연계) 구축(4.47),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전문적 재가서비스, 일반 재가서비스, 예방적
재가서비스, 복지증진서비스)(4.72),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공공 지원 및 케어 서비스의 거
점 공공청사복합개발(4.55), 정서생활지원사업으로 노인 자조모임 형성(4.52), 노인 주거내에
서 안전 확인부터 일상생활 지원(4.66), 노인 서비스 연계 관련 사례관리(3.97), 주거와 돌봄
서비스의 일원화(4.29),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제공(4.42),
노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충(4.72), 노인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돌봄서비스 연계하
는 병원 ‘지역연계실’ 설치(4.43)에 관한 순으로 의견이 종합되었다. 즉, 커뮤니티케어형 도시
재생뉴딜의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에 있어 응급상황, 일상생활 기본 욕구, 방문의료 및 지역사
회 가용자원 연계를 통한 포괄적 돌봄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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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포괄적 돌봄서비스 델파이 조사 응답분포
내용

2라운드 델파이

3라운드 델파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건강상태와 욕구를 수용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4.31

0.76

4.47

0.51

2

보건ㆍ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

3.89

0.95

3.50

0.67

3

커뮤니티 노(老)ㆍ노(老) 돌봄 서비스 지원

4.29

0.66

4.39

0.47

4

노인 주거지에 서비스 제공의 플랫폼 구축

4.26

0.61

4.33

0.57

5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
운영

4.30

0.58

4.57

0.51

6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과 지원 체계 확립

4.21

0.58

4.36

0.53

7

응급상황에 대한 지원 확보(U-119안심콜 서비스)

4.62

0.48

4.72

0.44

8

신체적 자립도에 따른 서비스(생활, 가사, 이동지원)

4.57

0.58

4.66

0.47

9

가용 지자체 서비스(찾아가는 동사무소 / 보건소 / 방문간호사
/ 지역사회자원연계) 구축

4.43

0.70

4.47

0.65

10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전문적 재가서비스, 일반 재가서비스,
예방적 재가서비스, 복지증진서비스)

4.57

0.71

4.72

0.49

11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공공 지원 및 케어 서비스의 거점 공공
청사복합개발

4.47

0.69

4.55

0.58

12 정서생활지원사업으로 노인 자조모임 형성

4.33

0.68

4.52

0.57

13 노인 주거내에서 안전 확인부터 일상생활 지원

4.50

0.74

4.66

0.54

14 노인 서비스 연계 관련 사례관리

4.07

0.90

3.97

0.88

15 주거와 돌봄 서비스의 일원화

4.12

0.93

4.29

0.75

16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제공

4.27

0.88

4.42

0.60

17 노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충

4.63

0.65

4.72

0.45

4.52

0.55

4.43

0.55

18

노인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돌봄서비스 연계하는 병원 ‘지역연
계실’ 설치

(4)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주민참여와 역량강화에 대한 2라운드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4.14~4.78이었고,
3라운드는 4.23~4.98였다<표 7>. 또한 2라운드 표준 편차 분포는 0.44~0.87, 3라운드 표준
편차 분포는 0.25~0.63이었다. 3라운드 델파이 조사에서 2라운드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
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나 현장전문가들이 각 의견에 대해 합의해가는 양상이 나타났으
며, 전반적으로 각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 주민참여와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 건강 활력증진의 연계가능성 높은 사업(4.51),
노인건강타운 설립, 보건진료소 마을병원사업 연계(4.47), 노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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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정 마련(4.26), 커뮤니티 형성의 전 과정에서의 노인 참여(4.43), 노인 주도성 노인자치
복지관 사업(4.55), 주민 스스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발적인 모임 구성(4.43), 최대
한 노인 지역주민 속도에 맞춘 행정 지원(4.23), 지역보건복지 관련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주민조직화 활동(4.42), 백세건강마을 등 조성을 위한 노인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4.54), 재
가노인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 기반 지역사회 소속감 고취 강화(4.47), 노인자원봉사자 등 사
회참여 지원사업(4.98), 의료ㆍ보건ㆍ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의료ㆍ복
지ㆍ건강ㆍ돌봄 복합타운’조성(4.95), 노화적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 확대(4.67)
에 관한 순으로 의견이 종합되었다. 즉, 주민 주도적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수
행되어지기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가 지원되어져야 함을
요구하였다.
<표 7>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델파이 조사 응답분포
내용

2라운드 델파이

3라운드 델파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어르신 건강 활력증진의 연계가능성 높은 사업

4.42

0.62

4.51

0.63

2

노인건강타운 설립, 보건진료소 마을병원사업 연계

4.25

0.87

4.47

0.59

3

노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학습과정 마련

4.14

0.83

4.26

0.56

4

커뮤니티 형성의 전 과정에서의 노인 참여

4.26

0.66

4.43

0.55

5

노인 주도성 노인자치복지관 사업

4.53

0.56

4.55

0.51

6

주민 스스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발적인 모임 구성

4.25

0.66

4.43

0.52

7

최대한 노인 지역주민 속도에 맞춘 행정 지원

4.14

0.83

4.23

0.54

8

지역보건복지 관련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주민조직화 활동

4.25

0.67

4.42

0.55

9

백세건강마을 등 조성을 위한 노인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4.52

0.55

4.54

0.51

10 재가노인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 기반 지역사회 소속감 고취 강화

4.33

0.71

4.47

0.61

11 노인자원봉사자 등 사회참여 지원사업

4.75

0.49

4.98

0.25

4.78

0.44

4.95

0.25

4.68

0.53

4.67

0.45

12

의료ㆍ보건ㆍ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
ㆍ복지ㆍ건강ㆍ돌봄 복합타운’ 조성

13 노화적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 확대

(5)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제도 기반화
주민참여와 역량강화에 대한 2라운드 델파이 조사 응답의 평균 분포는 4.14~4.78이었고,
3라운드는 4.23~4.98였다<표 8>. 또한 2라운드 표준 편차 분포는 0.44~0.87, 3라운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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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 분포는 0.25~0.63이었다. 3라운드 델파이 조사에서 2라운드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
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나 현장전문가들이 각 의견에 대해 합의해가는 양상이 나타났으
며, 전반적으로 각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 주민참여와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법적 기반 구축(4.62), 에이
징 인 플레이스에 대한 민ㆍ관의 지속적인 관심(4.76),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재정 확보
(4.55),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전문 인력 확보(4.47),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서비스 지원책
강구(4.4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
개정(3.9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공 실버주택 등
물리적인 주거지 확대방안(4.26), WHO의 고령친화도시(Aging-friendly City) 지침 준수
(3.78), 에이징 인 플레이스 기반의 의료ㆍ복지ㆍ주거 서비스 구성(3.95), 커뮤니티케어에 걸
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3.09), 보건복지부ㆍ행안부ㆍ국토부의 3개 부처 공동 협력으
로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케어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하여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활동(3.24), 의료ㆍ복지ㆍ주거 분야 현장 전문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의 주기적 개
최(4.42), 통합재가급여(법률지원, 공공 후견, 식사 배달, 이동 지원, 안전 ㆍ 안부 확인, 야간
순회 및 대응) 도입(4.61),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설치(3.74), 의료급
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할 재가 의료급여 신설(4.29),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3.44), 사람(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
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4.33) 에 관한 순으로 의견이 종합되었다.
즉,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를 위한 법적으
로 제도적으로 기반하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을 요구하였다.
<표 8>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제도 기반화 델파이 조사 응답분포
2라운드 델파이

내용

3라운드 델파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법적 기반 구축

4.49

0.57

4.62

0.51

2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한 민ㆍ관의 지속적인 관심

4.72

0.45

4.76

0.45

3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재정 확보

4.32

0.79

4.55

0.58

4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전문 인력 확보

4.18

0.75

4.47

0.67

5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서비스 지원책 강구

4.32

0.68

4.42

0.57

6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
인 서비스지원 주거 개정

4.02

1.01

3.95

0.87

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공 실버주택 등 물리적인 주거지 확대방안

4.17

0.87

4.26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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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델파이

내용

3라운드 델파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8

WHO의 고령친화도시(Aging-friendly City) 지침 준수

4.02

1.02

3.78

1.01

9

에이징 인 플레이스 기반의 의료ㆍ복지ㆍ주거 서비스 구성

4.01

1.02

3.95

0.87

10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

3.52

1.10

3.09

0.88

보건복지부ㆍ행안부ㆍ국토부의 3개 부처 공동 협력으로의 지
11 속 가능한 커뮤니티케어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
합하여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활동

3.42

1.09

3.24

0.79

12

의료ㆍ복지ㆍ주거 분야 현장 전문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포
럼’의 주기적 개최

4.19

0.88

4.42

0.75

13

통합재가급여(법률지원, 공공 후견, 식사 배달, 이동 지원, 안
전 ㆍ 안부 확인, 야간 순회 및 대응) 도입

4.31

0.68

4.61

0.55

14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설치

4.05

0.88

3.74

0.78

15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할 재가 의료급여 신설

4.28

0.66

4.29

0.56

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

3.75

1.01

3.44

.69

17

사람(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4.26

.72

4.33

.61

2.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의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시사점
델파이 전문가 의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5개 영역으로 구성된
66개의 항목에 대해 대부분 5점 척도의 4점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져 전문가들은 커뮤니티케
어형 도시재생뉴딜의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에 대해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에 대한 기존 정책이나 서비스가 아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있고,
서비스 지원을 받는 노인층의 수혜자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 내용이 미비하
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둘째, 도출된 66개의 항목을 나누어 보면 크게 공동체 근린 재생, 적
정 주거확보, 포괄적 돌봄서비스,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 제도 기반화
등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특히 동의수준이 4.6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는, 응급
상황에 대한 지원 확보(U-119안심콜 서비스)(4.72), 신체적 자립도에 따른 서비스(생활, 가
사, 이동지원)(4.66),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전문적 재가서비스, 일반 재가서비스, 예방적 재
가서비스, 복지증진서비스)(4.72), 노인 주거내에서 안전 확인부터 일상생활 지원(4.66), 노
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충(4.72), 노인자원봉사자 등 사회참여 지원사업(4.98),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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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ㆍ보건ㆍ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ㆍ복지ㆍ건강ㆍ돌봄 복합타운’
조성(4.95), 노화적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 확대(4.67)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의
법적 기반 구축(4.62),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한 민ㆍ관의 지속적인 관심(4.76), 통합재가급
여(법률지원, 공공 후견, 식사 배달, 이동 지원, 안전 ㆍ 안부 확인, 야간 순회 및 대응) 도입
(4.61) 였다. 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노인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정책이 필요
하며, 현재 지역돌봄 서비스의 제한적인 접근에 대한 개선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케어형태의 서비스확보와 지속적인 연계시스템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높은 항목들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노인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노인들이
항상 접하는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나타내는 항목이어서 높은 동의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
겨진다. 넷째, 보건ㆍ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3.50), 노인 서비스 연계 관련 사례관리
(3.97),「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 개정
(3.95), WHO의 고령친화도시 지침 준수(3.78), 에이징 인 플레이스 기반의 의료ㆍ복지ㆍ주
거 서비스 구성(3.95),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3.09), 주민자치를
융합하여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활동(3.24),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설
치(3.74),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3.44) 등의 항목은 2, 3차 모두
평균 3점대로써, 전문가로부터 큰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는 커뮤니티케어에서의 보건ㆍ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 뿐 아니라 법적인 제도 개선에 관한 실무적인 대안에 관심도가 낮은 것
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전문가들 대부분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의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 정
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라고 있으며,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범부처간 연계를
통해 지원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다. 이는 단회적이거나 단기적인 사업에 의한 지원보다
는 장기적 관점의 예산 및 정책, 인력 및 공간,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 기반의 노인 주거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체계적
이고 시스템을 갖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커뮤니티케어 중심에 놓여있는 노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커뮤니티 노(老)
ㆍ노(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정서적 안정된 생활지원하며, 노
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학습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커뮤니티 형성의 전 과정에서의 노인
의 자발적이고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 기반 지역사회 소속감
을 고취시킬 수 있는 주도적인 노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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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형 도시재생뉴딜을 위한 노인 서비스지원 주
거 전략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조사를 시도하였다. 커뮤니티케어형
노인 주거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 20명에게 델파이 연구를 시도하여, 노인 주거
에 필요한 방안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노인 주거 모델 개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선정된 커뮤니티케어형 주거모델은 공동체 근린 재
생, 적정 주거확보, 포괄적 돌봄서비스,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노인 서비스지원 주거 제도 기
반화의 5개 영역으로써, 1라운드 질문 결과에서 도출한 102개 항목을 정제해 나가면서 최종
적으로 66개 항목으로 방안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커뮤니티케어형 주거 모델을
실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주거전략 개발은 후속
연구를 통해 다듬어져야 할 사안으로, 현재의 정책과의 환류과정을 통해 자료검증과 수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커뮤니티케어형 노인서비스지원 주거 모델이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에서의 활용성 제
고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ㆍ실천적 함의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커뮤니티케어형 노인서비스지원 주거 모델은 정부 운영지침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노인서비스지원 주거 모델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에서의 실천적 활용성이 강조되는 모형안으로서 정책사업으로 반영되려면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본 노인서비스지원 주거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문헌
연구는 물론 현장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다수 연구에 참여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
기 때문에 높은 타당성을 확보한 결과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재생뉴딜 현장에서 실
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지침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재원확보가 필수적이겠지
만, 우선순위에 따라 단기, 중ㆍ장기로 구분하여 단계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실무자
와 정부ㆍ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대상으로 노인서비스지원 주거 모델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짐으로써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는 현장과 정책부서의 이해가 다를 때 도
시재생사업수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처 간 정책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본 노인서비스지원 주거 모델은 국
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복지시설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수혜자 중
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서비스지원 체계화 등 제도적 장치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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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부처 간 정책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때 본 커뮤니티케어형
노인서비스지원 주거모델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커뮤니티케어형 노인서비스복지센터의 평가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본 커뮤니티케
어형 노인서비스지원 주거모델의 성과 지표는 노인서비스복지센터의 전반적 평가 지표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요 투입요소인 인력, 예산, 시설은 운영기관의 경영에 밀접
한 관련이 있고, 수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인서비
스복지센터의 평가에 반영될 경우에 노인서비스지원 주거모델을 추진하는데 있어 더욱 탄력
을 받을 수 있고 센터 운영 성과도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인서비스지원 주거모델 운영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이 보강되어야 한다. 노인서
비스지원 주거모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출 및 성과 실적치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
다. 성과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활동, 산출, 성과 실적 모두 필요하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도록 입력ㆍ관리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서비스 수요 예측
과 지역자원 정보의 자동발송 기능 등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비효율적
인 사업운영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사업방향을 갖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지역별 특성화된 서비스 지원체계가 개발ㆍ운영되어야 한다. 본 노인서비스지원
주거모델에서 제시하는 표준 운영체계는 현장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역별 차이
를 고려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서비스가 지역별로 개발ㆍ운영되어야 한다. 표준화된 운영체계
는 일관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지역사회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융통성이 결여되어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노인서비스지원 주거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노인서비스지원 주거모델 개발 역량을 높
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현수외 7인, “거점중심 도시재생 뉴딜”, 「도시정보」, 2018년 5월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
∙ 노승용, 「델파이 기법: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국토연구원, 2006.
∙ 무토ㆍ마사키,「커뮤니티 케어: 일본의 의료와 개호」, 계축문화사, 2018.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2018.
∙ 천현숙ㆍ강미나,「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의 주거지원방안」, 국토개발연구원, 2012.

- 65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8券 第4號(通卷 第58號)

∙ 염형국ㆍ김도희, “주거복지의 대안, 지원주택의 제도화” 「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료
집」, SH서울주택도시공사, 2018.
∙ 이지현ㆍ남진,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재생 관련법의 정합성 분석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
29집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6.
∙ Bookman, A., “Innovative models of aging in place: Transforming our
communities for an aging population”, 「Community, Work & Family」, vol.11(4),
2008.
∙ Jones, A. E.ㆍHowe, A. L.ㆍTilse, C.ㆍ Bartlett, H.ㆍStimson, B., “Service
integrated housing for Australian in later life”, 「AHURI Final Report Series」,
vol.141, 2010.
∙ Howe, A.ㆍJones, A. E.ㆍTilse, C.,“What’s in a na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ternational terms and meanings for older people’s housing
with services” 「Ageing and Society」, vol.33(4), 2013.
∙ Sixsmith, A.ㆍSixsmith, J.,“Ageing in place in the United Kingdom”,

「Ageing

International」, vol.32, 2008.
∙ Spillman, B. C.ㆍBiess, J.ㆍMacDonald, G., 「Housing as a platform for
improving outcomes for older renter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2012.
∙ Martens, C. T.,“Aging in which place? Connecting aging in place with
individual responsibility, housing markets, and the welfare state”,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vol.32(1), 2018.
∙ Pynoos, J.ㆍ Liebig, P.ㆍAlley, D.ㆍNishita, C. M.,“Homes of Choice: Towards
∙ More Effective Linkages Between Housing and Services”,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vol.18(3/4), 2004.
∙ Sheehan, N. W.ㆍGuzzardo, M. T.,“Resident service coordinators: Roles and
challenges in senior housing”,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vol.22(3),
2008.
∙ Means, R.ㆍRichards, S.ㆍSmith, R.,「Community care: policy and practice」,
Macmilla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2008.
∙ Means, R.,“Safe as houses? Ageing in place and vulnerable older people in the
UK”,「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41(1), 2007.
∙ Hillcoat-Nalletamby, S.ㆍOgg, J.ㆍRenaut, S.ㆍBonvalet, C.,“Ageing populations
and housing needs: comparing strategic policy discourses in France and
- 66 -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형 도시재생뉴딜을 위한 노인서비스 지원 주거 연구

England”,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44(7), 2010.
∙ Golant, S. M.,“Affordable clustered housing-care: A category of long-term care
options for the elderly poor”,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vol.22(1-2),
2008.
∙ Golant, S. M.,「The changing residential environments of older people」, In:
Robert, H. B. & Linda, K. G.,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Burlington MA: Elseiver Academic Press, 2011.
<투고(접수)일자 2020.11.06. 심사(수정)일자 2020.12.07. 게재확정일자 2020.12.24.>

- 67 -

https://doi.org/10.37407/kres.2020.38.4.69

행복주택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과제*
김 지 현**⋅임 희 정***

A Study on the Gender Cognitiv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Happy Housing Projects
Ji-hyun Kim⋅Hee-Jeong Yim

21)22)23)

목 차

Ⅰ. 서론

3. 전문가 및 정책수혜자 FGI 분석

Ⅱ. 이론적 고찰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2. 행복주택사업의 개요와 특성
3. 주택정책의 성인지 연구 동향
Ⅲ. 행복주택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1. 국토교통부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2. 행복주택의 젠더 이슈

Ⅳ. 행복주택사업의 성인지적 개선과제
1. 입주자 성별분리통계 구축
2. 성별을 고려한 입주자 선정기준
3. 출산장려와 육아지원에 대한 배려
4. 법령(지침) 개선사항
Ⅴ. 결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appy Housing project from the gender perspective and to
derive the improvement tasks for gender equality. Analysis of the literature, policy data, and FGI led to
the following gender issues. First, the current standard for selecting tenants was centered on income and
assets, so women's economic disadvantage and safety were not considered. Second, unmarried
mothers(fathers) are excluded from the newlyweds class and for the single parents with the age of
children is limited to six years or younger, making it difficult to raise them. Third, despite the
importance of community facilities because unit households are narrow, the facilities were not used
properly.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proposed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gender
segregation statistics data of the tenants of Happy Housing should be established. This will be used as
data for gender impact analysis and the introduction of gender-sensitive budget system. In addition,
gender and single mothers (fathers) should be added to the current criteria for selecting residents of
happy housing and the age limit of their children should be expanded. Lastly, in order to effectively
solve gender issues, relevant legislation (guidelines) needs to be improved. Above all, the public housing
policy, including Happy Housing, needs to recognize 'gender equality' as an important value.
Keywords : Happy Housing, Gender Analysis, Gender-sensitive Budgeting System, Gender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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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주택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성형평성을 위한 개선과제
를 도출함에 있다. 문헌 및 정책자료, 집단심층면접(FGI)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젠더이슈
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현 입주자 선정기준이 소득과 자산 중심이어서 여성들의 경제적
불리한 상황과 안전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둘째, 신혼부부 계층에 미혼모(부)가 배제되고
한 부모의 경우 자녀 나이가 6세 이하로 제한되어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행복주택은
단위세대가 협소하기에 커뮤니티시설의 활용이 중요한데도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성형평성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복주택 입주자 성별분리통계 데이터를 구축하
여 추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선정 시 성별 및 미혼모(부)를 추가하고 자녀의 연령 제한을 확대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젠더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지침)의 개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정책의 ‘성형평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
여,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행복주택, 성인지분석, 집단심층면접(FGI), 성인지예산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Ⅰ. 서 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행복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ㆍ대학생 등 젊은 계
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말한다(김옥연 외, 2016). 행복주택은 사업
대상자가 명확하고 성별로 사업 수혜자를 분리할 수 있기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
가 있다. 즉 행복주택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인한 사회ㆍ경제 활동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안전 체감도가 다른지, 출생 및 영ㆍ유아 돌봄과 같은 젠더 이슈가 존
재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성평등 목표로 ‘사회적 약자 주거생활 개선’으로
명시한 바 있지만(대한민국정부, 2019), 행복주택과 같은 주요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인식이
부족한 결과, 아직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행복주택사업을 성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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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분석하여 성형평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추후 해당 사업에 성인지예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2020) 성별영
향분석평가의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국토부의 성형평성 비전과 목표를 점검하고 행복주택사업
의 세부 내용을 평가 및 검토하여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업과 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이론적 고찰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를 소개하고 행복주택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하고 주택정책의 성인지적 접근을 시도한 선행연
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성평등 목표의 추이와 특성을 살펴본 후 행
복주택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도한다. 이후 관련 기관의 정책자료를 분석하여 행복주
택의 세부 내용을 평가하고 검토하여 젠더 이슈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분석으로 관
련 공무원 및 공기업, 그리고 수혜자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
하 FGI)을 실시하여 성인지적 측면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4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행복주택사업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며 5장은 연
구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여성가족부, 2020). 성별영
향분석평가의 필요성은 첫째,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
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둘째,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셋째,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
실행으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정리된다(여성가족부, 2020). 우리나라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도입되었다. 2004년 9개 기
관(10개 과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래 200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2006년 기초자치단체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기관으로 포함되며 정책 추진체계가 확장
되었다. 이후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입법화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적, 행ㆍ재정적 체계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전담 인력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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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기획재정부ㆍ여성가족
부ㆍ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19). 성인지예산은 전체 예산 중 특별한 예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책정과 배분에 대한 과정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10월 4일 제정된 국가재정법 제16조
5항에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
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이에 맞춰 제26조와 제57조에 각
각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그러나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국책사업 주무 부처의 관심 정도에 따
라 성평등과 관련 없는 사업에 성인지예산이 쓰이거나, 반대로 필요한 사업이 배제되는 등 사
업의 성평등 효과나 성과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표 1>은 현재 국내의 정책과 사업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용되는 운영체계를 나타낸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주택사업에 대하여 아직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는 점을 고려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 중 기본계획과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중심
으로 행복주택사업의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표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구분

기관명

각 기관

여성가족부

기본
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중앙부처
ㆍ지자체)

∙ 기본계획 수립 안과 체크리스트 분석평
가서 작성ㆍ제출
∙ 특정평가 추진 시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분석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자료협조

∙ 비전ㆍ목표, 전략ㆍ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
가 검토ㆍ협의: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점과제별 세부 계획에 대한 특정평가 검
토 및 추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관기관
과 협의 추진)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 특정평가 대상 정책은 기관별 분석평가
에서 제외
∙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및 반영결과 통보

∙ 대상 정책 선정과 결과 해당 기관 통보
∙ 특정평가 실시(전문기관 위탁)
∙ 정책개선 권고 및 반영결과 점검

제ㆍ개정
법령안
(중앙부처)

∙ 법령안 및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
성ㆍ제출(필요한 세부 자료 추가 제출)

∙ 관계기관 협의 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
지 30일 내 분석평가 검토ㆍ협의
∙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
로그램 운영

제ㆍ개정
자치
법규안

∙ 중앙부처의 제ㆍ개정 법령 안에 따라 자
체 운영
∙ 분석평가 검토ㆍ협의는 기관별 분석평

∙ 분석평가책임관 요청사항 지원
∙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
로그램 운영

법령

- 72 -

행복주택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과제

구분

기관명
(지자체)

사업

각 기관

여성가족부

가 책임관이 수행
∙ 자체 수행이 곤란한 법규 안은 여성가족
부에 검토 요청

성과관리
과제
(중앙부처)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ㆍ제출
∙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세출예산
사업
(지자체)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ㆍ제출
∙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분석평가결과 종합

∙ 기관별 분석평가결과 종합ㆍ제출
(이듬해 2월말)

∙ 분석평가서 검토: 필요하면 검토의견 통보
∙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
로그램 운영
∙ 분석평가서 검토: 필요하면 검토의견 통보
∙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
로그램 운영
∙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

자료: 여성가족부,「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2020.

2. 행복주택사업의 개요와 특성
우리나라 대다수 청년층은 높은 주거비로 인하여 스스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어렵지만,
아이러니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에서 소외되는 등 주거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ㆍ대학생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안정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
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김옥연 외, 2016).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물량의 80%를 청년층에게 먼저 배분하도록 설계함으로써 특정 연령층을 정책 수혜대상
으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외에도 행복주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도시계획 측면에서 기존 국민임대주택이 택지지구 등에 자리 잡은 것에 비하여 행
복주택은 젊은 계층들의 왕성한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
한 도심 내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청년가구들은 1인 가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위세대 전용 면적규모를 45㎡ 이하로 규정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
혼부부가 주 공급대상인 36㎡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게 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단위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8년부터 주택규모가 커졌다.1) 셋
째, 행복주택은 공급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공급방식을 활용하였다. 대표적 예로 한국토지

1)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혼부부 주택규모가 너무 작아 육아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어
2018년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을 개정하여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주택규모
(36㎡, 44㎡, 59㎡ 등)의 행복주택을 공급하도록 조치하였다(기획재정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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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이하 LH)와 각 지자체의 공사들이 보유한 토지를 REITs에 임대하여 공급하는 행복
주택리츠이다(천현숙‧고진수, 2016). 또한 행복주택이 도심 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
공시설과 복합개발, 신축주택 매입, 오피스텔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채택하고 가로정비주택사
업과 연계함으로써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밀집지역의 재정비가 가능하게 하였다(천현숙ㆍ고
진수, 2016).

3. 주택정책의 성인지 연구 동향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을 공동의제로 채택된 이후 성주류화는 빠르게
확대되었으며(원숙연, 2009), 정부의 모든 정책 과정과 구조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모색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양성평
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조영희, 2008;
원숙연, 2009). 그러나 도시 및 건축 관련 분야는 오랫동안 젠더 중립적인 분야로 간주 되어
왔기 때문에 성형평성 인식이 부족하였고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으로 인해 성인
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 등의 일반적인 성주류화 도구들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장
미현, 2013).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직‧간접적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 영향력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은 주거 공간의 이용
및 입지와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사회 및 경제활동 반경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체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이 ‘성평등’ 하다면 모든 연령과 소득계층의 여성과 남성을 위해 계획되어야 할 것이
고 특정한 성에 차별적 경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평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장미현,
2013). 페인스타인(Fainstein, 2005)은 근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이 자본주의 및 가
부장제와 결합하여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양육이라는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만들고 이는
도시공간에 재구성되었으며 주택과 같은 건축물로 발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가 보고된 바 없다.
국내에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거시적 차원에서 성별 공간의 이용방식 차이
를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의 시도가 있지만(손문금 외, 2013; 장미현 외, 2017), 지금까지 행
복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
되며, 관련 연구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복주택사업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통해 행복주택사업의 젠더 이슈를 도출하고 해당 사업의 성인지예산 편성 및 운용 관
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선행연구와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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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복주택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1. 국토부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행복주택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주택
의 성인지예산제도와의 연계를 위한 제도개선안 도출이기 때문이다.
<표 2> 2018-2020년 국토교통부의 성평등 목표
회계연도

성평등 목표

2018

∙ 국토ㆍ교통 분야 여성인력 양성: 여성인력 활용 활성화
∙ 사회적 약자 주거생활 및 교통 이용 개선: 취약계층 안정적 생활 기반 확대

2019

∙ 국토ㆍ교통분야 여성인력 진출 적극적 조치: 국토ㆍ교통 분야 여성인력 양성

2020

∙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국토ㆍ교통 분야 여성인력 진출 확대 및 성별 분리 완화
∙ 여성의 대표성 제 고 및 참여 활성화: 국토교통 분야 의사결정 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
∙ 돌봄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이동 약자 지원 교통서비스 인프라 확충,
사회취약계층을 고려한 돌봄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자료: 대한민국정부의 각 연도 성인지예산서를 이용하여 연구자 재구성

<표 2>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부의 주된 성평등 목표는 국토ㆍ교통분야 여성인력 진출
과 양성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2020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국토부 사업 총 13개 중 여
성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이 7개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한편,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인 행복주택은 수혜자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고 성
별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토부가 아직 해당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망하지 못하고, 사업이
미치는 성평등 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성평등 목표’를 단순히 여성인력 양성으로 편협하게
설정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2. 행복주택의 젠더 이슈
다음에서는 행복주택의 젠더 이슈를 입주자 선정기준, 출산 및 양육 지원, 그리고 주민편
의시설 공급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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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 선정기준
행복주택은 청년이라는 특정 연령층을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이가 있으나, <표 3>과 같이 입주자격을 가지려면 무주택자이어야 하
며 일정 금액 이하 소득과 자산 수준이어야 한다. 이때 일반적 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다.2) 그런데 입주자
선정기준에는 성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기준이 남녀 모두에게 성형평
적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3> 행복주택 계층별 입주자격
구분
대학
생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
준비생 이 아닌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청년
계층

신혼
부부

신혼
부부

신청인 혼인 합산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족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
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기준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
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은 80%이하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
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상동

상동

자료: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2020.10.10. 기준)

2) 마이홈포털(2020. 10.10 인출)에 의하면 2020년 1월말 기준 적용 소득은 3인기준 5,626,897원이며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본인)의 경우 총자산 7,800만원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초년생(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은 총자산 23,700만원이고 자동차 2,468만원이다. 그 외는 총자
산 28,000만원, 자동차 2,46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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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2019.7.1)에 의하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서 남성
(27.5%) 보다 여성(35.4%)이 더 불안하다고 느끼며, 특히 범죄 발생 불안감은 여성이 57.0%
로 남성의 44.5%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주거침입 강간이나 강간 미수 등 주거침
입 성범죄가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여성들의 주거 불안감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3) 그 결과, 여성들은 주거안전을 더 중시하며 이로 인하여 과도하게 주거비를 부
담하게 된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박미선ㆍ조윤지(2020)는 1인 여성 가구는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지출이 높아서 RIR(rent to income ratio)이 높다고 하였
다. 즉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처럼 남성가구의 RIR 15.3보다 여성가구의 RIR이 21.7로 훨
씬 높았으며 주거비 과부담 비율도 여성 1인 가구 39.0%로 남성가구 24.8%에 비하여 현저
히 높았다.

[그림 1] 1인 가구 연령대별ㆍ성별 RIR과 주거비 과부담 비율
자료: 박미선ㆍ조윤지, “연령대별ㆍ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국토정책 Brief｣,
749호, 국토연구원, 2020, p.6.

한편, 통계청의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약 313.5만원
인데, 여성은 약 208.7만원으로 남성 임금의 66.6% 정도에 불과하다(KOSIS 국가통계포털,
2019.7.25. 인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8년 15∽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금 하
고 있는 일을 통한 월평균 소득’을 조사 한 결과도 남성은 263.1만원, 여성은 214.7만원이다
(KOSIS 국가통계포털, 2019.7.25. 인출). 청년계층은 미취업 경우가 많기에 정규적인 임금
을 수령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아르바이트 등 월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성
3) 세계일보(2019.7.15), ‘주거환경 취약: 성범죄 위협받는 여성들’, “...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등 소득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주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을 따져
마련한 집은 반지하 등으로 안전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성들은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늘 불안하다...(중략)...혼자 사는 여성들은 창문, 베란다 등을 통한 외부침입이 우려되는
데도 설치비용 부담, 집주인과의 문제 등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 거주지에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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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이 남성소득의 81.6%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1인 가구 여성들은 평균
적으로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1인 남성가구 보다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주거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출산 및 양육 지원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를 공급대상으로 특정하여 청년들이 주거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포
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신혼부부의 인정 기간도 결혼 5년
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도 포함하며 6세 이하 한 부모 가족을 추
가하는 등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8.12.24.).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미혼모(부)들과 입양으로 형성된 가족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건축위원회
(2009)의 뉴하우징 운동은 가족유형의 다양화 및 1~2인 가구 증가를 미래주거문화의 주된
변화로 보고, 공공주택정책이 종래 가족과 다른 다양한 가족형태도 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
다고 주장 한 바 있다(장미현 외, 2010 재인용).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들이 입양
대신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오은정‧김혜영, 2018).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적 지지가 낮고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큰 미혼모들에게 자립적인 경제활동과 육
아가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성평등을 고려한 주민편의시설 공급
단위세대 공간이 협소한 경우 커뮤니티시설은 입주민들에게 여가활동, 편익시설, 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에 우선하여 성평등적으로 거주자들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
는 시설이 제공되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 행복주택단지의 커뮤니티시설은 성평
등적으로 활용되고 운영되지도 못하여 공간이 낭비되거나, 제공된 시설도 적절히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이윤재ㆍ박소윤, 2018).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
나 학생이 많은 행복주택에서는 육아 지원 커뮤니티시설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상대적으
로 입주가 적은 노인들은 그나마 기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경로당과 카페 라운지
는 공실로 남겨지기도 한다. 도서관은 별도 운영자가 없이 관리사무소가 청소 등 간단한 관리
만 이루어지고 초기에 도서를 구입 후 계속하여 유입시키지 않기에 입주민의 이용이 드물기
도 하다(이윤재ㆍ박소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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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및 정책수혜자 FGI 분석
여기에서는 행복주택사업 시행(공급)자로써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집단(5명)과 행복주
택 수혜자(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심층면접(FGI)을 통해 성형평성 측면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FGI는 2019년 7월 30, 8월 9일, 8월 14일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1) 행복주택 수혜자 FGI 결과
(1) 주거안정과 결혼
수혜자들은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결혼 후 다른 집을 찾지 않고 입주까지 기다리거나, 결
혼을 앞당겼으며 입주 후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행복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
과 결혼장려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신혼부부 유형으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하고 입주랑 시간이 안 맞아서 그전까지는 각자 살았어
요. 그러고 나서 입주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수혜자)

(2) 양육환경과 주거면적
행복주택은 육아에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만족도 및 의견이 달랐다. 자녀가 어린 경우, 어린이집의 부족과 입주시기의 차이로 인한 순
번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다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규모가 너무 작
아 불편하다고 하였다. 이에 도입 초기 세대 당 주택규모를 45㎡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2018
년 개정하여 59㎡까지 공급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임이 확인되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이사 오니까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들 키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 내 도서
박물관도 너무 좋다고 애가 그러더라고요.”(수혜자)
“제가 49형인데 작아요. 아기방을 따로 줄 수 없어서. 그래도 일단 확장이 되어 있어서. 공간에 대한 불편함은
없어요. 일단 방이 아이가 있으면 3개는 있어야 할 것 같고 59형이 있기는 한데 20세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경쟁률이 워낙 심해서 넣어보지도 못했어요(중략). 일반 입주자들이 다 어린이집도 먼저 선점을 하니까 나중에
행복주택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분산해서 한다고 오픈 시기를 나누어서 하기는
했는데 워낙 초반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 버리니까. 유예해서 순번을 받아야 하죠. 단지가 크다 보니까 보통 사설
이라도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설을 보내려면 너무 멀어요. 아파트 단지가 워낙 커서. 일단 입주 시기가
다른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입주 시기가 다르니까 어린이집에 순번이 밀려요.
국공립어린이집 부족문제는 다 같은 문제이나, 최소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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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과 보안의 문제
수혜자들은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특히 1인 여성가구와 이
혼 후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에 온다고 했을 때 한 부모라는 게 걸렸어요.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부모 가정이라는 것을
오픈하기는 싫었는데 오게 됐어요. 복도식이고 문만 따면 들어올 수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희 현관에
신발을 엄청 깔아 놨어요.”(수혜자)
“요즘에 사생활 보호한다고 복도에는 CCTV 설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행복주택은 젊은 층들인 1인 가구가
많고 신혼부부도 남편 출근하면 아이랑 둘이 쓰니까 안전에 대해서 일반 아파트보다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
요.”(수혜자)

(4) 입주자 자격기준
수혜자들은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 자격기준이 본
인 소득 중심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 오히려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이익을 받는 경우
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대학생 전형이 있잖아요. 대학생 전형 중에서도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소득 없는 대학생도 금액이 낮지는 않잖아
요. 조금 싸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을 유형을 낸다는 것, 금수저를 위한
혜택 같기도 하고. 불합리한 것 같아요.”(수혜자)
“소득 신고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터치할 수는 없지만, 대학생 유형에서 소득이 있음, 없음으
로 나누어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수혜자)

2) 행복주택 공급자(시행자) FGI 결과
(1) 주거의 성별영향 차이를 고려한 지자체
LH는 행복주택 주요 시행자로 정부의 공급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전국에 걸쳐 사업 대상
지 발굴과 공급에 중점을 둔 결과, 청년수요가 부족한 대도시 외곽지역에 행복주택을 공급하
거나, 지역과 입주자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공실이 발생한 단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지자체들은 LH의 대상지 발굴 등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역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의식하여 행복주택 공급을 반대하기도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갖춘 지역특화형 행복주택을 보급하
고 있다. 충남의 경우, 입주 후 출산에 따라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감면하여 2자녀 출산 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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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미혼모(부)까지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여 혼인 또는 계획이 있는 부
부와 그의 자녀만을 고려한 국토부 행복주택보다 상당히 진척된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출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이자를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신혼부부가 정책 수혜대상으로 90%예요. 예비신혼부부부터 신혼부부까지만 대상으로 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했어요. 형평성 논리도 고민됐지만, ‘저출산은 재앙이다 해결해야 한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기에 이
것을 해결하자.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것이에요.”(담당 공무원)
“LH 기본은 35만원인데 충남형은 기본 15만원으로 임대료가 더 저렴한 것인데, 그것도 입주해서 출산을 하면
더 줄여준다는 것이에요. 2자녀 이상 출산하면 임대료가 100% 지원돼요. 더구나 우리는 예비부부, 한 부모뿐만
아니라, 아가만 있어도 대상자예요. 우린 거기까지도 포함시켰어요. 임대료 절감은 아기만 출산하면 다 포함시
켜요. 복지부랑 성인지예산 다 고려해서 미리 반영했어요.”(담당공무원)
“경기행복주택은 기존 행복주택과 3가지가 달라요. 첫째, 아이를 낳을수록 임대료 이자를 차등적으로 지원해
요..그리고 공간도 더 넓혔어요. 사람들이 투룸형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투룸형 면적과 공급비율을 확대
했어요. 마지막 셋째는 지역을 고려해서 맞춤형 공공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려고 했죠.”(담당공무원)

(2) 지자체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지자체 중에서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서 이미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국토부가 행복주택의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과는 확실히 비교되는 움직임이었다.
“우리는 이미 행복주택의 성인지예산제도를 하고 있어요. 2019년도 성인지예산이 163억원 정도 돼요. 작년보
다 많이 증가했어요.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성별 수혜대상도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별영향평
가도 해요. 아직 경기행복주택 입주자가 487명밖에 안되서 숫자를 공개하기 좀 그렇지만, 관련 데이터를 모으
면서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담당 공무원)
“우리는 성인지예산을 안 하면 예산을 안 세워줘요. 그래서 이미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더 행복한 주택은 내부
적으로 지사님의 방침이기에 예산을 당연히 세워주겠지만, 이거 안하면 의회에서 난리가 나요.”(담당공무원)

Ⅳ. 행복주택사업의 성인지적 개선 과제
1. 입주자 성별분리 통계 구축
앞서 국토부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인력양성과 교육사업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국토부가 ‘성인지’, ‘성평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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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태에서 부처 사업을 시행하며, 특히 도시와 주거공간에서 존재하는 성불평등을 깨닫지
못하고(Fainstein, 2005), 관련 정책이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
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신혼부부를 제외한 행복주택 입주자
들의 성별 비율의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경기도와 충남 등의 지자
체들은 행복주택 입주자들의 성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성별영향분석평
가제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가 추후 행복주택사업의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려며 무엇보다 수혜자들의 성별을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야 할 것이다. 만약 행복주택 입주자들의 성별격차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
하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나아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2. 성별을 고려한 입주자 선정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로 인하
여 과도한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박미선ㆍ조윤지, 2020). 임세정ㆍ권
오정(2015)에 의하면 여대생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은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피하기 위함이
다. 이처럼 나이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주거비 부담과 주거취약 상황이 다르므로 성별 차
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처럼 청년이라는 특정 연령층을 목표로 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는 소득과 자산 외에 성별이 추가하여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출산장려와 육아지원에 대한 배려
손문금 외(2013)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낮은 임금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동시
에 육아 및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기에 주거 문제에서 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를 공급대상으로 특정하여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수혜자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아직 미혼모(부)들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미혼모들이 입양을 보내는 대신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에(오은정ㆍ김혜영, 2018), 미혼모(부)들이 자립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과 같은 적절한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혼모(부)들의 주거지원은
‘60년째 아기를 수출하는 저출산 국가’4)라는 상황을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4) 연합뉴스(2017.2.12) “60년째 아동 수출국 한국...아동보호 법ㆍ제도 미비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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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키우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아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한 부모의 경우 6세 이하
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신혼부부로 입주 자격이 주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
는 상당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의 나이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이들
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에 놓여있을 때 부모는 경제활동도 수월하게 영위할 수 있
는데, 한 부모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육아분담을 나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기에 주거지원이 더 절실할 것이다. 실제로 FGI를 통해서 이혼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
학한 수혜자는 행복주택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가장 큰
만족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하지만, 청약 당시 자녀가 7세여서 신혼부부 자격이 되지 않아서
청년계층으로 신청하였기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이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자신은 6년만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한 부모에게 자녀 연령
기준을 확대하고 거주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법령(지침) 개선사항
행복주택의 성형평성을 지향하기 위한 제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령(지침)
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자산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기에 안전 이슈에 대한 성별 차이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들의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득 및 자산 외에 성별 차이
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가 수월할 수 있도록 미
혼모(부) 및 입양가족에게도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며, 한부모가정의 6세 이
하로 제한한 자녀 나이를 초등학교 자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행복주택
입주 후 출산하였을 경우 임대료 보조 또는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도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출산 가정에 더 낮
은 계수5)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출산 시 임대료를 지원한 것
처럼 중앙정부에서 지원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은 주민편의시설
이용대상을 지역주민까지 확장하였으나, 거주자는 물론 주민들에게 그다지 유용하게 사용되
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편의시설과 공간은 특정 용도로 지정하기보다는 입

5)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임대시세 결정에 있어 공급대상에 따라 다른 계수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는 0.8, 대학생은
0.68의 계수가 적용되는데, 그 의미는 신혼부부는 주변 임대시세 대비 80% 공급으로 주거비 20%를
대학생은 주변 임대시세 대비 68% 공급으로 주거비 32%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주거급여수급
자의 계수가 가장 낮은 0.6이며 가장 높은 계수 0.8의 적용은 신혼부부와 산업단지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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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에 따라 성평등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
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단지 내 상가들이 공실인 경우가 종
종 있는데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자체에서 임대료 수준을 임의대로 낮춰 상가
활성화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상가가 공실이 되면 외관적으로 흉물스럽고 여
성과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장소가 되므로 지자체에서 시장 상황에 맞추어 임대할 수 있
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사용료가 조정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표 4>는 이상의 개선안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성형평성을 위한 행복주택의 법령 개선안
구분

분석 내용 및 문제점

개선과제

1

∙ 현재 입주 자격과 기준은 무주택자와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과 자산 수준으로 규정되어
1인 여성단독가구와 한 부모, 미혼모 가구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5]를 개정하여 입주
자격 기준 규정 시 소득 및 자산수준 외 여성 단독 가구
와 한 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함

2

∙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
당 공급계층의 임대료 지원이 필요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5]를 개정하여 한 부
모가족자녀의 연령 제한을 6세 이하에서 10세 이하로
연장함
∙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출산가구에게 더 낮은 공급계수를 적
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자녀의 수에 따라 공급계수를
낮추어 임대료 지원을 함

3

∙ 주민편의시설이 성평등적으로 활용되고
운영되지 못하여 효율성과 안전의 문제가 발
생함
∙ 상가 임대료를 임의대로 낮춰 임대할 수 없
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어 주민편의 및 외
관상 부정적 영향을 주고 안전문제가 발생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자치단체 공유
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편의시설과 공간을 지역 커
뮤니티 케어공간으로써 성평등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하여 공실 문제를 적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주택사업이 성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하여 추후 해당 사업에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2020)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행복주택사업 세부 내용을
분석하여 젠더 이슈를 발굴하고 성형평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성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인 여성가구들의 주거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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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행복주택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에 안전이
라는 젠더 이슈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신혼부부 계층에 미혼모(부)가 배제되
고 한 부모의 입주자격은 자녀 나이 6세 이하로 규정되어 이들의 자립적 경제활동과 자녀 돌
봄 지원이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은 단위세대가 협소하기에 주민편의시설의 성평
등적 활용이 매우 중요하지만, 거주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공간이 비효율
적으로 운영되거나 낭비되고 있었다.
이상의 성형평성 측면에서 행복주택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성별분리통계 데이터를 구축하여 추후 성
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은 소득과 자산 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여성 가구의 안전 체감도
의 차이를 고려하여 성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혜계층에 미혼모(부)를 추가하고
자녀의 연령 제한을 확대하여 육아 및 자녀 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개선
안이 효과적으로 실현 되도록 법령(지침)의 개선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
행규칙」을 개정하여 입주자격 기준에 성별을 고려하고「행복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
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자녀 수에 따라 더 낮은 공급계수를 적용하여 임대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 또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
정하여 주민편의시설이 입주자와 지역주민을 위하여 유연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국토부가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성인
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성형평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은 이미
중앙정부에 앞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조속히 행복주택사업에 해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행복주택사업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한 점은 의의가
있으나, 한계점이 있다. 우선, 해당 부처의 비협조와 축적된 데이터의 부재로 행복주택 관련
정책자료의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다. 둘째, 행복주택 수혜자의 성별을 구분조차
하지 않아, 남녀 비율의 비교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되
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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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sought to unveil the relationship among location, policy and residential property prices by
utilizing investor sentiment. The real estate investor sentiment index was derived using the methodology
used by Baker and Wugler(2006) and Kim and Park(2017), and the derived real estate investor sentiment
was analyzed by utilizing macroeconomic variables selected by Baker and Wugler(2006) and Kim and
Byun(2010). CD rate, GDP growth rate and population by region were selected as control variable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panel regression analys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or sentiment and residential
real estate yields when location levels are high and policies are implemented is shown to be negative.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or sentiment and residential real estate yields in areas with high
location levels has been shown to be negative. Third, when the policy was implemented, investor
sentiment and its relationship with residential real estate returns seemed to indicate a negative
relationship.
This study provides a new interpretation and additional perspectives on existing research and market
mechanisms by showing that location and policy impact on residential real estate yields may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investor sentiment.
Empirical evidences found in behavioral finance has proven to be valid in the real estate marke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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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입지, 정책과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의 관계를 투자자 심리를 활용해 풀어내고
자 했다. 부동산투자심리지수는 Baker and Wugler(2006), 김동환⋅박동규(2017) 등에서
활용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부동산투자심리가 거시경제상황에 영향을 받
을 수 있으므로 Kim and Byun(2010) 등에서 선정한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하여 직교화된 부
동산투자심리지수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CD금리, GDP 성장률, 지역별 인구
를 선정하고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 수준이 높고 정책이 시행된 경우 투자자 심리와 주거
용 부동산 수익률의 관계는 음의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지 수준이 높은 지
역에서 투자자 심리와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의 관계는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정책이 시행된 경우 투자자 심리와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과의 관계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
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는 투자심리 수준에 따라 입지와 정책이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기존 연구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 새로운 해석 및 추가적
인 시각을 제공한다. 즉, 부동산시장에서도 행동재무학에서 개발된 이론이 유효하게 적용됨이
입증된 것이다.
주제어 : 투자자 심리, 행동재무학, 주거용 부동산, 패널 회귀분석

Ⅰ. 서 론
투자자 심리에 관한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2013년
행동재무 분야에서 Robert Shiller와 2017년 행동경제 분야에서 Richard Thaler가 노벨경
제학상을 받으면서 학계와 실무를 막론하고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관련연구 역시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
학계에서의 투자자 심리에 관한 연구는 주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높은(긍정)
투자자 심리가 미래의 낮은 자산 수익률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 둘째, 특정 자산군의 미
래 수익률과 가격변동이 다른 자산군보다 투자자 심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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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연구의 대표격으로 Baker and Wurgler(2006)1)의 연구들 들 수 있다. 그들은 주
식을 차익거래가 어려운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 가치평가가 어렵거나 그렇지 않은 주식으
로 구분하여, 이렇게 구분된 주식과 투자심리 사이에 민감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투자자
심리와 주식시장 간의 관계를 풀어냈다.
금융 시장에서 상승기와 하락기는 행동 재무학이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가설을 따른다면, 투자자들이 이용 가능한 정보
는 주가에 즉각 반영되고 투자자들의 예측에 영향을 준 정보로 인한 가격변화는 발생하지 않
는다. 즉, 현재 가격은 모든 정보가 반영된 적절한 펀더멘털이므로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차익거래 등을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노
이즈 트레이더 또는 비합리적 투자자로 인해 주식가격은 펀더멘털을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펀더멘털에서 이탈하는 상황은 투자자 심리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괴리는 현실에서
제한된 차익거래 기회와 가치평가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상기한 현상에 기반하여, 미래 수익률 및 시장 버블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자 심
리를 활용하는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부동산시장과 비교하여 자료가 풍부
하고 거래 빈도가 높은 주식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9월 현재 국내 주식 시가총액은 약 2,000조원 수준인데 국내 주택 시가총
액은 약 5,000조원에 달해 주택 후자가 전자 보다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2018년 말 기준
국내 가계의 순자산 중 부동산은 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2016년 말 기준
주식 및 펀드가 32%, 부동산 30%, 연금 23%로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작지 않다. 또
한,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주식, 채권 등의 전통자산보다는 부동
산 등의 대체투자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은 중요한 자산군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총 5,178만 9,861명 인
구 중에 972만 9,107명의 인구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총 1,997만
9,188만 가구 중 383만 9,766가구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020년 4월 기준 644조 3,930억원이며 GDP 1,848조 9,585억원(2019년 실질 GDP 기준)
의 34.85%에 달한다([그림 1] 참조).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가격지수는 지난
20년간 최고치(2020년 2월)와 최저치(1998년 11월)의 차이가 약 4배에 달하며 변동성이 극
심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주춤했던 부동산가격은 2019년 말 현재
까지 지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2]의 PIR2)을 살펴보면 14.5 수준으로 역사
1) Baker, Malcolm, and Jeffrey Wurgler, “Investor sentiment and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 「The Journal of Finance」, vol.61(4), 2006, pp.1645~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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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KB국민은행

[그림 1]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그림 2] 서울아파트 PIR 추이

선행연구들은 주거용 부동산가격이 대출금 증가율,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
화량, 금리, 소득 수준, 인구 증가 등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었다(Case and
Shiller, 19903); Quigley, 19994); 김진⋅민규식⋅김행종, 20075); 조태진⋅임덕호, 200
96); 김재윤, 20147); 조철우, 20168); 김응수, 20179)). 펀더멘털에 기초한 합리적 가격과 실
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차이가 상기
한 요인들에 의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Chan, Lee and Woo, 200110); Wong, Hui,
Seabrooke and Raftery, 200511)).
2) PIR(Pirce to Income Ratio) = 주택가격/가구소득. 주택가격과 가구소득의 비율로 PIR이 14.5라는
의미는 가구가 14.5년 동안 소득을 저축해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냄. 현재 주택가격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주로 사용함.
3) Case, K., and Shiller, R., “Forecasting Prices and Excess Returns in the Housing Market”,
「Journal of the American Real Estate and Urban Economics Association」, vol.18(3), 1990,
pp.253~273.
4) Quigley, J., “Real Estate Prices and Economic Cycles”, 「International Real Estate Review」,
vol.2(1), 1999, pp.1~20.
5) 김진⋅민규식⋅김행종, “거시경제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적학회지」, 제23권 제2호, 2007, pp.103~116.
6) 조태진⋅임덕호, “거시경제변수가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 제14권,
2009, pp.1~21.
7) 김재윤, “거시경제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8) 조철우, “거시경제 변수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환율, 이자율 및 통화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6.
9) 김응수, “소득 및 거시경제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7.
10) Chan, H., Lee, S., and Woo, K., “Detecting Rational Bubbles in the Residential Housing
Markets of Hong Kong”, 「Economic Modelling」, vol.18(1), 2001,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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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실제의 부동산 가격 변동에서 설명되지 않는 요소는 비합리적 투자자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다. 즉, 비합리적 투자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펀더멘털 가
치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 및 규제와 같은 구조적 변화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Cochrane, 199112)). 투자자
심리를 활용한 연구가 위의 가격 괴리를 설명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부동산가격 및 수익률
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해묵은 난제라 할 수 있는 부동
산 정책 수립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입지, 정책과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관계를 투자
자 심리를 활용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행동재무학적 접근법을 통해 국내 주거용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심리지수를 구축한다. 200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월별 자료
를 사용하였고 주거용 부동산을 입지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분석한다.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아주 짧은 기간에 사고 다시 팔 수 없으므로 종속변수와 투자심리의 분석기간을 24개
월 지연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주거용 부
동산시장에 있어서 맞춤형 투자자 심리지수를 새롭게 개발한다. 둘째, 투자자 심리가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한다. 셋째, 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입지, 정책 등의 기준
으로 구분하고 투자자 심리가 특정 부분에 영향을 더 미치는지 분석한다. 넷째, 투자자 심리
수준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이 부동산시장을 조절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정책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자료 및 변수를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부동산 투자자심리지수에 대해 기
술하며 제4장에서는 투자자 심리지수를 활용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한다.

11) Wong, J., Hui, E. C. M., Seabrooke, W., and Raftery, J., “A Study of the Hong Kong Property
Market: Housing Price Expectations”, 「Construction Management & Economics」, vol.23(7),
2005, pp.757~765.
12) Cochrane, J., “Volatility Tests and Efficient Market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27, 1991, pp.46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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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료 및 변수의 특성
1. 자료의 범위 및 정의
본 연구는 주거용 부동산의 미래 수익률과 이에 대한 투자자 심리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높은(낮은) 투자자 심리가 낮은(높은) 미래 수익률을 보일 것이라 기
대한다. 자료는 200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월별 국내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지역
별로 KB국민은행 ‘리브온’에서 수집했다. 특정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의 수익률은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로 산출하였다. 지역의 범위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인, 서울 25개 구, 경기 25개 시, 부산 15개 구, 대구 6개 구, 인천 8개 구, 광주 5개
구, 대전 5개 구, 울산 4개 구를 포함하며 패널자료 형식을 활용했다.
<표 1> 자료의 범위
지역

범위

서울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경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시응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오산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동두천시, 광주시, 화성시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례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강서구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2. 통제변수의 정의
투자자 심리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적절한 통제변수 설정
이 필요하다. 통제변수는 거시경제 변수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나눌 수 있는
데 <표 2>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표 2>에 나타나듯이, 연구의 시기에 따라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름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영
향변수로 사용된 GDP와 CD금리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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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격은 해당 지역의 고유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지역은 시와 구
로 구분되는데, 면적과 인구는 각 지역마다 다르며 이것이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지역의 인구 자료를 수집하여 규모효과를 통제하기로
한다.
<표 2> 국내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종속변수

아파트 매매가격

통제변수

출처

회사채 수익률

윤주현(2001)

실질 GDP 성장률, 금리

박철(2002)

금리

김진호, 송기욱, 남진(2007)

실질 GDP 성장률

박기정(2005)

금리, 주변 매매가격

박헌수, 안지아(2009)

거래량, 금리, 주택담보대출금액

이서현(2018)

통화량, 환율

조철우(2016)

환율, 실업률, 금리

김응수(2017)

주택담보대출금액, 산업생산지수, 통화량

조수희(2007)

동행경기종합지수

송태호, 조원진, 노승환(2018)

GDP 자료는 통계청 KOSIS에서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월별로 분석되지만, GDP는 연도
별로 제공되기 때문에 연간 GDP 성장률  /     을 해당 월에 매칭시켜 사용
하였다. CD금리는 DataGuide에서 월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익률 자료의 특성상 원자료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주민등록인구 수는 통계청 KOSIS에서 수집하였으며 각 지역의 주민
등록인구 수에 LOG를 취해 사용하였다. 주민등록인구 수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도
별 자료만 제공하지만,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월별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2003년 1월부
터 2010년 12월까지는 연도 자료를 1월부터 12월까지 각 월에 동일하게 분배하였다.

3. 입지요인의 정의
본 연구는 주거용 부동산시장과 투자자 심리와의 관계와 더불어 주거용 부동산시장과 입
지 및 투자자 심리와의 복합적인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연구자가
임의로 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하게 되면 표본선택편향(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와 분
석의 강건성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의미가 있는
요인을 정의하고 수치적 자료에 근거하여 입지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요인변수를 5분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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눠 지역을 구분하였다.
입지를 선택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2003년 1월
부터 2019년 12월까지 통계청 KOSIS에서 수집했다. 재정자립도는 FIN으로 표시하였으며
지자체의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용의 자립능력이 우수한 지역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역은 생산 가능한 인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이혜승⋅김의준, 2009)13). 또한, 지역의 지방세
소득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개발과 환경 면에서 유리하여 기업들이 많고 주민 소득수준
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14)

4. 정책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정부 정책이 주거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
자 심리와의 복합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IBK 투자증권, 우리은행에서 국내
부동산 관련 정책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분류체계를 [그림 3]에 기재하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요억제책, 자금억제책, 공급정책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것을 다시 청약, 전
매, 재건축, LTV, 세금, 임대, 공급, 입주 등 8가지로 세분하였다15).

13) 이혜승⋅김의준, “재정자립도 지역 내 및 지역 간 격차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정기학술대
회 발표논문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pp.1~7.
14) 본 연구에서는 입지요인에 대한 기준을 재정자립도로 설정하고 분석하였음. 그러나 입지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본 연구는 연구의 강건성 보강을 위해 인구요인, 교육요
인, 폐기물 요인 등 3가지 요인을 추가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재정자립도로 분석한 본 연구결과와
계수의 방향 및 유의미 정도가 동일하게 나타남. 인구요인은 지역 주민등록인구 수를 활용하였으며
높을수록 크기가 큰 지역을 의미함. 교육요인은 지역별 초등학교 학생 수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환경이 양호한 지역임을 의미함. 폐기물
요인으로는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을 주민등록인구 수로 나눈 통계량을 사용했음.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이 많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함.
15) 부동산정책은 규제 정책과 경기 활성화 등에 따라 상반되게 작동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부동산정책
중 규제에 대한 정책을 선별하여 더미 변수로 활용하였음. 경기 활성화는 더미를 0으로 처리하여 분석에
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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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책변수 카테고리
[그림 3]의 정책변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정책 자료를 더미 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3>
에는 본 연구가 포함시킨 주거용 부동산시장에 대한 주요 정부정책이 나열되어 있다16). 정책
이 발표된 달을 시점으로 t+6까지 1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한다17).
<표 3> 부동산시장 주요 정부 정책
날짜

정부 정책

날짜

정부 정책

2002년
9월 4일

1)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발표

2013년
4월 11일

1) 미분양/신축 외에 기존 주택도 양도세
5년간 면제
2)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2003년
5월 23일

1) 재건축 후분양제
2)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3) 투기과열지구 확대

2013년
7월 24일

1) 건설사 대상 모기지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003년
9월 5일

1)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도입
2) 재건축조합원 양도 금지

2013년
8월 28일

1) 취득세 영구인하
2) 연 1%대 초저리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지원

2014년
2월 26일

1)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2)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2014년
7월 24일

1)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LTV/DTI
70% 일괄적용)

2014년
9월 1일

1)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
2)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최장 40년 ->
30년)
3) 수도권 청약 1~2순위 통합, 기간
단축(2년 -> 1년)

2003년 1) 다주택 양도세 3주택, 세율 60% 강화
10월 29일 2) 종합부동산세 시행 발표(2005년 시행)
2005년
2월 17일

2005년
5월 4일

1)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2) 초고층 재건축 불허

1) 1가구 2주택 비거주 주택 양도세
실거래 과세
2) 보유세 강화

16) 지면상 주요정책만 기술하였음.
17) 본 연구의 강건성 보강을 위해 정책을 발표한 날부터 t+12까지 더미를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계수의
방향 및 유의미성은 동일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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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정부 정책

날짜

종부세 대상 6억 원 초과로 강화
재산세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분양가 상한제 중대형으로 확대
송파신도시 건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다주택자(2주택) 양도세 강화

2015년
1월 13일

1)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
2) 기업형 임대 뉴스테이 도입

2015년
4월 6일

1) 월세 대출 지원요건 완화

2015년
9월 2일

1) 뉴스테이 활성화,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2005년
8월 31일

1)
2)
3)
4)
5)
6)

2006년
3월 30일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2)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3) 고가주택 대출 요건 강화

2006년
1) LTV 규제강화
11월 15일

정부 정책

2008년
6월 11일

1) 지방 미분양 대책, LTV 70% 상향
2) 양도세 한시 면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2016년
4월 28일

1)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물량
17년까지 30만 가구

2008년
9월 19일

1) 보금자리주택발표. 수도권 100만 호,
지방 50만 호

2016년
8월 25일

1) LH 택지공급 조절, PF대출 심사 강화

2008년
11월 3일

1) 강남3구 제외, 투기과열/투기지역
해제

2017년
6월 19일

1) 조정대상지역 추가 선정
2) 조정 대상 지역 실효성 제고

2009년
2월 12일

1)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 활성화
세제지원
2) 미분양 양도세 한시 감면

2017년
8월 2일

1) 서울 전 지역, 경기도 과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 LTV, DTI 40%로 강화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5)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09년
8월 27일

1)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2) 위례신도시 2.2만 호 공급

2018년
8월 27일

1) 투기지역 추가 편입
1)
2)
3)
4)

2010년
4월 23일

1) 주택 미분양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2018년
9월 13일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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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및 범위 확대
주택담보대출 규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조정 및 대출 규제강화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및 호가 담합 등
임대차 및 매매시장관리
청약 시 무주택 요건 강화 및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등 분양시장 관리
수도권 내 공공택지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및
자금출처/세무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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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0년
8월 29일

정부 정책

1) 실수도 주택거래 활성화
2)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

날짜

정부 정책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2)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2019년
3) 보유 부담 강화
12월 16일 4) 양도세 제도 보완
5)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6) 청약 규제강화

자료 : IBK투자증권, 우리은행

부동산 공급정책은 바로 시행되기가 현실상 어렵고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한 공급의 비탄력성을 이유로 공급정책의 발표와 입주를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입주는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3년 1월부터 2019년 12월 구간에서 과거 1년 평
균 공급량보다 높으면 1, 적으면 0으로 더미 처리를 하였다. 국내 입주물량 자료는 우리은행
에서 제공받았다.

자료 : 우리은행

[그림 4] 국내 주거용 부동산 입주 가구 수

5. 기초통계량
본 연구는 연구기간 중의 투자자 심리,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 GDP 성장률, CD금리, 지
역별 인구수, 청약, 전매, 재건축, LTV, 세금, 임대, 입주, 지역별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변수
를 지역과 시간을 기준으로 패널자료 형식으로 구성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는 일반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변수, 더미 변수, 분위 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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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일반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투자자 심리,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 GDP 성장률, CD금리, 지역별 인구수가 있으며 일반적인 수익률 자료와 거시 및 미
시경제 자료가 포함된다. 둘째, 정부정책 자료를 정책별로 구분하여 더미 변수를 도출했는데,
이에는 청약, 전매, 재건축, LTV, 세금, 임대, 공급, 입주 변수가 포함된다. 셋째, 입지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지역별 입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고 활용하였는데, 지역별 재
정자립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1부터 5분위까지 월별기준으
로 나누고 1분위에 포함되는 지역이면 1, 아니면 0으로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4>
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이며 <표 5>는 기조통계량간의 상관관계이다.
<표 4> 기초통계량
Variable

Mean

Max

Median

Min

Stdev

0.0000

4.3922

0.0502

-3.8029

1.6265



0.2585

14.6430

0.0832

-5.0063

0.8606

GDP

0.3227

0.6417

0.2667

0.0667

0.1391

CD

0.2554

0.4983

0.2346

0.1117

0.1048

SIZE

5.5452

6.0804

5.5204

4.6231

5.3184

D(청약)

0.1471

1.0000

0.0000

0.0000

0.3542

D(전매)

0.1176

1.0000

0.0000

0.0000

0.3222

D(재건축)

0.1765

1.0000

0.0000

0.0000

0.3812

D(LTV)

0.1863

1.0000

0.0000

0.0000

0.3893

D(세금)

0.1716

1.0000

0.0000

0.0000

0.3770

D(임대)

0.2255

1.0000

0.0000

0.0000

0.4179

D(공급)

0.2451

1.0000

0.0000

0.0000

0.4302

D(입주)

0.3971

1.0000

0.0000

0.0000

0.4893

D(FIN1)

0.4986

1.0000

0.5000

0.0000

0.2918



⊤

<표 5> 기초통계량간의 상관관계
Variable

  ⊤ Return

  ⊤

1.00

Return

0.00

GDP

CD

SIZE

D
D
D
D
D
D
D
D
D
(청약) (전매) (재건축) (LTV) (세금) (임대) (공급) (입주) (FIN1)

1.00

GDP

-0.17 0.19

1.00

CD

-0.33 0.08

0.61

SIZE

0.04

1.00

0.00 -0.02 -0.0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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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 Return

GDP

CD

SIZE

D
D
D
D
D
D
D
D
D
(청약) (전매) (재건축) (LTV) (세금) (임대) (공급) (입주) (FIN1)

D(청약)

0.15

0.06

0.04 -0.30 0.02

1.00

D(전매)

0.04

0.05

0.09 -0.17 0.00

0.55

1.00

0.23

0.22 -0.03 0.04

0.34

1.00

0.04

0.05 -0.01 0.18

0.44

0.65

1.00

0.05 -0.13 -0.01 0.39

0.57

0.46

0.47

1.00

0.21

0.29

0.04

0.08

0.15

1.00

0.18

D(재건축) -0.16 0.08
D(LTV)

0.08

0.04

D(세금) -0.07 0.04
D(임대)

0.01 -0.04 -0.04 -0.14 0.01

D(공급) -0.09 0.07

0.08

0.11

0.06

0.13

0.24

0.35

0.32

1.00

D(입주) -0.49 0.06

0.33

0.49 -0.05 -0.11 0.03

0.42

0.17

0.14

0.05

0.25

1.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D(FIN1)

0.01 -0.01 0.00

0.00
0.32

0.01

0.00

1.00

Ⅲ. 부동산 투자자심리지수의 도출
1. 심리 대용변수의 선정 및 변수 설명
국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 심리지수는 저자들의 실무경험과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고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하여 도출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투자자 심리에 대한 대용변수를 선정하는 것이다. 주거용
부동산 투자자 심리에 대한 대용변수를 선정함에 있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아파트로
국한한다. 이는 일반 주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가격을 측정하기 어려워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해 가격형성이 잘되어 있어 분석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나 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본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표 6>에 나타나 있는 총 7가지의 심리 대용변수를 사용하였으
며 200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월별 자료에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사용된 심리 대
용변수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주택 수
주금액’, ‘주택 수주 건수’,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 ‘아파트 경매 매각률’, ‘미분양 아파트
수’, ‘건설 BSI 지수’ 등이며 주택 수주금액은 HOA, 주택 수주 건수는 NOA, 아파트 매수우
위지수 ABIdx,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 APR, 아파트 경매 매각률 AR, 미분양 아파트 수
Unsold, 건설 BSI 지수는 CBSI로 표시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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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내 부동산 투자자 심리지수의 대용변수
투자자 심리와 심리
대용변수 간의 관계 예측

출처

주택 수주금액 (HOA) 주택수주금액(t)-12개월주택수주금액(t-12)

(+)양의 방향으로 기대

통계청

주택 수주 건수 (NOA)

주택수주건수(t)-주택수주건수(t-12)

(+)양의 방향으로 기대

통계청

아파트 매수우위지수
(ABIdx)

아파트 매수우위지수

(+)양의 방향으로 기대

KB부동산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APR)

매각가격/감정가

(+)양의 방향으로 기대

대법원

아파트 경매
매각률(AR)

매각건수/경매건수

(+)양의 방향으로 기대

대법원

미분양 아파트 수
(Unsold)

미분양아파트수(t)-미분양아파트수(t-12)

(-)음의 방향으로 기대

국토교통부

건설 BSI 지수 (CBSI)

건설BSI지수(t)-건설BSI지수(t-12)

(+)양의 방향으로 기대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Variable

정의

<표 7>은 투자자 심리 대용변수의 기초통계량이다. 주택 수주금액(HOA), 주택 수주 건수
(NHO), 미분양 아파트 수(Unsold)의 평균값은 각각 223,164.29, 6.70, 568.55이지만, 중
앙값은 174,263.00, 5.00, 15.00이였으며, MAX는 6,216,993.00, 312.00, 64.70이고,
MIN은 –5,955,389.00, -231.00, -51,295.00으로 자료가 양의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
습을 보였으며 MIN, MAX간에는 높은 차이를 보였다. 주성분 분석에서는 이 자료들의 공통
된 요인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을 평균 0, 표준편차 1 수준으로 정규화하여 사용한다.
<표 7> 심리 대용변수의 기초통계량
Variable

Mean

Max

Median

Min

Stdev

HOA

223,164.29

6,216,993.00

174,263.00

-5,955,389.00

1,713,433.77

NHO

6.70

312.00

5.00

-231.00

46.55

ABIdx

-0.73

80.62

0.11

-77.40

23.36

APR

0.83

0.93

0.83

0.65

0.05

AR

0.38

0.53

0.39

0.13

0.06

Unsold

568.55

68,910.00

15.00

-51,295.00

24,654.30

CBSI

-0.78

64.70

-1.90

-51.80

20.25

18) 김동환⋅박동규, “투자자심리지수를 활용한 MBS 조기상환위험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
학회」, 제35권 제3호, 2017,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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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 심리지수 도출 과정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탐색적 자료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이나 예측 모델의 도구로 사용되며 자료 간의 주요 관계를 발견하는 데도 활용된다.
본 연구는 Baker and Wurgler(2006) 방법을 따라 <표 6>에서 선정된 투자심리에 대한 대
용변수를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첫 번째 주성분 분석결과(PC1)로 국내 주거용 부
동산에 대한 투자자 심리지수를 도출한다.
기본적으로 Baker and Wurlger(2006)의 방법론을 따르지만, 국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에 적합한 대용변수로 수정하여 시행한다. 투자자 심리지수로 선정된 대용변수는 주택 수주
금액, 주택 수주 건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 아파트 경매 매각률, 미
분양 아파트 수, 건설 BSI 지수 등 총 7개의 변수인데, 이들은 국내 주거용 부동산시장을 반
영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선정된 7가지 변수와 해당 변수에 대한 t, t-3, t-6, t-9, t-12 시차(lag) 변수 등 35개의
변수에 대해서 주성분 분석을 시행한다. 여기서 시차(lag)를 t-12까지 고려한 것은 부동산시
장은 주식시장과는 달리, 거래 금액과 세금 등의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외 거래로 진
행되기 때문에 거래가 빈번하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19) 이러한 비효율성으로 인해
주식시장처럼 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와 시장반응 간에 지연효과
가 발생하게 되므로 t-12 수준까지 시차를 고려하였다. 이후, 추정된 제1주성분(PC1) 값과
35개의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수를 각각 하나씩 선정한다. 즉, 각각의 변수에
서 제1주성분 값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시차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정된 변수를 다
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여기서 얻은 제1주성분을 국내 주거용 부동산 투자자 심리지수로
서 도출한다. 최종 도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19) 2020년 4월 기준 국내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3,300조 원(국내 주택 시가총액 약 5,000억 원)이며
2020년 누적 거래대금은 약 160조 수준이고,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1,600조 원이며 2020년
누적 거래대금은 약 1,400조 원 수준임(출처: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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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투자자 심리지수의 주성분 분석결과
Comp.

Eigenvalue

% of Variance

Cumulative %

1

2.6052

37.2165

37.2165

2

1.2057

17.2246

54.4411

3

0.9611

13.7305

68.1716

4

0.7677

10.9677

79.1393

5

0.5891

8.4161

87.5554

6

0.4727

6.7531

94.3085

7

0.3984

5.6915

100.0000

추정된 제1주성분 분석에 대한 계수는 식(3.1)에 나타나있는데, 고려된 샘플 분산의
37.22%를 설명하고 있으며, 고유값(Eigenvalue)은 2.6052 수준이다. 식(3.1)의 제1주성분
분석에 대한 계수 값으로는 주택 수주금액 0.286, 주택 수주 건수 0.283, 아파트 매수우위지
수 0.452, 아파트 매각가율 0.444, 아파트 매각률 0.483, 아파트 미분양 수 –0.286, 건설
BSI 지수 0.345이 산출되었다. 주택 수주금액, 주택 수주 건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 아파트
매각가율, 아파트 매각률, 건설 BSI 지수와 부동산 투자자 심리지수는 양의 관계를 맺고 있어
위의 변수들이 상승하면 부동산 투자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와 반
대로 아파트 미분양 수와 부동산 투자자 심리는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표 6>의 투자자 심리와 심리 대용변수 간의 관계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로 본 연
구가 생각하는 심리 대용변수를 유의하게 반영한 투자자 심리지수가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기한 제1주성분 분석결과는 경기 순환 및 각종 거시경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
능성이 있다. Baker and Wurgler(2006)과 Kim and Byun(2010)20)에서도 주성분 분석으
로 공통의 경기 순환 요소와 투자심리 요소를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순수한 부동산 투자심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 순환 변
동을 통제하기 위해 각 심리 대용변수와 경기 순환 대용변수의 회귀분석에서 산출된 잔차를
직교화된 심리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다시 주성분 분석을 시행한다. 경기 순환 대용변수로 통
계청에서 경기변동 국면의 측정에 활용하는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내구재 판매지수 증가율,
준내구재 판매지수 증가율, 비내구재 판매지수 증가율, 서비스 생산지수 증가율, 경기 동행종
합지수 증가율 등 6개의 대용변수를 활용한다(Kim and Byun, 2010).

20) Kim and Byun, “Effect of Investor Sentiment on Market Response to Stock Splits”,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vol.39, 2010, pp.687~719.

- 104 -

투자자심리가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   ⊤   ⊤

 ⊤   ⊤   ⊤

 ⊤ 

(3.2)

<표 9> 직교화된 투자자 심리지수의 주성분 분석결과
Comp.

Eigenvalue

% of Variance

Cumulative %

1

2.6452

37.7894

37.7894

2

1.2117

17.3106

55.1000

3

0.9433

13.4763

68.5764

4

0.7879

11.2564

79.8328

5

0.5735

8.1942

88.0270

6

0.4428

6.3263

94.3534

7

0.3952

5.6465

100.0000

직교화된 심리 대용변수로 추정된 제1주성분에 계수는 식(3.2)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샘
플 분산의 37.79%를 설명하고 있다. 고유값(Eigenvalue)은 2.6452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
(3.1)과 식(3.2)를 비교하여 볼 때, 직교화하지 않은 변수로 추정한 투자자 심리
(  )와 직교화된 변수로 추정한 투자자 심리(  ⊤ ) 간에 계수 상의 차이
는 있었지만, 방향성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는  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투자자 심리와 대용변수간의 상관관계 비교21)
Variable



 ⊤















Panel A: 원본 자료
  

0.46 

0.45 

1.00

  

0.46 

0.44 

0.05

1.00

  

0.73 

0.71 

0.27 

0.21 

1.00

  

0.72 

0.69 

0.22 

0.23 

0.53 

1.00

  

0.78 

0.78 

0.16 

0.27 

0.51 

0.57 

1.00

  

-0.46 

-0.44 

-0.21 

-0.12 

-0.13 

-0.11

-0.26 

1.00

  

0.56 

0.56 

0.25 

0.24 

0.23 

0.14 

0.29 

-0.40 

21)  는 1%,  는 5%,  는 10% 수준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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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















Panel B: 거시경제 요인을 통제한 직교화 자료
⊤ 

0.46 

0.47 

1.00

⊤ 

0.44





0.07

1.00

⊤ 

0.72 

0.74 

0.25 

0.21 

1.00

⊤ 

0.70 

0.73 

0.23 

0.20 

0.55 

1.00

⊤ 

0.78 

0.80 

0.20 

0.26 

0.55 

0.56 

1.00

⊤ 

-0.45 

-0.45 

-0.19 

-0.12 

-0.10

-0.11

-0.28 

1.00

⊤ 

0.56 

0.56 

0.24 

0.26 

0.21 

0.16 

0.31 

-0.40 

0.45

[그림 5] Sentiment

1.00

[그림 6] Orthogonal Sentiment

Ⅳ. 실증분석과 결과 해석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주거용 부동산시장과 1) 투자자 심리와의 관계, 2) 입지와의
관계, 3) 정부정책과의 관계 등 3가지 요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주거용 부동산은 중개비,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거래금액이 크
다. 시점에 따라 실거주 조건 등은 다르지만,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혜택 등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는 거래 후 2년 미만에 매매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하락하
게 되므로 최소 2년은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세 역시 2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상기한 이유로 부동산시장은 주식 및 채권시장과 비교하여 거래가 비탄력적
인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투자자 심리에 lag 24를 취한 ⊤  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입지는 재정자립도를 토대로 분석했다.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
들의 소득 수준과 기업들의 규모 및 이익이 상대적으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해당 지
역이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며 직관적으로 입지 수준을 나타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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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전술한 [그림 3]을 기준으로 청약, 전매, 재건축, LTV, 세금, 임대, 공급으로 구분
하고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입주는 국내 아파트 입주량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금까지의 기술을 토대로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   )과 투자자 심리, 입지, 정책
등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은 식(4.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지역재정         × 지역 
 정책         × 정책 
   

(4.1)

 ⊤   는 직교화된 투자자 심리지수를 나타내며  ⊤    이면

1, ⊤    이면 0인 더미 변수이다. 지역  는 입지요인을 가리키며 여기에
서   재정 는 재정요인 5분위 중 1분위를 나타낸다. 1분위란 상위 0%에서 20%에 포함되
는 지역이며 1분위면 0, 아니면 0인 더미 변수이다. 정책  은 정책에 대한 더미 변수이다.
여기에서  는 청약, 전매, 재건축, LTV, 세금, 임대, 공급, 입주 등의 정책 더미 변수이며 정
책 시행 후 t+6 시점까지 효과를 분석하였다.   는  지역, 시점의 월별 수익률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을 나타낸다.

투자자 심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표 11>과 같이 F-Test를 진행한다. 투자자 심리가 존재하
는 경우는 <표 11> A. Sentiment=1로 나타낼 수 있고 투자자 심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표 11> B. Sentiment=0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1> Sentiment=1에서 Sentiment=0의
차이를 F-Test 함으로써 투자자 심리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의 변화를 분석한다.
<표 11> 요인 분석에 대한 F-Test
A. Sentiment=1

입지=1

입지 = 0

정책 =1
정책 = 0

        

    

    



B. Sentiment=0

입지=1

입지 = 0

정책 =1
정책 = 0

  





0

C. SENT=1 – SENT=0

입지=1

입지=0

정책 =1
정책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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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식(4.1) 및 <표 11>에 대한 회귀분석과 F-Test의 결과이며 j를 정책별로 구분
하여 분석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상관 및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해
Newey-West 방법론을 활용하여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교정했다.  는 1%,  는 5%,


는 10% 수준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표 12>   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및 F-Test
Panel A. 회귀분석 결과
수요통제
식(4.1)

자금통제

공급통제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j=청약
j=전매 j=재건축 j=LTV
j=세금
j=임대
j=공급
j=입주
et.

-0.16

-0.17

-0.19

-0.19

-0.20

-0.26

-0.15

-0.13

t

-9.49 

-10.41 

-10.69 

-10.49 

-11.20 

-13.86 

-9.05 

-8.34 

   ⊤
  

et.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  입지 재정  

t

-1.34

-1.34

-1.38

-1.37

-1.36

-1.35

-1.37

-1.41

   ⊤
  

et.

-0.97

-0.87

0.11

-0.02

0.08

0.39

-0.14

-0.61

t

-5.36 

-4.86 

2.33 

-0.36

1.44

11.64 

-2.86 

-6.95 

et.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t

0.16

0.17

0.16

0.18

0.16

0.16

0.15

0.12

et.

0.96

0.97

0.05

0.13

0.06

-0.32

0.11

0.64

t

5.31 

5.37 

1.25

2.58 

1.07

-9.86 

2.30 

7.19 

et.

1.13

1.09

1.08

1.13

1.07

0.96

1.19

1.08

t

10.12 

9.76 

9.74 

10.12 

9.69 

8.53 

11.08 

9.70 

et.

-0.39

-0.29

-0.43

-0.47

-0.34

-0.48

-0.56

-0.57

t

-2.75 

-2.12 

-2.98 

-3.09 

-2.51 

-3.61 

-4.49 

-4.54 

et.

-0.58

-0.58

-0.55

-0.57

-0.56

-0.58

-0.55

-0.52

t

-4.17 

-4.16 

-3.93 

-4.09 

-4.05 

-4.17 

-4.03 

-3.88 

⊤  

×  정책   

입지재 정  

정책 





 

Panel B. F-Test(    ), If Sentiment=1 – Sentiment=0
    

  

  



et

-1.20

-1.11

-0.15

-0.28

-0.19

0.06

-0.36

-0.81

F

42.77 

37.39 

6.10 

16.53 

8.40 

1.76

31.43 

66.43 

et

-0.23

-0.24

-0.26

-0.26

-0.27

-0.33

-0.22

-0.20

F

26.06 

29.19 

35.45 

32.84 

35.25 

53.30 

25.81 

23.20 

et

-1.13

-1.04

-0.08

-0.21

-0.12

0.13

-0.29

-0.74

F

39.62 

34.31 

3.98 

15.63 

5.82 

20.05 

41.07 

73.70 

et

-0.16

-0.17

-0.19

-0.19

-0.20

-0.26

-0.15

-0.13

F

90.09 

108.39 

114.28 

110.04 

125.44 

192.05 

81.93 

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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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Panel A. 회귀분석결과22) ⊤   를 살펴보면23), 모든 모델에서
투자자 심리는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과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투자자 심리가 높은 수준
에서 미래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은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투자심리가
높은 수준에서 부동산 매입가격이 높았고 이로 인해 미래 수익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입지( 입지재정  )는 모든 모델에서 부동산 수익률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정책
( 정책  )은 모델 재건축, 세금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임대정책을 제외하고 주거용 부동
산 수익률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즉, 규제 정책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상승 중
일 때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데, 현실에서는 정책 입안자의 의도와 다르게 효과가 없
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 심리가 높은 수준일 때 입지 및 정책의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교차항
(Interaction Term)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투자자 심리와 입지의 교차항( ⊤   ×
입지재정  )은 입지( 입지재정  )와 동일하게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자 심리와 정책의 교차항( ⊤   × 정책  )은 모델
청약, 전매, 공급, 입주에서 음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정책  와 비교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
였다. 이것은 투자자 심리수준에 따라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무분별한 정책 남발보다는 당시의 투자자
심리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차항
의 LTV와 세금 정책은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주거
용 부동산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규제하는 정책보다는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
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   )에 투자자 심리가 미치는 영향이 정책과 입지에 따라서 어
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 11>의 C. F-Test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는 <표 12>
Penal B. 와 같다. 입지 수준이 높고 정책이 시행된 경우의 투자자 심리와 주거용 부동산 수
익률과의 관계는         로 확인할 수 있다. 입지 수준이 높고 투자자 심리와 주거용 부
동산 수익률과의 관계는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정책이 시행된 경우 투자자 심리와 주거
용 부동산 수익률과의 관계는      로 확인할 수 있다.
22) Hausman Test에서 p-value는 0.02 수준으로 Fixed Effect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는 Fixed Effect로 분석하였음. 추가로 강건성 검증을 위해 Random Effect 분석을 한 결과,
계수 값과 t-value 값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과 및 유의수준은 차이가 나지 않았음.
23) 본 연구에서 ⊤   는 더미 변수로 분석하였음. 연구의 강건성을 위해 ⊤ 
원자료로 추가 분석결과 계수의 차이는 있었지만 계수의 방향성 및 유의미 정도는 동일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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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B.         를 살펴보면 임대정책을 제외하고 모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입지 수준이 높고 정책이 시행된 경우 투자자 심리와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의
관계는 음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와      역시 모두 음의 방향으로 유의
미함을 보였는데 입지 수준이 높거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각각 투자자 심리와 주거용 부동
산 수익률은 음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보다 구체적으로 계수를 살펴보면, 임대를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입지와 정책 중 정책이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이한 점으로 모델 임대의      는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과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
으로 임대공급 확대 시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이 상승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입지, 정책과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관계를 투자자 심리를 활용해 풀어내고자
했다. 부동산투자심리지수는 Baker and Wugler(2006), 김동환⋅박동규(2017) 등에서 활용
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부동산투자심리가 경기 순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Baker and Wurgler(2006), Kim and Byun(2010) 등에서 선정한 거시경제변수
를 활용하여 직교화된 부동산투자심리지수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CD금리,
GDP 성장률, 지역별 인구를 선정하고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 심리는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과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투자자 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미래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은 낮다는 것
을 나타내며, 투자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높이 상승하여 이로 인한 미래
수익률이 낮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심리와 주식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와 다르지 않다(Baker and Wurgler, 2006; Kim and Byun, 2010; 김동환⋅이광준, 201
424)). 둘째, 정책은 모델 재건축, 세금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임대정책을 제외하고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즉, 규제나 정책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일 때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데 그것의 대부분은 정책 입안자의 의도와 다르
게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투자자 심리와 정책의 교차항은 모델 청약, 전매, 공급,
24) 김동환⋅이광준, “투자자 심리지수를 이용한 전술적 자산배분에 대한 연구”, 「제 29회 매경 대학(원)생
경제논문대회」, 매일경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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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에서 음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정책변수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투자자 심리수
준에 따라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무분별한 정책의 남발 보다는 투자자 심리수준에 따라 의미 있는 정책을 선별적으로 시행해
야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보여준다. 교차항의 LTV와 세금 정책은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통제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규제하는 정책 보다는 수요억제 및 공급확대 정책이 효과적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추가로 본 연구는 투자자 심리의 복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표 11>과 같이 F-Test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입지 수준이 높고 정책이 시행된 경우
투자자 심리와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의 관계는 음의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지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투자자 심리와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의 관계는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이 시행된 경우 투자자 심리와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과의 관계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다. 입지 수준이 높은 지역이거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투
자자 심리가 상승하면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
는 입지 수준이 높은 지역은 투자 수요가 높고 가격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어 투자심리가 높을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시행의 경우에도 투자자 심리가
높을 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지역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특정 지역의 가격변동과
다른 지역의 가격변동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다(김의준
⋅김양수⋅신명수, 200025); 이용만⋅이상한, 200426)). 본 연구는 투자자 심리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풀고자 했다.
주거용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주
거용 부동산에서의 수요는 인구/가구의 수요, 소득의 수요, 멸실수요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
다. 여기에서 인구/가구의 수요와 소득의 수요는 정책적으로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지만, 멸실
수요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멸실수요를 통제한다는 것
은 넓은 의미에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며, 정부는 청약 조건 등의 기준을 상향시키거나, 전
매를 제한하거나,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등 수요 억제책을 빈번하게 사용해 왔다. LTV 및
DSR 기준 강화,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수요자의 자금조달을 억제하여 부
25) 김의준⋅김양수⋅신명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지역간 인과성 분석”, 「국토계획」, 제25권 제4호,
2000, pp.109~117.
26) 이용만⋅이상한,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가?”, 「국토계획」, 제39권
제1호, 2004,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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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려 했다.
수요억제책과 다른 관점에서 공급확대책을 생각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 공급은 임대공
급과 분양공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정책 입안자와 현업 종사자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분
야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LTV, DSR, 보유세, 양도소득세, 재건축 관련 규
제보다는 청약 정책을 개선하거나 실거주자들을 부동산 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전매 규
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임대공급을 확대하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분양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가 도출한 부동산 투자자 심리지수를 활용해 시
장의 심리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한다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투자자 심리지수를 대표적 실물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
는지, 그 효용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유용한 시사점들을 제공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투자자 심리와 지역별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과의 관계에 관해 초점을 맞추었지만, 부
동산 평형(규모)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투자자 심리와 정책, 부동산 평형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향후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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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derive factors of customer empathy which affects job satisfaction of real estate agent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empathy,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Also, the study is purposed to establish and verify a hypothetical model that explains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customer orientation. To achieve the objective, I have statistically analyzed
th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for 194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 cognitive empath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m, but emotional one
was not. In addition, job satisfaction was analyzed to have an effect on customer orientation.
Therefore, to improve job satisfaction of real estate agents, cognitive empathy needs to be enhanced.
With the increased cognitive empathy with customers, job satisfaction go up accordingly, which is
followed by customer orientation. To this end, real estate agents should strive to understand their
customers, think and act from the customers' point of view. Also, they need to endeavor to understand
the customers' behavior in their shoe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for real estate agents to offer
services through empathy with customers, share feelings, and conduct business with sincerity due to the
nature of the job. In addition, education on customer empathy through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KAR) seems to be necessary.
Keywords : Certified Real Estate Agent, Customer Empathy, Job Satisfaction, Customer Orientation.

* 정회원, 경인여자대학교 교수(주저자).
** 정회원,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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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공인중개사의 고객 공감과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함으
로써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 공감 요인을 도출하고,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
는 영향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
속공인중개사 194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공감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서적 공감은 유의
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은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공감을 제고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고객에 대한 인지적 공감이 향상될수록 공인중개사의 직무만족도는 높아지고,
공인중개사의 직무만족이 선행되어야 고객지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공
인중개사는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상황
을 파악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려
고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공감을 통한 서비
스를 생각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진정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
한, 공인중개사의 개별적인 공감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며,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한
고객 공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 공인중개사, 고객 공감,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Ⅰ. 서 론
부동산중개업은 중개의뢰인과의 접촉을 통해 중개를 의뢰받고,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등을 접촉하면서 서
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협의하여 계약체결에 이르게 하는 중간자 및 조정자 역할 하는 업무로
서 감정의 부조화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직업이다.1)
부동산시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2)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3)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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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 욕구 맞는 고객 중심의 중개서비스가 필
요하다 할 것이다.
서비스접점에서 종사원은 고객과 상호작용 시 많은 감정적인 요소를 느끼게 되며, 이때
고객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촉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4) 이러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 공감요인이다. 부동산중개업도 업무특성 상 공인중개사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
한 업종이다. 그리고 입지분석, 지역환경분석, 물건분석 등 전문성이 필요하고 신뢰와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고객관리가 중요
하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고객과의 공감을 통해 고객의 현재 상황과 욕구를 이해하고 의사결
정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고객과의 공감이 중개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고객과의 공감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직무에 대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공인중개사와 고객과의 관계를 연구한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고객만족
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5), 부동산 중개서비스 품질과 구매 후 행동의 관계 및 고객만족의
조절효과6), 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이 소비자행태에 미치는 영향7),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요인
이 서비스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서비스 만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8), 부동산중개서비스 만족요인 분석9), 부동산중개 서비스의 고객만족 결정요
1) 김화순ㆍ정재호, "공인중개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 「부동산학보」, 제57권, 한국
부동산학회, 2014, p.31.
2) 공인중개사 자격은 1985년 제1회 시험시행 이후 2019년 제30회 시험까지 450,035명의 공인중개사가
시험에 합격했으며, 2019년 12월말 기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자 중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06,482명으로 약 23.7%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3) 윤동건ㆍ오세준,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제16권 제2호, 한국주거
환경학회, 2018, p.12.
4) Park, E. K., Park, O. J., & Umasuthan, H., "Influence of luxury hotel guests' perceived empathy
on their emotional experience: Focused on guests who had expressed their dissatisfaction",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39 No.1, 2015, pp.113~131.
5) 박태영 외,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고객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제16집, 한국부동산경
영학회, 2017, pp.265~292.
6) 이무선ㆍ이도연, “부동산 중개서비스 품질과 구매 후 행동의 관계 및 고객만족의 조절효과”, 「주택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주택학회, 2016, pp.55~83.
7) 김영철ㆍ채현길, “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이 소비자행태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경영」, 제12권, 한국부동
산경영학회, 2015, pp.65~96.
8) 장성명 외,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요인이 서비스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서비스만족에 대한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제13권 제2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15,
pp.1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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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관한 연구10) 등이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고객과의 공감, 직무만족 등에 관한 연구
는 희박하다. 이에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공인중개사의 고객 공감이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함으
로써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 요인을 도출하고,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
향에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을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
사와 동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소속공인개사로 한정한다. 연구범위
는 공인중개사의 고객 공감 요인으로, 연구내용은 공인중개사의 고객 공감이 직무만족 및 고
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사ㆍ분석하
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한다. 실증적 연구방법으로는 서울특별시, 경기
도의 공인중개사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실시하며, 회수된 설문의 분석은 통계분석 프
로그램 SPSS 22.0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고객 공감
Baret-Lenard(1981)11)은 공감을 타인의 안녕과 관련된 정서적 경험을 대리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Davis(1980)12)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과 정서 경험을 대리적
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며 관점수용, 타인의 입장에서 보기, 공감적 염려, 개인적 고통도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 Dawson, Soper & Petijohn(1992)13)는 공감을 마케팅 관점에서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Giacobbe, Jackson, Crosby &
9) 채현길ㆍ이정민, “부동산중개서비스 만족요인 분석”, 「주거환경」, 제10권 제2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12, pp.211~226.
10) 곽수환ㆍ이상석, “부동산중개 서비스의 고객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39권. 2009,
pp.187~201.
11) Baret-Lenard, G. T., “The empathy cyc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8, 1981, pp.91~10.
12) Davis, M. 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10, 1980, p.85.
13) Dawson, L. E., Soper, B., & Petijohn, C. E., “The efects of empathy on salesperson
efectivenes”, Psychology & Marketing, Vol.9 No.4, 1992, pp.29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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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s(2006)14)는 판매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정의하였다.
공감(empathy)은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인지적
공감(cognitive empathy)은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 의도, 바람, 인
식 등과 같은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고(Blair, 2005)15), 정서적 공감
(emotional empathy)은 상대와 공유된 느낌으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Jolliffe & Farrington, 2006)16). 이러한 공감
(empathy)은 고객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처럼 공유하면서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
요한 의미가 있고(Kim & Kim, 2013)17),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할 수
있으며(Clark, Murfett, Rogers, & Ang, 2013)18),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요인
이 된다(Simon, 2013)19).
Hogan(1969)20)는 고객 공감 중 인지적 공감(Cognitve Empathy)을 개인의 지적 수준
에서 타인의 내적 상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능력이나, 타인의 입장이나 관점을 취해봄으로써
정확하게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려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Hakanson &
Montgomery(2003)21)는 인지적 공감을 통해 타인의 반응에 대한 예측력을 증대시킴으로서

14) Giacobe, R. W., Jackson Jr, D. W., Crosby, L. A., & Bridges, C. M., “A contingency aproach
to adaptive seling behavior and sales performance: Seling situations and salesperson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 Seling & Sales Management, Vol.26 No.2, 2006,
pp.15~142.
15) Blair, R. J. R., "Responding to the emotions of others: Dissociation forms of empathy
through the study of typical and psychiatric populat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Vol.14 No.4, 2005, pp.698~718.
16) Jolliffe, D., & Farrington, D. P.,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empathy scale",
Journal of Adolescenc, Vol.29, 2006, pp.589~611.
17) Kim, B., Kim, W. K., & Yun, Y. G., "The effect of interactivity commercial sports centers
on sports centers identification, perceived service quality, sports centers reputation, and
customer loyalty".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59, 2015, pp.311~323.
18) Clark, C. M., Murfett, U. M., Rogers, P. S., & Ang, S., "Is empathy effective for customer
service? Evidence from call center interactions", Journal of Business and Technical
Communicational, Vol.27 No.2, 2013, pp.123~153.
19) Simon, F., "The influence of empathy in complaint handing: Evidence of gratitudinal and
transactional routes to loyalty",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Vol.20, 2013,
pp.599~608.
20) Hogan, R., “Development of an empath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3 No.3, 1969, pp.307~316.
21) Hakanson, J., & Montgomery, H., “Empathy as an interpersonal phenomen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20 No.3, 2003, pp.26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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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에 있어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ofman(1984)22)는 정서적 공감(Emotional Empathy)을 타인이 경험한 감정을 대신하
여 경험하거나 공유하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개인이 직접 경험하진 않았으나 특정한 환경
에서 타인의 경험을 대리하여 경험하고 이에 대한 감정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23) 김상희(2004)24)는 정서적 공감을 고객이 경험했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며,
고객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이자 노력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고객 공감을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고객의 입장에
서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하위요인으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측정항목을 구성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직무만족
Tiffin & MaCormick(1974)25)는 직무만족을 직무에서 얻어지거나 경험되어지는 욕구만
족의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개인적인 것이므로 각 개인의 가치체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나
타낸다고 주장하였다. Locke(1976)26)는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을 개인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서 얻게 되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직장 내에서 개인이 가지게 되는 자신의 직
무경험에 대해 직장 내 평가에 따라 얻어지는 그 자신의 성취감과 그로 파생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상태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Weiss(2002)27)는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며, 일에 대한 정서적인 경험과 직무에 대
한 믿음이라고 직무만족을 설명하였고, Skaalvik & Skaalvik(2010)28)는 자신의 직무에 대
해서 갖게 되는 긍정적 정서의 양이라고 정의하였다.
22) Hofman, M. L., Interaction of afect and cogniton in empathy. In C. Izard, J. Kagan, &
R. Zajonc(Eds), Emotions, cogniton and behavior, 1984, pp.103~131.
23) 차재빈 외, "영업 사원의 고객 공감과 직무만족, 정서적 몰입,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 연구", 「고객만족경영
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2018, p.26.
24) 김상희, “서비스회복은 고객의 머리로 이루어지는가? 가슴으로 이루어지는가?: 공정성 vs 진정성의 상대
적 영향력 비교”, 「경영학연구」, 제43권, 한국경영학회, 2014, pp.1~39.
25) Tiffin, J., and MaCormick, E. J., Industrial Psychology, 6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74, pp.298~299.
26) Locke, E. A., The nature & causes of job satisfaction, in Dunnette, M. D.(Eds.), Handbook
of Industrial &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1976.
27) Weiss, H. M., "Introductory Comments: Antecedents of Emotional Experiences at Work",
Motivation and Emotion, Vol.26 No.1, 2002, pp.1~2.
28) Skaalvik, E. M. & Skaalvik, S., "Teacher Self-Efficacy and Teacher Burnout: A Study of
Relation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26 No.4, 2010, pp.1059~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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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남(2015)29)은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자체와 관련된 직무환경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나 태도로 기대욕구 충족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감의 정도로 정의했
으며, 송승규(2018)30)는 중요한 직무가치의 완성에 대해 인정하거나 그 직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인지로부터 출발하는 즐거운 감정으로 정의하였다.31)
이와 같이 직무만족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직무상
의 기쁨과 보람, 성취감, 행복감, 업무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3. 고객지향성
Narver & Slater(1990)32)는 고객지향성을 서비스 제공에 있어 목표고객을 충분히 이해
하고, 지속적으로 목표고객들에게 보다 우월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조직의 의
지라고 정의하였고, Hoffman & Ingram(1992)33)은 고객지향성을 고객이 가장 원하는 데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기업과 직원의 대고객 접근 자세로도 정의하였다.
Jaworski & Kohli(1993)34)는 고객 지향성(customer orientation)을 고객이 만족스러
운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는 것으로써 모든 가치를 고객에게 두고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서비스 제
공자의 고객 접근자세로 정의하였다.
Williams(1998)35)은 고객지향성을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창출하고, 고객의 욕구를 파
악하며,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Brown, Mowen, Donavan &
Licata(2002)36)는 고객지향성을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치의 특성과 고객만족의 결과로 이끌
29) 이영남, "민간경비원의 내부 마케팅구성 요인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pp.429~460.
30) 송승규, "호텔 사내교육의 만족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
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1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8, pp.463~472.
31) 강경수ㆍ정주호, “시설경비업무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만족, 직무만족, 고객지향성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8권 제3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19, p.8.
32) Narver, J. C., & Slater, S. F., “The efect of a market orientation on busines profitability”,
The Journal of marketing, 1990, pp.20~35.
33) Hoffman, K. D. & T. N. Ingram., "Service provider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orientated
performance", The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Vol.6 No.2, 1992, pp.68~78.
34) Jaworski, B. J., & Kohli, A. K., Market Orientati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Marketing, Vol.52(July), 1993, pp.53~70.
35) Williams, M. R., "The Influence of Salespersons' Customer Orientation on Buyer-Seller
Relationship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 Industrial Marketing, Vol.13 No.3, 1998,
pp.271~287.
36) Brown, T. J., Mowen, J. C., Donavan, D. T. & Licata, V. W., "The Customer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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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기 위한 기본이 되며, 고객의 시각에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합한 방향으로
충족시키려는 종사원의 자세와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최홍열 외2(2018)37)는 고객지향성이
높은 종사원은 고객의 욕구를 충실하게 반영해 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지향성은 고
객과의 관계구축과 유지를 통한 장기적 성공의 필수요소라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객지향성을 공인중개사가 고객을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우월한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세와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모집단과 표본
본 연구는 공인중개사의 고객 공감이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공인중개사의 고객 공감을 인지적공감과 정서적
공감 2개 요인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직무
만족 및 고객지향성은 선행연구와 현재 부동산중개업에 종사 중인 공인중개사의 경험 등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인지적 공감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정서적 공감

[그림 1] 연구모형

of Service Workers: Personality Trait Effects on Self and Supervisor Performance Rating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39 No.1, 2002, pp.110~119.
37) 최홍열 외, "카지노 종사원의 직무소진과 고객지향성 근접감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42권 제7호, 한국관광학회, 2018, pp.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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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수
본 연구는 Baret-Lenard(1981), Davis(1980), Dawson, Soper & Petijohn(1992),
Giacobbe, Jackson, Crosby & Bridges(2006), Blair(2005), Jolliffe & Farrington(
2006), Kim & Kim(2013), Clark, Murfett, Rogers, & Ang(2013), Simon(2013),
Hogan(1969), Hakanson & Montgomery(2003), Hofman(1984), 김상희(2004)의 연구
에서 고객 공감 요인을, Tiffin & MaCormick(1974), Locke(1976), Weiss(2002),
Skaalvik & Skaalvik(2010), 이영남(2015), 송승규(2018)의 연구에서 직무만족 요인을,
Narver & Slater(1990), Hoffman & Ingram (1992), Jaworski & Kohli(1993),
Williams(1998), Brown, Mowen, Donavan & Licata(2002), 최홍열 외2(2018)의 연구에
서 고객지향성 요인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지의
측정차원과 문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공인중개사의 인지적 공감은 고객이해, 상황파악, 생각행동, 행동이해 4개 항목, 정서적
공감은 마음이해, 상황이해, 감정공유, 상상업무 4개 항목을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
다”에 이르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직무만족은 기쁨보람, 성취감,
행복감, 만족감 4개 항목에 대한 문항을 제시하여 측정하였으며, 고객지향성은 고객희망, 고
객이익, 만족목표, 고객신뢰 4개항목을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에 이르는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표 1> 측정변수
항목(4)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측정변수(16)
고객이해
상황파악
생각행동
행동이해
마음이해
상황이해
감정공유
상상업무
기쁨보람
성취감
행복감
만족감
고객희망
고객이익
만족목표
고객신뢰

척도

문항수

리커트
5점 척도

4

″

4

″

4

Tiffin & MaCormick(1974), Locke(1976),
Weiss(2002), Skaalvik & Skaalvik(2010), 이영남
(2015), 송승규(2018)

4

Narver & Slater(1990), Hoffman & Ingram
(1992), Jaworski & Kohli(1993), Williams(1998),
Brown, Mowen, Donavan & Licata(2002), 최홍
열 외2(2018)

″

참고문헌
Baret-Lenard(1981), Davis(1980), Dawson,
Soper & Petijohn(1992), Giacobbe, Jackson,
Crosby & Bridges(2006), Blair(2005), Jolliffe &
Farrington( 2006), Kim & Kim(2013), Clark,
Murfett, Rogers, & Ang(2013), Simon(2013),
Hogan(1969), Hakanson & Montgomery(2003),
Hofman(1984), 김상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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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
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표본 2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많은 밀집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공인중개
사의 고객 공감 요인이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가
장 타당한 지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설문의 기초자료는 2020년 7월 6일 ∼ 10월 23일
까지 연구자에게 설문에 관하여 교육받은 조사자들이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
송하여 수집되었으며, 대상자는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를 통하여 설문에 응하였고, 응답자에 의해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
을 이용하였다.

2)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은 공인중개사의 성별, 연령, 중개사무소 근무형태, 부동산중개업 경력이며,
통계량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56.7%)이 여성(43.3)보다 조금 더 많았다. 연령은
50대(35.1)와 40대(27.8%)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24.7%), 30대 이하(11.3%), 70대
이상(1.0%) 순이다. 중개사무소 근무형태는 개업공인중개사(72.2%)가 소속공인중개사
(27.8%) 보다 많았다. 부동산중개업 경력은 1년 이상 ~ 5년 미만(35.1%)이 가장 많고 다음
으로 1년 미만(30.9%), 5년 이상 ~ 10년 미만(17.5%), 10년 이상 ~ 15년 미만(9.3%), 15년
이상 ~ 20년 미만(6.2%), 20년 이상(1.0%)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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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통계량
항목
성별

연령

중개사무소
근무형태

부동산중개업
경력

구분

빈도(N)

비율(%)

남자

110

56.7

여자

84

43.3

계

194

100

30대 이하

22

11.3

40대

54

27.8

50대

68

35.1

60대

48

24.7

70대 이상

2

1.0

계

194

100

개업공인중개사

140

72.2

소속공인중개사

54

27.8

계

194

100

1년 미만

60

30.9

1년 이상 ~ 5년 미만

68

35.1

5년 이상 ~ 10년 미만

34

17.5

10년 이상 ~ 15년 미만

18

9.3

15년 이상 ~ 20년 미만

12

6.2

20년 이상

2

1.0

계

194

100

3) 분석방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항별 특성을 통계량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설문지에서 활용된 측정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측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모형에 선정된 변수들을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확인된 각 요인들을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
성을 살펴보았다.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공인중개사의 고객 공감을 독립변수로, 고객지향성을 종속변수,
직무만족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분석을 위해
사회과학통계 패키지인 SPSS 22.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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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가설의 설정
공인중개사의 고객 공감 요인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2가지로 구성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설(h1～h2)과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h3)을 설정하였다.
h1 : 인지적 공감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정서적 공감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직무만족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신뢰도분석
신뢰성이란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할 때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신뢰성을
정도를 의미한다.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검사-재검사법, 동등형 검사법, 내적 일관성
법(반분 검사법, 크론바흐알파 계수: Cronbach's α coefficient), 상호채점자 법 등이 있
다.38)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내적일관성법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이다.39) 따라
서 본 연구에서 공인중개사의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직무만족, 고객지향성에 대한 신뢰
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신뢰도 분석을 통한 크론바흐 알파계수를 사용하고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 내적 일관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0.6이상으로 선정하였다.40) 신뢰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38) E. Babbie,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9th ed,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001, pp.10~132.
39) 박용치 외, 「조사방법론」, 대영문화사. 2008, pp.383~387
40) 이학식ㆍ임지훈, 「SPSS 12.0 매뉴얼: 통계분석방법 및 해설」, 법문사, 2006,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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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Cronbach's α
고객이해
상황파악
생각행동
행동이해
마음이해
상황이해
감정공유
상상업무
기쁨보람
성취감
행복감
만족감
고객희망
고객이익
만족목표
고객신뢰

.811

.803
.875
.912

.839

3. 상관관계분석
앞서 분석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고객 공감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의
유무 및 그 강도를 파악하고 독립변수 간의 유사성, 즉,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correlat 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뢰성분석을 통해 각 요인의 단일성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제외시
키고, 상관분석을 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에서 독립변수 간의 유의도는 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표 4>과 같이 나타났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연구단위

구성 개념 간 상관관계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직무만족

인지적 공감

1

정서적 공감

.882**

1

직무만족

.582**

.563**

1

고객지향성

.691**

.750**

.57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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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검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2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과 같으며, R 값은 .350이며,41) 수정된 R
값은 .343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회귀식과 회귀계수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분산을 이용한
F검증의 결과 F값은 .000에서 51.4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회귀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632

.528

B

표준오차

(상수)

.217

.344

인지적 공감

.539

.173

.387

3.117

정서적 공감

.289

.161

.222

1.789

R

= .350

베타

F = 51.436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002

.221

4.521

.075

.221

4.521

P = .000

*p<0.05, ** p<0.01

또한,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는 <표 6>과 같으며, R 값은 .325이며, 수정된 R 값은 .321으로 분석되었고, 분산을 이용
한 F검증의 결과 F값은 .000에서 92.4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상수)

2.724

.148

직무만족

.381

.040
R

= .325

표준화 계수
베타
.570
F = 92.403

t

유의확률

18.403

.000

9.613

.000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1.000

1.000

P = .000

** p<0.01

공인중개사의 고객 공감 요인에 공인중개사가 만족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근
거하여 전술한 연구가설 h1, h2 지지여부를 검증하였고, 직무만족도는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41)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 것은 독립변수의 수가 적어 R 값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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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이라는 부분에 근거하여 연구가설 h3의 지지여부를 검증하였다.
h1 : 인지적 공감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측정변수 ‘나는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
(88.7%)의 의견이 많았으며, 보통 11.3%, 그렇지 않다 0%로 나타났다.
‘나는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
(87.6%)의 의견이 많았으며, 보통 11.3%, 그렇지 않다 1.0%로 나타났다.
‘나는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며 행동하려고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88.6%)의 의견
이 많았으며, 보통 11.3%, 그렇지 않다 0%로 나타났다.
‘나는 고객관점에서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85.0%)의
의견이 많았으며, 보통 13.4%, 그렇지 않다 2.1%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의 β값은 .539이며 가설과 같은 정(+)의 방향이고, p값이 .002으로 유의하여
연구가설 h1를 채택한다.
h2 : 정서적 공감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측정변수 ‘나는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마음(심정)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84.6%)의 의견이 많았으며, 보통 13.4%, 그렇지 않다 2.1%로 나타났다.
‘나는 고객의 처지(상황)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88.7%)의 의견이 많았
으며, 보통 11.3%, 그렇지 않다 0%로 나타났다.
‘나는 고객이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87.6%)의 의
견이 많았으며, 보통 11.3%, 그렇지 않다 1.0%로 나타났다.
‘나는 고객의 입장을 상상하며 업무를 처리하고자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77.3%)의
의견이 많았으며, 보통 21.6%, 그렇지 않다 1.0%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의 β값은 .126이며 가설과 같은 정(+)의 방향이지만, p값이 .053으로 유의하
지 못하여 연구가설 h2를 채택하지 못한다.
h3 : 직무만족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현재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62.9%)
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보통이다 29.9%, 그렇지 않다 7.3%의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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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재의 공인중개사 업무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61.8%)
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보통이다 30.9%, 그렇지 않다 7.3%의 비율을 보였다.
‘나는 현재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54.6%)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보통이다 36.1%, 그렇지 않다 9.3%의 비율을 보였다.
‘나는 현재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
(55.6%)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보통이다 34.0%, 그렇지 않다 10.3%의 비율을 보였다.
직무만족의 β값은 .381이며 가설과 같은 정(+)의 방향이고, p값이 .000으로 유의하여 연
구가설 h5를 채택한다.

Ⅴ. 결 론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쟁이 치열한 부동산시장 환경에서 고객의 요구는 갈수록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경쟁력 제고와 고객에 대한
고객만족에 대한 서비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
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의 공감 요인을 도출하여 직무만
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개
업공인중개사와 동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소속공인개사로 한정하
고, 연구범위는 공인중개사의 고객 공감 요인으로,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고객 공감이 직무만
족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범위를 효율적으로 조
사ㆍ분석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인 설문지법을, 분석
방법으로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공인중개사의 고객 공감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진
행했으며,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고객 공감의 요인 2개 항목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을 결정요소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고객 공감 요인을 구
성하는 2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채택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검증한 결과, 인지적 공감(*p<.002)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서
적 공감(p<.075)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은 고객지
향성에 영향(**p<.000)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공감을 제고하여야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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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개사의 고객에 대한 인지적 공감이 향상 될수록 공인중개사의 직무만족도는 높아지고,
공인중개사의 직무만족이 선행되어야 고객지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공
인중개사는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상황
을 파악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려
고 노력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공감을 통한 서비스를 생각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진정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의 공감
능력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역할로서 다양한 고객을 접촉하는 직업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공인중개사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개별
적인 공감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며, 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는 공인중개사 교육시 고
객 공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공인중개사의 직무특성에 맞는 공감요인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인중개사 측면과 소비자 측면의 공감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도출하여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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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통계청은 6년 뒤인 2026년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현재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세계적 현상의 하나로, 2050년이면 60세 이상의 세계인
구가 20억명에 이르게 되고, 이들 중 75%가 도시에 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중소도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멀지 않은 장래에 지방소멸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2019년 기준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42.5%에 해당하는 97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바로 이
런 배경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적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지방소멸
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지방소멸과 고령화
사회의 의미를 저출산율과 고령화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가이
드라인에 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지방소멸 위험의 대안으로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실증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주제어 : 인구감소, 고령화, 소멸지역, 고령친화도시

Ⅰ. 서 론
우리나라 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2065년 2,062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리고 전세계 224개국 중 220위1)의 ‘저출산율의
덫’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속도
는 1970년 이후 4배 증가하였으며, OECD 평균보다 2.5배의 속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2) OECD는 한국의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이 2015년 2.6%에서 2050년
14%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3) 농산어촌 인구의 경우 1970년 우리나라 전체 인
구의 57.4%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불과 18.4%에 해당하는 930만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가구수 20호 미만의 과

1) World Factbook, CIA, 2016.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2016, p.3.
3) OECD., 2016.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 OECD. Publishing.

- 136 -

지방소멸 위험의 대안으로서 고령친화도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소화 마을도 2005년 2,048개소에서 2010년 3,091개소로 늘어났다. 이처럼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결과적으로 지역쇠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7년 우리나라 지방소멸 우려 및 위험지역을 우
리나라 226개 시군구 중 79(20/59)개로 제시한 바 있다.4) 이후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지수 2019’에 따르면 2019년 10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에 달했다. 2013년 75개에서 지난해 89개로 5년간 연평균 2.8개씩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8개가 늘어 증가 속도가 2.8배 빨라졌다.5) 이처럼 인구감소
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문제는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방안으
로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조성방안의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목적
의 실현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소멸의 위험에 관한 국민적 인식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부터 제3차 계획의 내용을 살펴
보고 지방소멸의 개념과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의 주체인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고령친화의 물리적 환경계획시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지방소멸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령친화도
시의 정의 및 그 구성에 대하여 관련 논문과 자료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고, 이상의 검
토 및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끝으로 후
속 연구과제를 제안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저출산ㆍ고령화와 지방소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은 2005년 제정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정책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소멸대응지역활력 특별법 연구, 2017, p.58.
5)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수치다.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이라고 정의했다. 즉,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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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립된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은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 일ㆍ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원시설 부족 등 출산과 양육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방식
으로 저출산 대책에 접근하였다. 5년 후 수립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고용 활성화,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강화 과제를 포함
한 ‘청년 일자리ㆍ주거 대책 강화’와 임신ㆍ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전략 등을 수립하였
다. 그런데 3번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분명하
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고령자의 건강관리와 치료, 돌봄을 제공하는 등 평생 건강관리체
계를 구축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그동안의 대책들은 현상 대처 수준에서 개별적 접
근으로 이루어져 정책 간 연계 없이 추진됨으로써 재정투입규모 대비 정책효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6)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들은 지방소멸의 위험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
하고, 이에 관한 실질적 대책수립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ㆍ 고령화의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와
경쟁력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당 도시의 소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
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출산ㆍ 고령화의 문제는 해당 도시의 소멸의 위험과 직접적인 상관성
을 가진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을 방치할 경우 장
래에 농어촌 지역의 상당수가 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7)
지방소멸이란 지방에서의 고령화와 대도시로의 유출이 지속되면 궁극적으로 지방도시가
소멸하게 됨을 의미한다.8) 즉 농어촌 지역에서 대도시로 젊은 인구의 이동이 지속된다는 것
은 젊은 여성인구의 유출이 지속됨을 의미하고, 이렇게 되면 해당 농어촌 지역은 인구의 사회
적 감소 뿐만 아니라 출산력의 유출로 인구 재생산력이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해당 농어
촌 지역은 소멸에 이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호는 지방소멸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
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우리 사회에
서 지방소멸의 위험을 알렸다. 2017년 우리나라 지방소멸 우려 및 위험지역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79(20/59)개로 조사되었는데,9) 2019년에 와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
개 시ㆍ군ㆍ구 중 97곳(42.5%)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소멸위험지역은
6) 김종훈, “인구정책 및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전망”, 「보건복지포럼」, 통권 255호, 2018, pp.61~74.
7) 정성호, “지방소멸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제20권 제3호, 지역사회학회, p.7.
8)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가 자신의 저서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 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이
라는 책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박승현,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 ‘재후’의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일본비평」 제9권 제1호, pp.158~1183.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소멸대응지역활력 특별법 연구, 2017,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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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5개에서 지난해 89개로 5년간 연평균 2.8개씩 늘어났는데, 2019년에서 와서는 불
과 1년 만에 8개가 늘어 증가 속도가 2.8배 빨라졌다.10)

2. 고령화의 사회적 의미와 그 특징
생물학적으로 노화는 신체의 기능이 악화되는 과정으로 설명되는데, 개인적 차원에서 신
체적, 심리적으로 악화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역할과 인간관계가 상실되는 시기에 해당한
다.11) 고령자는 노화로 인한 신체,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겪게 되며 이는 고령자 개인의 독립
성을 저해하여 자기 효능감을 상실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12) 이런 고령화의 특징 때문
에 노인들은 그들만의 심리적 특성을 지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은
보수성이 강하여 기존의 환경상태를 고수하려 한다. 둘째, 소외감과 고독감이 심하게 나타나
서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 셋째, 의존성이 강하여 타인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심리적 안정
과 가치를 유지하려 한다. 넷째, 내향성 및 수동성이 강해지며, 자기중심적이다.13) 그런데 노
인은 신체적 기능의 퇴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은퇴를 앞두거나 경험한 시기에 해당한
다. 또한 노인이 되면 사회화 과정에서의 수입의 감소, 소외와 고립의 증가, 이에 따른 의존성
의 증가, 지위의 약화, 그리고 사기의 저하 등의 사회적 손실이 커지게 되어14) 사회적으로 얻
는 것보다 잃는게 많아지는 시기에 들어선다.
그래서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 개인 측면에서 고독, 역할상실, 빈곤, 질병 등의 문제를 유
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의료비 증가, 연금고갈, 노동 인력 감소,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및 비용 증가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15) 따라서 노인을 위한 시설계획 시에는
노인의 신체적 결함을 보완해 주는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정신적인 감정과
심리적인 상황도 고려한 설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노인의 특성과 건축개
념, 계획요소는 서로 간의 일차적 대응관계가 아닌 상호 간의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고령자
10)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2019, 한국고용정보원, 2019.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수치다.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이라고 정의했다. 즉,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11) Woods, R. T., and Clare, L., 2008. “Handbook of the clinical psychology of ageing”, In
Coleman, P. G., and O’Hanlon, A. (Ed.) Ageing and Adaptation, West Sussex: Wiley, pp.17~32.
12) 김용진ㆍ안건혁, 2011.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노인의 건강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도시설계」,
12(6), p.89~99.
13) 최순남, 현대사회와 복지, 1989, 서울: 홍익제.
14) 이혜원, 노인복지론, 1999, 서울: 유풍출판사.
15) 김미숙ㆍ원종욱ㆍ서문희ㆍ강병구ㆍ김교성ㆍ임유경,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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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설계기준을 고려하는 경우 신체적 특성만이 아닌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
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16)
그런데 우리나라 주거지역 또는 도시 공간은 청ㆍ장년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급 우
선의 정책에 따라서 조성된 관계로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친화적 도시조성은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단
기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고령자들의 활동
성과 활동범위를 넓히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
른 지방소멸의 위험을 상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고령친화도시의 개념
1. 고령자 생활 만족의 영향 요소
노인 생활의 만족도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정의
된다.17) 노인은 신체적인 퇴화를 겪는 시기이자, 사회적으로 지위의 하락과 변화 속도에 제대
로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적인 대화 및 정보에서 소외되는 시기이다. 특히 은퇴를 경험하는 노
인들은 가족 내에서의 역할 축소를 경험하고,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소외와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경제력이 취약한 노인들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왜
냐하면 가계부채는 노인의 경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노인의 경제력은 노년
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령자 생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 결정요인 혹은 영향 요소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사회적, 개인의
건강 및 심리상태, 주거환경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선 배우자의 생존 및 동거
유무에 따라 생활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18) 또한 신체적 건강의 정도와 삶

16) 김대진, 신혜경, 김미연, 강지연, 류호식, 김형근, “노인특성을 고려한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31권 제1호, 2011, p.34.
17)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and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16, pp.134~143.
18) 이신숙,“자기 진술에 의한 유, 무배우 여자노인의 생활실태”,「한국가정과학회지」, 제7권 제2호, 2004,
pp.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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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사이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제적 수준 혹은 재정상태 또한 삶의 질 만족도
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2. 고령친화도시의 정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UN(United Nations)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60세 이상은 2010년 11%에서 2050년 21.8%, 약 20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0) 또한, 경제 협력기구(OECD)는 2025년에 전 세계 인구의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어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고하였다.21)
<표 1> 고령친화도시의 정의 및 특징
구분

정의

특징

WHO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평생살고 싶은 도시에서 활
력 있고 건강한 고령기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령자들이 능
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 고령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 평생 살기 좋은/싶은 도시
∙ 활력 있고 건강한 도시
∙ 고령자의 능동적 사회참여

서울시

대상자적인 측면에서 고령인구의 특성과 욕구의 다양성
을 인정하고, 고령자 각자의 선택과 결정권을 존중하며,
생활환경전반에서“고령”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도시

∙ 고령인구 특성/욕구의 다양성이 인정
되는 도시
∙ 고령자의 결정권이 존중 되는 도시
∙ 고령자가 배제되지 않는 배려도

뉴욕시
DorianBl
ock
(2011)

기존의 고령자 서비스를 뛰어넘는 정책을 마련하고, 고령
화가 뉴욕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면,
환경변화와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가능 이러한 접근법을
통하여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고령자들이 더 오랫동
안 활동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하며 뉴욕시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

∙ 기존 고령자 정책을 향상시키는 도시
∙ 고령화 현상을 파악/대처하는 도시
∙ 고령자들이 오래 활동하는 도시
∙ 고령자가 사회구성원으로 기능/공헌하
게 하는 도시

출처 : 이광현, 고령친화도시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한 정책적 함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을
재편집함.

19) 정명숙,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복지연구」, 37권, 2007. pp.249~273.
20) United Nations, 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and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09 Revision, Population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1) Patrick, L. (Ed.), 2015. OECD Insights Ageing Debate the Issues: Debate the Issues.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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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세계 주요 도시들은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고령자들이 능동적이고 건강한
사회참여가 가능한 ‘고령 친화 도시’조성을 통해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고령친화신 도시의 개념은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 노인강령’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친화도시를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을
구현하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령친화도시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질도 함께
높이려는 목적으로 건강, 참여, 안전을 위한 기회를 최적화하여 ‘활기찬 노년’이 되도록 돕는
도시를 뜻한다. 여기서 ‘활기찬(active)’의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움직이거나 고용에 참여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정신적 문제와 관련된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요약하면 고령친화도시는 모든 사람이 고령자가 되어도
불편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활기차고 능동적인 삶을 지
향하며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3. 고령친화도시 구성요소

고령화를 대비하여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는 2007년 도시를 활동적인 노화(active
aging)를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이면서 접근가능한 도시환경인 고령친화도시로 개념화하면서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 편의환경,
주거 편의환경, 지역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 및 포용,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의
사소통 및 정보제공, 지역복지 및 보건의 8개 분야에 대해 고령 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 조정을 하고 있
다.22) WHO가 제시하는 고령친화도시란 활동적인 노화23)의 6가지 결정요인들을 포괄적이
고, 체계적으로 촉진시키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3가지 정책 결정요소를 기반
으로 정책방향과 과제를 개발ㆍ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6가지 결정요인은 사회적 결
정요인, 경제적 결정요인, 건강ㆍ사회서비스, 행동적 결정요인, 개인적 요인,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며, 3가지 정책결정요소는 건강, 참여, 안전 등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WHO는 고령친화도시의 구성 요소를 3개 분야, 8대 영역에 있어서 총 84개의

22) WHO,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WHO, 2007.
23) ‘활동적인(active)’의 의미는 단순한 육체적 활동이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ㆍ경
제적ㆍ문화적ㆍ정신적 문제와 관련된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황시연, “울산, ‘WHO
고령친화도시’인증… ‘살기좋은도시’ 만들자,” 「이슈리포트」, 울산발전연구원, 2017,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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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3개 분야는 물리적 환경,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환경, 정보화 및 지역사회 보건 분야이고, 8대 영역은 야외공간과 건물, 교통수단, 주택, 사회
참여, 존경과 사회적 포용, 시민참가와 고용,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지역사회의 지원과 보건
서비스 등이다. 앞서 설명한 8대 영역의 가이드라인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영역마
다의 기준으로서, 이 기준을 통해서 고령친화적 관점에서 해당 도시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표 2> 고령친화도시 주요영역 및 포함 이유
주요 영역
물리적 환경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환경
정보화/
지역사회
보건

포함 이유

야외 공간과 건물

이동성, 독립성, 삶의 질과 밀접

교통기관

활동성에 영향

주택(주거)

안녕과 안전에 영향

사회 참가

건강과 안녕감에 영향

존경과 사회적 포섭

노인에 대한 태도(행동)의 갈등 경험

시민참가와 고용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에 공헌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소통 위해 다양한 지속적인 정보 필요

지역사회의 지원과 보건서비스

노인에 대한 독립적인 생활 유지 필수

자료: WHO.,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2007.

WHO는 고령친화도시 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GNAFC) 구축을 시작하였다. 이후 WHO로부터 고령친
화도시로 인증 받은 도시는 2019년 6월 현재 미국의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스위스의 제
네바 등 총 38개국의 760개 도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도봉구가 2018년 12월 10
번째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24)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점검항목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조사하
고, 고령친화도 개선을 위한 3년 동안의 실행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4) 2019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원시, 광주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기도 부천시, 전라북도 정읍시, 나주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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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령친화도시 조성방안
1.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비판적 검토
WHO에서 제시한 고령친화도시는 활동적인 노화(Active Ageing)를 촉진하는 포괄적이
며, 접근가능한 도시환경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활동적 노화25)는 고령친화도시를 정의
하는 이론적 출발점을 제공한다.26)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의 구성요소는 안전, 교통,
주거, 지역사회활동, 사회적 존중, 고령자 일자리,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지역복지 및 보건
등의 8개 분야와 활동적인 노화의 6가지 결정요인 그리고 건강, 참여, 안전의 3가지 정책 결
정요소로 구성된다. Buffel et al.는 WHO의 고령 친화 도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유럽의 브
뤼셀과 맨체스터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도시관
리의 정책적인 통합,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고령자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공공, 민간,
기관의 파트너십, 그리고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27) 고령
친화도시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8)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물리적 안전요소에 대한 연구29) 그리고 실제 도시를 대
상으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적용 및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WHO 지표를 적용하는 데 있어, 매우 일반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으며,
개인, 사회 그리고 공공의 역할 및 협력을 강조하여 실제 도시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uffel et al.는 고령 친화 도시가 현시점에서 논의되는 주
요 원인을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고령 친화 도시 만들기에 고령자들이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령친화도시가 가능하다고 하였
다.30) Green은 유럽 건강 도시 네트워크(European Healthy Cities Network) 회원국에 적
25) WHO의 활동적 노화 개념이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강령과의 관련성, 활동적 노화 개념에
기초하여 제시되는 정책제안은 정경희,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향후 이행전략: 주요
내용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4. pp.79~85. 참조.
26) 정경희,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10. p.103.
27) Buffel, T., McGarry, P., Phillipson, C., De Donder, L., Dury, S., De Witte, N., ... and Verté, D.,
2014. “Developing age-friendly cities: Case studies from Brussels and Manchester and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Vol.26 No.1-2, pp.52~72.
28) 정유진ㆍ이세규, “도시의 물리적ㆍ 사회적 환경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지」, 제27권 제2호, 2015, pp.75~94.
29) 박종용,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물리적 안전요소 평가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34권 제3호, 2018,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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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WHO 고령 친화 도시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고
령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전환, 사회적 지위 부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육
체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31) 또한 Neal et al.은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에 소속된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를 대상으로 고령친화도시 계획의 도
입과 적용 과정에 관한 분석을 통해 고령 친화 도시조성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함
을 지적하였다.32)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참조하면 WHO가 제시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은 그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며, 다양한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 개념이 포괄적이며,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표들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의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은 지표의 적용에 관한 사후 평가 중심이고,
실제 고령친화도시 수립을 위한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서술적 지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그리
고 노년의 건강한 삶의 측면을 강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제시 그리고 도시환경 측
면의 고려가 부족하다.

2. 지방소멸 위험의 대안으로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향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란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노인들이 능동적이
고 건강한 사회참여가 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며, 활동적인 노화를 촉진하는 포괄적이며 접근
가능한 도시환경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WHO는 활동적인 노화를 노화에 따른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을 위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WHO가 제시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주요 구성요소들과 고령자들
의 삶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의 이해가 가능하다.
실외 환경과 공공건물은 노년층의 이동성, 독립성, 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
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공원 및 휴식 장소, 공중화장실과 같은 근린시설의 상태와 이
들 시설의 이용을 위한 접근성과 이동에 따른 안전성 확보는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제고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은
30) Buffel, T., Phillipson, C., and Scharf, T., 2012. “Ageing in urban environments: Developing
‘age-friendly’cities”, Critical Social Policy, Vol.32 No.4, pp.597~617.
31) Green, G., 2013. “Age-friendly cities of Europe”, Journal of Urban Health, Vol.90 No.1,
pp.116~128.
32) Neal, M. B., DeLaTorre, A. K., and Carder, P. C., 2014. “Age-friendly Portland: A
university-city-community partnership”,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Vol.26 No.(1-2),
pp.8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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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활동 범위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순기능을 가진다. 적절한 주거시설의 형태, 위치, 선택은 고령자들의 생활 독립성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고령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건강ㆍ보건 및 지원 서비스는 지역사회
에서 고령자의 건강과 자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응급의료를 포함한 의료
체계의 구축은 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문
화체험 및 공원 및 체육시설에서의 여가와 활동에 대한 욕구는 그 이전 시기와 비슷하게 나타
난다. 이런 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 역할을 하는 근린생활 시설
의 적절한 공급은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 제공
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성과 이용성의 증진은
고령자의 삶의 질 만족도를 즉시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현재 우
리나라의 경우 고령자들의 이동과 대중교통시설 접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고령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우대 정책과 서비스의 질 증진이 필요하다.
최근 고령화 정책은 살던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개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거주지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독
립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환경은 고령자
들의 생활 및 활동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조성되어, 고령자들이 그들이 살아온 지
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최
근 고령화 정책은 고령자들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ging-in-community) 개념에 주목하여
고령자들의 활동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3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일은 해당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인
구의 지속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한편으로 이들 고령자들의 일상생활 범위를 안전하게 넓히고,
사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과 어울리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
는 점에서 고령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은 지방소멸의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방소멸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일
본의 사례를 보면 지방소멸의 위험을 극복한 중소도시들의 가장 대표적 특징은 다른 어느 지
역보다도 살기 좋은 곳이라는 점이다. 즉,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는
33) 김선자.“서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전략”.「SDI정책리포트」, 20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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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대표적인 도시로 후쿠이현 사바에시(鯖江市)와 도야마현 도야마시(富山市)34) 그리고
도쿠시마(德島)현의 가미야마초(神山町)와 가미카쓰초(上勝町)35) 등이 있다. 미국의 아이오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인구 500명에서 10,000명 규모에 해당하는 미국의 99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한 연구를 통해서 지방소멸을 극복한 중소도시들의 공통점은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즉,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으로 이들에게 지역 구성원으로서 안전하
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36)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멸 위험의 대안으로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 나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적극적인 고려와 실행이 요구된다.
첫째,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물리적 ㆍ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즉,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주거유형과 서비스의 개발이 요
구된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와 복지관뿐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기존 주택의 개조와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즉, 노인
의 신체적 기능 변화를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보도 노면 관리, 횡단
보도 설계와 신호체계, 조명 등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노인 보호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
심으로 전동휠체어 전용도로의 설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인 대상의 특별이동서비
스 도입 방안의 검토를 통하여 고령자들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함이 요구된다.

Ⅴ. 결 론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란 활력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노인들이 능동적이고
건강한 사회참여가 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며, 활동적인 노화를 촉진하는 포괄적이며 접근가
능한 도시환경을 말한다. 사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고령자들을 배려한 장애 없
는 시설과 건물(barrier free facilities and buildings)의 조성은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장애
34) “지방소멸 극복”, 일본을 가다, 농민신문. 2018-01-01 보도자료
35) ‘고령화 소멸위기’ 이겨낸 일본 시골 마을들. 한국일보, 2018. 12. 07. 보도자료.
36) "지방 소도시 중 스마트 축소도시는 강력한 사회적 인프라에 의해 완성된다. 아이오아 주립대학 연구팀
발표", 아이오아 주립대학교 뉴스 시리즈, 2018년 10월 31일 보도자료.
https://www.news.iastate.edu/news/2018/10/31/shrink-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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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이동성과 독립성을 강화시키며, 안전한 지역사회는 이들의 신체적인
활동과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건강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이러한 긍정적 기대효과는 지방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지방중소도시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하여 현재
지방중소도시 인구의 유지는 물론이고 이들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계기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
소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도시들과 미국도시들 그리고 일본도시들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사항
이다. 이러한 해외 도시사례에 관한 사항들은 후속 연구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소멸 위험의 대안으로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령자들을 위한 물리적 안전요소에 관한 연구과 이를 반영한 시설 및 건축환경 조성이 요구
된다. 이를 위하여 도시개발과 도시관리의 정책적인 통합,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고령자 계층
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고령친화
도시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전환, 사회적 지위 부여, 행정 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육체적,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지역사회의 몫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상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
역사회와 공공부분의 역할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은 크게 다음의
세 단계의 실증적 준비를 필요로 한다.
첫째,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의 노인친화도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
서 말하는 노인친화도의 진단은 본문 중에서 검토한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8대 영역, 3대 정책결정 요소 그리고 활동적인 노화의 6가지 결정요인의 적
용 및 응용을 통해서 가능한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표의
수정 혹은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가칭)고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기본조례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당 조례의 내용으로 해당 도시 고유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의 수립, 고령친화도 평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담당 기구 및 인력 등에 관한 것의 포함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해당 도시의 기존 행정기구 및 인력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기존 조직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고령친화도시조성이 행정 담당
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업무적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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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농지경매 사례토지의 위치로부터 중심지까지 거리특성과 개발제한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특성이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
을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배당ㆍ종결된 경기도지역 농지경매
사건에서 전, 답을 분리하여 연구 자료를 구축하였다. 연구결과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
구역은 매각가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매
각가율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지의 위치에서 서울시청
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매각가율에 양(+)의 영향을, 시ㆍ군ㆍ구청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음
(-)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도심 접근성특성과 토지이용규제특성이 농지경매시장에서 유용한
경매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 농지, 매각가율, 접근성,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Ⅰ. 서 론
식량생산의 기반인 농지는 농가의 기본자산이며 농업생산의 구성요소이다. 농지란 「농지
법」제2조 1호 ‘가’에서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
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가의 농
지자산 가치는 토지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지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가 자산
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8.6%로 2003년 48.4% 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토지는 부증성(不增性)1)의 특성 때문에 한정된 토지자원2)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용도변경에 의한 토지 효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최유효
이용(Highest and best use)3)을 추구하여야 한다. 경쟁시장에서 토지의 가격은 토지를 가장
1)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인 절대량을 임의로 증가시키지 못하고, 생산을 할
수 없어 물리적 공급공선은 수직이 되며,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인 특성을 말한다(서진형ㆍ권대중ㆍ김
행조ㆍ최인호,「최신 부동산의 이해」, 부연사, 2018. p.56).
2) 우리 국토의 약 20%는 농지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은 0.035㏊(106.5평)로 네덜란드의
1/3, 중국의 1/10에 불과하여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적다. 2013년 기준임(이정환,「신정부
의 농정방향 시리즈(1),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시선집중 GS&J 제229호, 2017, p.2).
3) 미국 Appraisal Institute는 “최유효이용”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적절히 유지되며, 경제적으로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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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이 높은 용도에 배분하여 얻은 예상 순이익의 할인된 합계와 같을 것이다. 그 사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도시용지의 개발 가능성에 있어서 토지이용규제(land use regulation)가 매우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축 가능여부(용적률, 건폐율, 층수)와 건축 규모, 건물용도
(주거용, 상업시설, 환경 유해시설 등)에 대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4) 여기에 경기 북
부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복규제가 더해져 주민의 삶에 역차별을 초래하고 지역균
형발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5) 이용환 외 2인( 2016)6)은 이러한 중복규제가 과도하다는 지
적과 함께 맞춤형 규제를 제안한바 있고, 소성규(2002)7)는 발전 정도가 다른 시ㆍ군을 용도
지역과 중복하여 규제하는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인구는 10월 기준 1,340
만 명을 넘었다. 이중 한강 이북의 경기 북부 10개 시ㆍ군 인구는 348만6천281명으로 경기
도 전체인구의 26.01%에 이른다.8) 그러나 늘어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이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와 열악한 도로
ㆍ철도ㆍ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탓에 발전은 더디다.9) 이와 같은 환경에 주목하여 “토지이용
규제가 농지경매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는 추정을 하고, 농지경매특성을 토지이용규제
와 매각가율의 영향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토지가격분석에서 관심
이 있는 것은 도시나 수도권과의 거리가 매각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도 내 8개 집행
법원에서 매각되어 배당ㆍ종결된 경기도의 농지 중 전,답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와 접근성
특성 및 경매특성과 이용상황특성이 농지경매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로부
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농지경매 매각가율 예측과 향후 농지규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
용되고자 한다.

4)
5)
6)
7)

8)
9)

여 그 결과 최고 가치를 낳게 되는 나지 또는 개량된 부동산의 합리적으로 가능하고 적법한 이용”으로
정의한다(Appraisal Institute, 2013: pp.277∼278).
김상조ㆍ김성수ㆍ김동근,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토연구」, 제78권, 국토연구
원, 2013, pp.98∼100.
경기도는 경기 북부의 특별한 희생에는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 남부에 집중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부에 분산 배치하는 등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영환ㆍ신원득,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016, p.54.
소성규, “군사시설보호법의 발전적 적용방향: 경기북부지역주민의 재산권보장방안을 중심으로”, 「규제연
구」, 제11권 제1호, 한국규제학회, 2002, pp.107∼136; 소성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평가와
과제”, 「법과정책연구 」, 제8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8, pp.684∼700.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 최종검색일 2020.11.24.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구조(지역 격차), 재정부담의 여력,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에서 경기 남부지역과 북구지
역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출처]경기신문(https://www.kgnews.co.kr), 2020.09.23, 최종검색
일,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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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1) 매각가율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매시장 지표로서 매각가, 매각가율 및 거래량에 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분
석대상인 부동산의 유형은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토지와 농지에 관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분석방법도 헤도닉 모형과 시계열 분석모형인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AR(; vector autoregressive), GARCH(; Generalized Auto
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등을 사용하고 있다.
김종국 외 1인(2011)10)은 유치권이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입찰특성
변수로 응찰자 수와 유찰횟수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응찰자 수는 매각가율에 긍정적 영향
을 주며, 유찰횟수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필(2012)11) 은 경매위험을 외부적 위험과 내부적 위험으로 구분하여 매각가격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입찰자 수는 매각가율과 매각가격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고, 유찰횟수는 음(-)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임의택(2018)12)은 부실채권특성과 경매특성변수로 부동산경매시장을 분석하면서 유찰횟
수, 응찰자 수, 경매소요기간을 선정하고 수도권소재 부동산의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장,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에서 유찰횟수는 음(-)의 영향을, 응찰자
수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승영 외 1인(2019)13)의 연구는 농지경매에 관하여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지목을 “전”
과 “답”으로 구분하여 경매낙찰가율을 비교한 경우 지목에 따른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하게 나
타났다고 하였다. 농지경매에 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유찰횟수는 양(+)의 영향을, 입찰자수는 음(-)의 영향을

10) 김종국ㆍ안정근, “ 유치권이 부동산경매의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학보」, 제47집, 한국부동산
학회, 2011.
11) 김재필, “부동산 경매 위험유형별 요인이 매각가격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2.
12) 임의택, “수도권 소재 부동산 경매매각가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7.
13) 정승영ㆍ최인호, “농지경매의 낙찰가율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1권 제3호,
한국지적정보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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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한 지역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농지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 농지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농지가격결정요인은 크게 농업적요인과
비농업적요인 및 기타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적 요인으로 경작유형(전,답),과 비옥도,
면적, 경지정리, 고저, 토지형상, 접면도로의 폭 등을 분석항목으로 사용하고, 비농업적 요인
으로는 사회ㆍ경제적요인, 개발가능성, 입지요인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오상(2008)14)은 농지가격의 결정요인은 농지가 밭인지 논인지, 진흥지역에 속하는지
안하는지, 개발예정지에 속하는지 안하는지 등 농지유형이 농지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침은 물론 같은 조건이라면 논보다는 밭의 가격이, 진흥지역 밖의 농지가격이, 개발예
정지에 속하는 농지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허재완 외 1인(2016)15)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토지가격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지목의 경우 대도시에서는 토지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대>기타>전>답”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의 경우 “기타>대>답>전”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도시의 경우 “답”이 “전”보다,
대도시의 경우 “전”보다 “답”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구본일(2020)16)의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별로 농지의 물리적 특성인 면적
과 이용상황, 고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농지가격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면적은 커질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크지 않고 이용상황은 “답”보다 “전”일
수록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농지의 이용상황이 논인지, 밭인지에 따라 영향력의 방향이 일관되
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면적은 커질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3) 도심접근성 및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김정부(1990)17)은 토지가격분석에 있어 전국 4개 면을 현지조사하고 중심지와의 거리,
생산등급, 수리시설여부, 경지정리여부, 절대농지인지 여부 등과 같은 개별필지의 특성이 농
14) 권오상, “농지가격의 지역별, 농지유형별 변동형태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49권 제3호, 한국농업경제
학회, 2008.
15) 허재완ㆍ박성민, “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토지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3권,
한국지역경제학회, 2016.
16) 구본일,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농지가격 추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20.
17) 김정부, “농지가격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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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거리변수를 사용한 것에 의미가 있다.
박성규(2018)18)는 농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 농업적 요인으로 입지요인을 분리하여
모형별로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광역중심도시와 10㎞ 멀어질수록 경기도의 농지는 6% 하락
하고 전북의 농지는 3%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성호 외 1인(2015)19)은 경상북도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귀농ㆍ귀촌자의 지역선택요인
을 연구한바 대도시 접근성이 좋아서 영천시를 선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의 연구에서 Chicoine(1981)20)은 도시근교의 농지가격은 비옥도, 면적을 포함하여
인접한 지역의 토지이용, 비옥도, 도심 및 고속도로와의 거리, 시장참여자의 특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 이후 많은 선행연구에서 도시와의 접근성이 농지가격에 미
치는 영향을 모델화하였다.
Huang et al.(2006)21)은 일리노이주 단위 평균 농지가격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농지
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도시와의 거리가 멀고 농촌 지역이면 면적이 클수록 농지가격
이 낮고, 인구밀도, 개인소득이 증가할수록 농지가격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Delbecq. Kuethe, & Borchers (2014)22)는 주요 대도시까지 거리에 따라 토지구획 특
성의 예상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하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0,000건 이상의
거래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 도심에서 33마일까지 농지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김정부 외 2인(1994)23)는 농지소유와 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경우 농지가격은
ㆍ임차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조사와 사례지역조사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완화는 농지소유자격이나 소유상한 완화보다 농지가격 상승에 영향
을 미치며, 농지임차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삼수 외 2인(2014)24)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및 중첩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국
민이 느끼고 있는 토지이용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국민이 느끼는 토지이용규제지수는 63.5%
18) 박성규, “농지의 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부동산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19.
19) 우성호ㆍ이성근, “ 귀농ㆍ귀촌자의 지역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국
지방자치연구」, 제17권 제3호, 대한지방자치학회, 2015.
20) David L. Chicoine, "Farmland Values at the Urban Fringe: An Analysis of Sale Prices", Land
Economics, Vol.57, No.3,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1, pp.353~362.
21) Huang, H., Miller, G. Y., Sherrick, B. J., and Gómez, M. I., “Factors Influencing Illinois
Farmland Valu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8(2),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Association, 2006, pp.458~470.
22) Delbecq. B.A.,Kuethe, T.H., & Borchers, "Identifying the extent of the urban fringe and
its impact on agricultural land values", Land Economics 90(4), 2014, pp.587∼600.
23) 김정부ㆍ백선기ㆍ김영훈, “농지가격 변동과 파급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24) 이삼수ㆍ정연우ㆍ이광호, “지역ㆍ지구 등의 중첩규제 및 토지이용 만족도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6권 제1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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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김행조(2019)25)는 옵션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토지의 용도규제는 지가를 떨어뜨리게
되고, 용도규제의 완화는 용도전환권에 의한 프리미엄을 발생하게 하여 펀더멘탈의 가격을
초과하는 지가를 형성하게 한다고 하였다.
Ma, S., and Swinton(2012)26)은 미시간주의 2003∼2007년 농지거래 및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농지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도시와의 거리, 주변 보전지역 및 녹지의 비율,
면적 등이 농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hlanfeldt(2007)27)는 112개의 미국 플로리다 도시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토지규제의 1단위 증가는 대지가격을 약 14%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토지이용규제가 건축비용을 증가시키고 나대지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28)

2. 연구의 차별성
도심과의 거리와 토지이용규제 특성은 일반적으로 경매시장의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심 접근성과 토지이용규제 특성이 농지경매 매각가율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다른 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매자료의 제한적인 접근으로 인해 대법원이나 사설 경매정보업체가 보유하고 있
는 경매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기존연구와 다르게 경기도 농지경매 사례를 필지29), 지목, 이
용상황(전, 답, 기타), 면적 등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토지이용상황에 의해 농지경
매 매각가율을 추정하였다는 점이다.
25) 김행조, “Option 이론을 통한 토지이용방법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제53권,
대한부동산학회, 2019.
26) Ma, S., and Swinton, S. M., “Hedonic Valuation of Farmland Using Sale Prices versus
Appraised Values”, Land Economics 88(1), University of Wisconsin, 2012, pp.1~15.
27) Keith R. Ihlanfeldt, "The effect of land use regulation on housing and land pric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61, 2007, pp.420~435.
28) 토지 이용규제는 건축비용을 직접적(예컨대, 개발수수료의 증가 또는 강제징수금의 증가) 또는 간접적
(compliance cost의 증가)으로 증가시킨다. Compliance cost는 현지 관할구역의 토지 이용 지도의
변동을 관할하는 특정 법률과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자, 검사자, 변호사에게 지급한 지불금의
증가이다.n분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 개념의 용어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며 토지에 대한 법률관계, 특히 권리변동관계의 기준적 단위개념이다.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기ㆍ등록단위, 지적도상 구분된 토지의 법률적인 최소등록단위로 하나의 같은 지번으로 에워싸인
토지를 말한다(서진형ㆍ권대중ㆍ김행조ㆍ최인호, 앞의 책, 2018.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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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지경매 매각가율 결정에서 도심 접근성, 즉 농지의 위치와 도심 중심지와의 거리
가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규제가 매각가
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경매정보 이용자뿐 아니라 토지소유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인에게
적합성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의 용도변경 등 농지정책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주된 의미를 두고 있다. 즉 농지경매자료를 이용하여 도심 접근성과 토지이용규제가 매각가
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최초의 분석을 통해서 예측력과 설명력을 높였다는 점
이다.

Ⅲ. 연구 설계
1.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도심 접근성과 토지이용규제가 농지경매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와 굿옥션(http://www.goodauction.com)에서 수집한
경매사건별 농지 매각자료를 이용하였다.30) 경기도 내 8개 집행법원에서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66개월 동안 매각되어 배당ㆍ종결된 경기도의 농지경매사건 총 8,198건 중
감정가격 1억 이상인 사건 5,266건에 대하여 1,000㎡이상의 경매사건 4,201건을 사건별로
지목이 전ㆍ답인 농지만을 선별하여 필지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31)
단일 경매사건의 총면적이 1,001㎡ 이상이지만 각 필지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이 사
건은 제외하였고, 물건번호를 달리하는 1,001㎡ 이상의 농지는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최종적으로 확보되어 연구모형에 투입된 자료는 총 3,739필지이다. <표 1>은 자료를 수
집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30) 단일 경매사건이 일괄 매각되는 경우 농지 이외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토지이용상황에 따른 전ㆍ답
에 관한 통계가 없어서 이로 인한 왜곡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대법원의 통계나 굿옥션의 통계는 불완전한 지표라고 판단되어 데이터를 구축한 후 정제하였다.
31) 대법원 경매통계는 집계를 한 시기가 법원마다 다르다. 서울ㆍ광주 2003년, 대전ㆍ전남 2002년, 울산ㆍ
경기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경남ㆍ제주, 2001년, 부산ㆍ대구ㆍ인천ㆍ전북ㆍ경북, 2000년, 세종 2013년.
이에 자료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작 시점을 2015년 01월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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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료의 정제 및 특성분석을 위한 자료
(단위 : 필지 수, %)

토지이용규제 유무
구 분

경매사건

필지

총계

행정청

상수원
개발
군사시설
보 호
제한구역 보호구역
구 역

기타

총계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총 건수

8,198

-

-

-

-

8,198

-

-

감정가 1억 미만

2,932

-

-

-

-

2,932

-

-

1,000㎡ 미만

1,065

-

-

-

-

1,065

-

-

조사대상

4,201

-

-

-

-

4,201

-

-

테이터 구축

8,732

1,415

1,076

2,617

3,624

8,732

4,910

3,822

전ㆍ답 이외 지목

1,362

132

98

380

752

1,362

840

522

1,000㎡ 미만

2,980

427

649

551

353

2,980

1,359

1,621

감정가 1억 미만

651

304

5

429

913

651

474

177

3,739
(100)

552
(15)

324
(9)

1,257
(34)

1,606
(34)

3,739
(100)

2,237
(60)

1,502
(40)

사용자료
(비율)

제외사유

＊
＊
＊
＊
＊

경매사건 중 배당ㆍ종결된 사건이 아닌 경우
경매사건별, 필지별 감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단일 경매사건의 총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지목이 전, 답 이외의 지목인 경우
1필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자료 : 굿옥션 홈페이지(http://www.goodauction.com), 2020.3월∼2020.10월까지 방문하여 참조 작성.

2. 변수의 선정 및 분석방법
1) 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농지경매 매각가율32)이며,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이
용상황특성, 접근성특성, 경매특성, 지역특성을 선정하였고 토지이용규제특성을 추가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수는 <표 2>와 같다.
이용상황 특성요인은 전, 답, 면적으로 분류하고 면적은 3,300㎡를 기준으로 세분하였
다.33) 일반적으로 농지는 답으로, 전으로, 전ㆍ답 병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면적규모에 따라
기계작업이 용이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상황과 면적은 농지가격에 영향을 미친
32) 매각가율은 최초의 최저매각가격 대비 매각가의 비율이다(매각가격/최초 매각가격×100).
33) 굿옥션에서 공개되는 자료에 의한 단위당 가격을 사용할 경우는 본 연구에서 자료조사 결과 농지 이외의
토지나 건물이 포함되어 매각된 경우가 있어서 원자료를 직접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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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평가서와 집행관의 현황조사서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접근성요인은 오픈플랫폼 지도(http//map.vworld.kr)를 이용하여 토지의 위치에서 서울
시청, 시ㆍ군ㆍ구청과의 각 거리를 공간정보 Web상의 지도로 법정동ㆍ리 단위의 매각사례 1
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최단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이용하였다. 수도권정비권역의 지정범
위가 동ㆍ리 단위이기 때문이다. 토지이용특성의 영향력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광역 중심지
와의 거리는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인 40㎞를 기준으로 하였고, 관할 시ㆍ군ㆍ구청과의 거리는
본 연구에서 10㎞34)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토지이용규제35)특성요인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
정하고 더미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이용
하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및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있지만 현황분석방법으로 제도적 개선을 제안한 연구들이다. 이에 토지이용규제특성이 매각
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변수로 추가하였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 유무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특성은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여 변수로 선정하였다. 경매시장관점에서 대부
분의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경기 북부지역을 분석하는 것은 경기북부의 분도요구에 대
한 타당성 검토에 실증적 지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특성은 본 연구가 농지경매에 관한 연구이므로 농지경매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찰
횟수와 입찰자 수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입찰자수가 많으면 경쟁률
이 높아져 매각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매각가율이 높고, 입찰자수가 적으면
매각가율이 낮아진다.
<표 2> 독립변수 분류
특성

이용상황
특성

접근성
특성

세분류

단위

전

더미

답

더미

3300㎡미만

㎡

3300㎡이상

㎡

서울시청과 거리

㎢

시ㆍ군ㆍ구청과 거리

㎢

면
적

자료 출처
굿옥션
(http//www.goodauction.c
om)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http//map.vworld.kr)

관련연구
채미옥 외 1인(2015), 김선주 외
2인(2012), 권오상(2008)
김선주 외 2인(2012), 허재완 외
1인(2016), 구본일(2020)
김정부(1991), 박성규(2019)
Ma, S., and Swinton(2012)

34) 농지소유자가 8년 이상 자경하며 해당 농지소재지나 농지에서 30㎞ 이내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농지소재지와의 거리는 8㎞에서 20
㎞로, 20㎞에서 30㎞로 거주요건이 완화되었다.
35) 본 연구에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만을 “토지이용규제구역‘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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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토지이용
규제특성

세분류

단위

개발제한구역

더미

군사시설보호구역

더미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더미

유찰횟수

횟수

입찰자수

명

경기북부

더미

경기남부

더미

경매특성

지역특성

자료 출처

관련연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이삼수 외 2인(2014)
김행조(2019)
Ihlanfeldt(2007)

굿옥션
(http//www.goodauction.c
om)

임의택(2018), 김재필(2012)
김종국 외 1인(2011),

경기도청
(https://www.gg.go.kr)

김선아 외 1인 (2020)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의 특정 값에 대응하는 종속변수의 평균값을 예측하기 위한 실증분
석은 유의수준 5%에서 모두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토지이용상황특성, 접근성특성, 토지이용규제특성, 경매특성, 지역특성의 각 세부 독립
변수가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Ⅳ. 실증분석
1. 기술적 통계량
경기도 내 8개 집행법원에서 매각되어 배당ㆍ종결된 총 3,739필지를 분석하였다. <표 3>
은 기술적 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자료의 면적 평균은 2,767.7㎡이고 최소값 1,001㎡, 최
대값 42,201㎡까지 분포하고 있다. 매각가율은 평균 69.8%, 최대값 199.77%, 최소값
13.75%이다. 서울시청과의 거리는 최대값 81.7㎢, 최소값 10.4㎢, 평균 44.1㎢이며, 시ㆍ군
ㆍ구청까지 거리는 최소값 0.2㎢ 최대값 67.7㎢ 평균 10.3㎢로 분포한다. 평균적으로 2.9회
유찰되어 3.4명이 응찰하고 매각가율 69.8%에 매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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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적 통계량
구 분

N

범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매각가율(%)

3739

186.026

69.8

23.308

13.750

199.996

면적

3739

41,850

2767.6

1937.7

1,001

42.201

이용상황

3739

6

2.1

1.377

1

7

지목

3739

1

1.6

0.496

1

2

서울시청과 거리(㎢)

3739

71.3

44.1

15.281

10.4

81.7

시ㆍ군ㆍ구청과 거리(㎢)

3739

67.5

10.3

6.113

0.2

67.7

개발제한구역유무

3739

1

0.1

0.281

0

1

군사시설보호구역유무

3739

1

0.3

0.472

0

1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유무

3739

1

0.1

0.355

0

1

입찰자 수(명)

3739

42

3.4

3.492

1

43

입찰횟수

3739

16

2.9

1.329

1

17

경기도

3739

1

1.6

0.490

1

2

종속변수
이용상황
특성

접근성특성
토지이용
특성

경매특성
지역특성

2. 회귀분석 결과
1)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수정 결정계수(adj-R²) 값이 55.8％로 나타
나 양호한 설명력을 가지며, 회귀식의 다중 공선성 판단지표인 분산팽창요인(VIF)의 값은
2.822이하로 10이상인 것이 없으므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36)
이용상황 특성요인의 표준화계수 베타 값을 보면, “면적_3,300(㎡)이하 >이용상황_답 >면
적_3,300(㎡)이상” 순으로 기울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용상황_답은 유의수준 5% 범위에서,
면적_3,300(㎡)이하는 유의수준 1% 범위에서 양(+)의 값으로, 면적_3,300(㎡)이상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_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접근성 특성요인인 서울시청
과의 거리는 유의수준 1% 범위에서 양(+)의 값을, 시ㆍ군ㆍ구청과의 거리는 유의수준 5% 범
위에서 음(-)의 값을 갖는다. 개발제한구역은 유의수준 5% 범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유
의수준 1% 범위에서 음(-)의 유의성을 가지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찰횟수는 유의수준 1% 범위에서 양(+)의 값을, 입찰자 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36) 다중공선성 문제는 통계학의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문제로 이는 회귀분
석의 전체 가정을 위배한다. 따라서 분산팽창요인 값이 10을 넘는 경우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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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지역특성 요인은 유의수준 1% 범위에서 경기남부는 양(+)의 영향을, 경기북부
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회귀분석
특성

표준화
계수

변수명
(상수)

토지이용
특성

t

유의확률

-715.37
364.645
5

-2.017

0.044*

B

표준오차

공선성통계량
공차

VIF

0.862

1.160

전

-0.008

-0.367

-0.470

-0.470

0.638

답

0.034

1.613

0.767

2.097

0.036*

3300(㎡)이하

0.072

3.814

0.867

-4.397

0.000***

3300(㎡)이상

-0.072

-3.814

0.867

-4.397

0.000***

1.000

1.000

서울시청과 거리(㎢)

0.074

0.113

0.025

4.535

0.000***

0.354

2.822

시ㆍ군ㆍ구청과 거리(㎢) -0.032

-0.122

0.028

-1.962

0.030*

0.750

1.334

이용상황
특성

접근성
특성

비표준화 계수

개발제한구역

-0.033

-2.742

1.365

-2.025

0.043*

0.977

1.0248

군사시설보호구역

-0.088

-4.328

0.838

-5.383

0.000***

0.920

1.087

팔당상수원보호구역

-0.001

1.093

1.116

1.772

0.077

0.918

1.089

0.809

1.236

0.948

1.055

경매특성

유찰횟수
입찰자 수(명)

지역특성

-0.726 -12.742

0.197

0.030

0.109

0.198

-64.613 0.000***
1.812

0.070

경기북부

-0.246 -11.679

22.604

-15.493 0.000***

경기남부

0.245

22.606

15.461 0.000***

R=0.748

R제곱=0.560

11.679

수정된 R제곱=0.588

추정값의 표준오차=1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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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결과
회귀모형 추정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이용상황_답, 면적_3,300(㎡)이하, 면적_3,300
(㎡)이상, 서울시청과의 거리, 시ㆍ군ㆍ구청까지 거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유찰
횟수, 경기북부, 경기남부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상황_답, 면적_3,300(㎡)이하, 서울시청까지 거리, 경기남부는 매각가율에 양
(+)의 영향을, 면적_3,300(㎡)이상, 시ㆍ군ㆍ구청과의 거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유찰횟수, 경기북부는 매각가율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용상황_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입찰자 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163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8券 第4號(通卷 第58號)

3) 분석결과 요약
본 농지경매 매각가율에 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이용규제는 매각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매각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둘째, 접근성특성은 서울시청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매각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박성규(2019)37)의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도시와의 거리특성은 시ㆍ군ㆍ구청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본일(2020)3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대중교통수단과 도로조건의 개선으로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점에서 농지에 관한 경매시장과 일반매매시장의 반응은 상반되는 분석결과이다.
셋째, 이용상황은 “답”일수록 매각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본일(2020)39)의 연구
는 농지가격에 “전”이 더 큰 영향을 주었고, 권오상(2008)40)의 연구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
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66개월간의 경기도 농지경매 자료를 이용하
여 접근성특성, 토지이용규제특성, 경매특성, 지역특성, 이용상황특성이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다른 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접근성특성과 토지이용규제특성을
이용하여 분석한 점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유의수준 1% 범위에서 유의한 변수는 면적_3,300㎡ 이하, 면적
_3,300㎡ 이상, 서울시청까지 거리, 군사시설 보호구역, 입찰횟수,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등
7개 변수이다. 이용상황_전, 시ㆍ군ㆍ구청과의 거리, 개발제한구역 등 3개 변수는 유의수준
5%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이용상황_전, 입찰자
수 등 3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이용규제가 매각가율을 하락시킨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지속적
37)
38)
39)
40)

박성규,
구본일,
구본일,
권오상,

앞의
앞의
위의
앞의

논문,
논문,
논문,
논문,

2019,
2020,
2020,
2008,

p.62.
pp.79~82.
p.80.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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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규제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규제
구역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세분하여 차등화하고, 보호구역내에 스포츠시설과 오락 등 민간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야 하며, 토지매입방식 도입 등의 정책시행으로 토지소유자가 선택적
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시청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매각가율이 상승하고, 시ㆍ군ㆍ구청과의 거리
가 멀어짐에 따라 매각가율이 하락한 것은 광역 도심에 가까울수록 개발제한지역의 공원화로
인한 개발가능성이 낮아서 매각가율이 낮고, 시ㆍ군ㆍ구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농지 이외
의 다른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매각가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경매시장에서 토지의 이용상황은 “답”일수록 상대적 중요도가 높았다.
넷째, 경기북부지역 매각가율이 남부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경기북부지역 대부분이 군
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호구역조정 및 해
제와 같은 지속적인 규제완화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농지 매각가율 추정에 있어 도움이 되고, 나아가 농지정책과 수도권규
제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연구를 진행하면서 농지경매 매각가율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의 적절한 결과를 얻었으나 농지는 용도전환의 가능성, 개발에 대한 기대, 법률
적인 권리분석까지 해석이 요구되며, 규제해제가 예정된 지역은 기대심리까지 반영되어 나타
났는지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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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축소도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77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속
적 축소도시, 일시적 축소도시, 일시적 성장ㆍ안정도시, 지속적 성장ㆍ안정도시 4가지 유형으
로 구분한 후, 축소도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현재의 삶의 만족도와 5년후 삶의 만족도 예
상 측면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소도시 유형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5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기초통계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 도시에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보다 5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
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 축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일시적 성장ㆍ안정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5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축소도시 유형
별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속적 축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 비해 일시적 축소도시, 일시적 성장ㆍ안정도시, 지속적 성장ㆍ안정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들의 5년후 예상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삶의 만족도, 축소도시, 지속적 축소도시, 도시쇠퇴

Ⅰ. 서 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7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7년 5,130만명에
서 2047년 4,890만명으로 약 4.8%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더 중
요한 점은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0.9%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8.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21.7%, 대구 18.6%, 광주 15.5%, 대전 13.3%, 울산 16.5%, 전북 13.4%, 전남 10.3%, 경북
10.9%, 경남 9.0% 등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패턴에 관해서 살펴본 이상호(2018)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부터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인구의 정체 및 쇠퇴 국면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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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도시, 대도시에서도
인구감소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은 빠르
게 도시가 축소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해당 도시에 거주하
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 삶의 만족도 등은 어떠한지, 또한 미래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나타
날지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분야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인구변화에 따라 도시별 유형을 분류한 후, 각각의 도시에 거
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축소도시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 및 이들의 미래에 대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상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축소도시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구형수외, 2016). 먼저 축
소도시의 개념을 인구ㆍ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개념으로 주로 축소도시국제연구네트워크
(SCiRN: Shrinking Cities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등의 주장이다. 축소도시국
제연구네트워크에 따르면 축소도시는 ‘2년 이상 인구가 아주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구조적
위기의 징후로서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인구 1만명 이상의 밀집된 도시지역’으로,
Martinez-Fernandez, et al.(2012)은 ‘구조적 위기의 징후로서 인구감소, 경기침체, 고용감
소 및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지역’을 축소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축소도시의 개념을 공간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정의이다. Schilling&
Logan(2008)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손실로 인해 유휴ㆍ방치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는 오
래된 산업도시’를 축소도시로, Hollstein(2014)은 ‘인구감소 및 공실이 일어나는 지역’을 축
소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축소도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관련이 깊은 도시를 의미하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이상호(2008)의 연구에서는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2014)의 저서의 핵심 내용에 착안하여 젊은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소멸위험지수를 산정하였다. 만약 소멸위험지수가 0.5이하(즉,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에는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하며, 또한 소멸위험지수가 0.2미만일 경우에는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권오규외(2019)의 연구에서는 도시쇠퇴와 주민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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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전반적 생활 만족감, 가족의 수입만족감, 주거
환경 만족감 등으로 구분한 후, 도시의 쇠퇴정도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쇠퇴는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도시에 따라, 만족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영향
이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쇠퇴정도는 전반적 생활 만족감과 주거환경 만족감에 미
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수입 만족감만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구이동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
본 강은택ㆍ마강래(2018)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이동한 사람이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
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인구이동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력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거주 지역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축소도시, 도시쇠퇴, 도시쇠퇴와 삶의 만족도 등에 관한 규명
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축소도시의 유형을 세분화 하지 않음에 따라 다양한 도시의 특성을 고
려하지 못 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의 예측에 대한 분석 및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축소도시의 유형별 현재와 미래의 삶의 만족도
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Ⅲ. 분석의 틀
1. 축소도시 선정
1) 축소도시 선정기준
우리나라의 77개 도시(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시ㆍ군 지역)를 대상으로 축소도시
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축소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데, 일
반적으로 인구지표를 활용하여 축소도시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자들이 사용한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주로 인구지표를 활용해서 축소도시를 선
정하고

있었으며,

Hospers(2014),

축소도시국제연구네트워크(SCiRan),

Oswalt

&

Rieniets(2006), Wiechmann & Wolff(2013), Schilling & Logan(2008) 등을 들 수 있다.
Hospers(2014)는 단기간ㆍ계절적ㆍ일상적인 축소를 제외한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인구감소
를 축소도시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축소도시국제연구네트워크(SCiRN)는 최소 5년 간 연평
균 0.15% 이상의 인구감소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Oswalt & Rieniets(2006)는 50년 간
총 10% 이상 또는 연평균 1% 이상의 인구감소를 기준으로, Schilling & Logan(2008)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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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간 총 25% 이상의 인구감소를 기준으로, Wiechmann & Wolff(2013)은 20년 간 연평균
인구변화율이 –0.15% 미만이면 축소, -0.15%~0.15%이면 안정, 0.15% 이상이면 성장을 기
준으로 사용하였다(구형수외, 2016).
<표 1> 해외 선행연구의 축소도시 선정기준
구분
인구변화
패턴

기준

Hospers(2014)

단기간ㆍ계절적ㆍ일상적인 축소를 제외한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인
구감소

SCiRan(2013)

최소 5년 간 연평균 0.15% 이상의 인구감소

50년 간 총 10% 이상 또는 연평균 1% 이상의 인구감소 (단, 인구
Oswalt & Rieniets(2006)
10만명 이상)
인구감소의
기간 및 정도 Schilling & Logan(2008) 40년 간 총 25% 이상의 인구감소
Wiechmann &
Wolff(2013)

20년 간 연평균 인구변화율이 –0.15% 미만이면
-0.15%~0.15%이면 안정, 0.15% 이상이면 성장

축소,

자료: 구형수외,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6,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에서 사용한 기준 및 구형수외(2016)의 연구에서 사
용한 기준을 활용하여 축소도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인구변화율이 0% 미만인 도시를 축소, 0% 이상인 성장ㆍ안정 유형으로 구분하였으
며, 단기적인 변화양상(5년 단위)에 따라 이를 다시 지속적 축소, 일시적 축소, 지속적 성장ㆍ
안정, 일시적 성장ㆍ안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인 인구변화 패턴을 활용한
축소도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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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축소도시 선정기준
변화기간
유형

지속적
축소

축소

장기

단기

변화패턴

‘08-’18

‘08-’13

‘13-’18

A

축소

축소

축소

B

축소

성장ㆍ안정

축소

C

축소

축소

성장ㆍ안정

D 성장ㆍ안정

성장ㆍ안정

축소

E 성장ㆍ안정

축소

성장ㆍ안정

성장ㆍ안정

성장ㆍ안정

일시적
축소

일시적
성장ㆍ
안정
성장ㆍ
안정

지속적
성장ㆍ안
정

F

성장ㆍ안정

자료: 구형수외,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6; 저자 변화기간 수정

2) 축소도시 선정결과
앞서 살펴본 축소도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우리나라 77개 도시
를 대상으로 유형별 축소도시를 선정하였다. 선정결과, 우리나라 도시 중 약 36개(46.8%)는
도시가 지속적 성장ㆍ안정 패턴(유형 F)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속적 축소
패턴(유형 A)이 20개(26.0%) 도시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의
축소도시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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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축소도시 선정결과
유형
지속적
축소
축
소

일시적
축소

일시적
성장ㆍ
안정

수도권
A

B

D
E

성
장
지속적
성장ㆍ
안정

해당도시

비수도권

안양시, 부천시, 포천시

개수
3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익산시, 정읍시,
17
남원시, 김제시, 목포시, 여수시, 경주시, 영주시, 상주시, 밀양시
안산시, 과천시, 군포시

3

삼척시, 제천시, 안동시, 문경시, 창원시, 통영시

6

C

영천시

1

수도권

성남시, 광명시, 동두천시, 의왕시

4

군산시, 포항시, 사천시

3

구리시

1

계룡시, 나주시, 김천시

3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수원시, 의정부시,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17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시

지방

춘천시, 원주시, 청주시, 충주시,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전주시,
순천시, 광양시, 구미시, 경산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시, 19
서귀포시

F

축소도시 선정결과는 장기, 단기 등의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
다. 그러나 몇몇 유형에서는 샘플 수가 부족하여, 축소도시 선정결과에서 나타난 6가지 유형
을 지속적 축소도시, 일시적 축소도시, 일시적 성장ㆍ안정도시, 지속적 성장ㆍ안정도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2. 기초통계 분석
1) 사용변수
본 연구에서 축소도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
족도를 종속변수로 고려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변수와 5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예상 변수를 각각 사용하였
다.1) 즉,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변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며,
1) 한국노동패널조사 설문지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로, 5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년후, 전반적인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
고 질문하고 있으며, 답변은 각각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
럽다”, “전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만족할 것이다, 완전히 만족할
것이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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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예상 변수는 현재 도시에 거주하면서 미래에 대한 삶의 만족도
를 예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명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취업여부,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주택점유형태,
가구소득, 축소도시 변수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서,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변수들로 구성했다. 다만, 축소도시 거주여부가 전반적 삶의 만족도
및 5년후 전반적 삶의 만족도 예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속적 축소도시,
일시적 축소도시, 일시적 성장ㆍ안정도시, 지속적 성장ㆍ안정도시 변수를 추가하였다. 축소도
시의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하려고 했는데, 6가지 유형 중 C와 E 유형은 해당하는 도시의 숫자
가 많지 않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4> 사용변수
변수
종속
변수

설명
변수

설명

전반적 삶의 만족도
5년후 전반적 삶의 만족도 예상

5점 척도
(1 - 매우불만족 ~ 5 - 매우만족)

성별

0 - 여성, 1 - 남성

연령

만 나이

연령 제곱

연령 * 연령

학력

교육받은 연수(year)

건강상태

상(참조변수), 중, 하

취업여부

0 - 미 취업, 1 - 취업

혼인상태

미혼, 배우자 있음(참조변수),
별거, 이혼, 배우자 사망

맞벌이 여부

0 - 맞벌이 아님, 1 – 맞벌이 가구

주택점유형태

자가(참조변수), 전세, 월세, 무상

가구소득

가구 연 소득(백만원)

축소도시 유형

지속적 축소도시 (참조변수)
일시적 축소도시
일시적 성장ㆍ안정
지속적 성장ㆍ안정

2) 축소도시 유형별 기초통계
축소도시 유형별 기본적인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도시 전체와 축소도시 각 유형별
기초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초통계 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전체 도시 평균 3.43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축소도시와 일시적 축소도시는 전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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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보다 낮은 반면, 일시적 성장ㆍ안정도시와 지속적 성장ㆍ안정도시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축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성장ㆍ안정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전체 도시
평균 3.47로 나타났다. 전체 도시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평균값보다 5년후 전반
적인 삶의 만족도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의 삶의 만족도를 더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 축소도시의 경우에는 5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평균값이 현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축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 변수에는 전체 도시, 축소도시, 성장ㆍ안정도시 모두에서 여성의 거주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에는 ‘지속적 축소도시 > 일시적 축소도시 > 일시적 성장ㆍ안
정도시 > 지속적 성장ㆍ안정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즉, 축소도시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을 살펴본 결과, 전체 도시 평균 58.5%, 지속적 축소도시 55.2%, 일시적 축소도시
55.9%, 일시적 성장ㆍ안정도시 57.4%, 지속적 성장ㆍ안정도시 60.1%로 나타나 축소도시의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 변수 또한 취업률 변수와 유사하게, 축소도시의
맞벌이 가구 비율보다 성장ㆍ안정도시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점유형태 중 자가점유비율을 살펴보면, 축소도시의 자가점유비율이 높은 반면, 성장ㆍ안정도
시의 자가점유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축소도시 유형별 기초통계
전체

지속적
축소도시

일시적
축소도시

일시적
성장ㆍ
안정도시

지속적
성장ㆍ
안정도시

전반적 삶의 만족도

3.43

3.41

3.40

3.51

3.43

5년후 전반적 삶의 만족도 예상

3.47

3.36

3.49

3.51

3.48

여성

51.6%

53.5%

50.4%

52.8%

51.0%

남성

48.4%

46.5%

49.6%

47.2%

49.0%

연령(만나이)

48.5

51.6

48.9

48.6

47.5

연령 제곱

2,698.9

3,059.0

2,743.2

2,704.6

2,586.2

학력(year)

12.1

11.3

12.2

12.1

12.3

상

55.0%

59.1%

52.2%

56.8%

54.0%

중

33.2%

22.8%

38.3%

29.4%

36.1%

변수
종속
변수

성별

설명
변수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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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속적
축소도시

일시적
축소도시

일시적
성장ㆍ
안정도시

지속적
성장ㆍ
안정도시

하

11.8%

18.1%

9.5%

13.8%

9.9%

미 취업

41.5%

44.8%

44.1%

42.6%

39.9%

취업

58.5%

55.2%

55.9%

57.4%

60.1%

미혼

23.1%

21.1%

23.1%

22.9%

23.8%

배우자 있음

63.9%

61.2%

62.5%

64.0%

64.9%

별거

0.6%

1.1%

0.6%

0.6%

0.5%

이혼

3.9%

4.4%

4.1%

3.8%

3.7%

배우자 사망

8.5%

12.2%

9.7%

8.7%

7.1%

맞벌이 아님

62.0%

65.5%

63.9%

59.4%

61.3%

맞벌이 가구

38.0%

34.5%

36.1%

40.6%

38.7%

자가

68.2%

69.6%

69.8%

64.3%

68.3%

전세

14.4%

10.7%

17.1%

17.1%

14.3%

월세

12.8%

13.1%

10.9%

13.1%

13.0%

무상

4.6%

6.6%

2.2%

5.5%

4.4%

연소득(백만원)

25.6

22.3

26.1

25.4

26.4

obs.

7,244

1,206

826

983

4,229

변수

취업여부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주택점유
형태

Ⅳ.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축소도시 유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축소
도시 유형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5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분
석을 수행하였다. 즉,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현재 축소도시 및 성장ㆍ안정도시에서 살고있
는 주민들의 만족도인 반면, 5년후 삶의 만족도는 축소도시 및 성장ㆍ안정도시에 살고있는 주
민들의 미래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상으로 볼 수 있다.

1.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분석
축소도시 유형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인 변수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변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연령변수는 음(-)의 값으로, 연령제곱변수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 일정 연령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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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반면, 일정 연령이상부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변수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변수
는 건강상태 ‘상’에 비해 건강상태 ‘중’, ‘하’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혼인상태변수는 ‘배우자있음’에 비해, ‘미혼’, ‘별거’, ‘이혼’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
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여부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여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점유형태의 경우에는 ‘자가점유’에 비해 ‘전세’, ‘월세’, ‘무상’의 경우에 삶의 만족도
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수를 고려한 연소득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높을수록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성별, 연령, 학력, 주택점유형태, 연소
득 등의 변수들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축소도시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시적 성장ㆍ안정
도시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일시적 축소도시 및 지속적 성장ㆍ
안정도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속적 축소도시에 거주
하는 사람들에 비해 일시적 성장ㆍ안정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일시적 축소도시, 지속적 성장ㆍ안정도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축소도시와 성장ㆍ안정도시 간의 뚜렷한 삶의 만족도 차이가 존재한
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축소도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설명
변수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5

-5.127

0.383

179.291

<.0001

Intercept 4

1.326

0.289

21.078

<.0001

Intercept 3

5.468

0.303

326.223

<.0001

Intercept 2

9.948

0.647

236.269

<.0001

성별

-0.221

0.055

16.235

<.0001

연령 (만 나이)

-0.103

0.011

95.986

<.0001

연령 제곱

0.001

0.000

102.815

<.0001

학력(year)

0.084

0.009

81.296

<.0001

중

-0.751

0.058

165.868

<.0001

하

-1.526

0.102

225.561

<.0001

0.106

0.066

2.536

0.111

건강상태
(참조:상)
취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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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미혼

-1.262

0.100

158.192

<.0001

별거

-1.464

0.334

19.171

<.0001

이혼

-0.951

0.139

46.573

<.0001

배우자 사망

-0.208

0.115

3.250

0.071

-0.279

0.061

20.978

<.0001

전세

-0.415

0.074

31.163

<.0001

월세

-0.665

0.080

68.731

<.0001

무상

-0.511

0.124

17.044

<.0001

0.032

0.002

306.320

<.0001

일시적
축소도시

-0.188

0.097

3.746

0.053

일시적
성장ㆍ안정

0.355

0.093

14.564

0.000

지속적
성장ㆍ안정

-0.092

0.071

1.690

0.194

Parameter
혼인상태
(참조:배우자
있음)
맞벌이 여부
주택점유
형태
(참조:자가)

연소득(백만원)

축소도시
(참조: 지속적
축소도시)

모형
설명력

AIC(intercept only)

12,025.1

SC(intercept only)

12,052.6

ㅡ2 Log L(intercept only)

12,017.1

obs.

7,244

2. 5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분석
다음으로, 축소도시 유형별 5년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앞에서
는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반면, 여기에서는 5년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예상을 분
석하였다. 즉, 축소도시 유형별 미래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별, 연령, 연령제곱, 학력, 건강상태, 취업여부, 혼인상태, 주택점유형태, 연소득
변수 등은 앞서 살펴본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분석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맞벌이여부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축소도시변수를 살펴본 결과, 앞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분석에서는 일시적 축소도시와 지속적 성장ㆍ안정도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반면, 5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분석에서는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속적 축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일시적 축소도시,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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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ㆍ안정도시, 지속적 성장ㆍ안정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5년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
상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현재 지속적인 축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재의 삶
의 만족도보다도 미래의 삶의 만족도가 더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의 삶의 만족도도 높지 않지만, 미래의 삶의 만족도는 현재보다 더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으
로 나타나, 정책적 측면에서 미래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
이 요구된다.
<표 7> 축소도시 주민들의 5년후 삶의 만족도 예상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5

-4.376

0.320

187.483

<.0001

Intercept 4

1.214

0.289

17.644

<.0001

Intercept 3

4.837

0.295

268.615

<.0001

Intercept 2

7.832

0.360

472.858

<.0001

성별

-0.264

0.055

22.876

<.0001

연령 (만 나이)

-0.066

0.010

40.803

<.0001

연령 제곱

0.000

0.000

18.518

<.0001

학력(year)

0.084

0.009

81.655

<.0001

중

-0.936

0.058

259.747

<.0001

하

-1.476

0.098

226.689

<.0001

0.015

0.066

0.053

0.819

미혼

-0.995

0.100

99.241

<.0001

별거

-0.573

0.308

3.463

0.063

이혼

-0.651

0.133

24.082

<.0001

배우자 사망

-0.177

0.112

2.481

0.115

-0.075

0.062

1.494

0.222

전세

-0.280

0.075

13.876

0.000

월세

-0.399

0.078

26.382

<.0001

무상

-0.460

0.119

14.863

0.000

0.025

0.002

197.863

<.0001

일시적
축소도시

0.296

0.097

9.240

0.002

일시적
성장ㆍ안정

0.436

0.093

22.020

<.0001

건강상태
(참조:상)
취업여부

설명
변수

혼인상태
(참조:배우자
있음)
맞벌이 여부
주택점유
형태
(참조:자가)

연소득(백만원)
축소도시
(참조: 지속적
축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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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지속적
성장ㆍ안정
모형
설명력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0.218

0.070

9.701

0.002

AIC(intercept only)

13,084.9

SC(intercept only)

13,112.5

ㅡ2 Log L(intercept only)

13,078.9

obs.

7,244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77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속적 축소도시, 일시적 축소도시, 일시적
성장ㆍ안정도시, 지속적 성장ㆍ안정도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축소도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현재의 삶의 만족도와 5년후 삶의 만족도 예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축
소도시에 거주하거나 또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현재의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축소도시에 거주하거나 또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5년후 예상하는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소도시 유형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5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기초통계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 도시에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전체 도시 평균 3.43)보다 5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전체 도시 평균 3.47)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5년후의 예상하
는 삶의 만족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 축소도시의 경우에는 현재
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보다 5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의
삶의 만족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 축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일시적 성장ㆍ안정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시적 축소도시, 지속적 성장ㆍ안정도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5년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축소도시 유형별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속적 축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일시적 축소도
시, 일시적 성장ㆍ안정도시, 지속적 성장ㆍ안정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5년후 예상하는 전
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 축소도시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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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부정적인 반면, 성장ㆍ안정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들은 미래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축소도시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속적 축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삶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의 만족도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 축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미래의 삶의 만족도를 부정적
으로 인식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연구와 축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
업을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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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 주요권역 중소형 오피스빌딩 매매가격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한 정성적 분석과 실
제 매매된 자료를 통한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은 각 분석방법별로 크게 벗어나
지 않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성 부동산으로 인식하여 임대수익
을 극대화 하는 것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선행연구에서 정량적 분석방법으로만 행해졌던 부분을 정성적 분석방
법을 병행하여 비교 검토하여, 비전문가가 투자대상 부동산을 분석할 때 부동산 전문가의 관
점에서 도출된 가격결정요인의 우선순위을 차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투자대상을 비교ㆍ 검
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주제어 : 오피스빌딩, 중소형빌딩, 가격결정요인, 매매가격.

Ⅰ. 서 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실물자산
에 쏠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고, 정부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
택시장을 압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면서 점점 더 강력한 대책으로 자산가
들은 주택보다는 운영기간동안의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향후 재매각시 자본차익(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는 수익성 부동산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수익성 부동산 중 하나인 오피
스 빌딩은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서울의 대형 오피스빌딩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장기투
자, 국내 부동산간접투자 기관들의 지속적인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자산가들이 대형 오피스빌딩에 투자하기에는 투자의 규모가 크고, 투자기간
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중소형 오피스빌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서울시 내 오피스 빌딩은 크게 도심권역(Central Business District, CBD), 강남권역
(Gangnam Business District, GBD), 여의도권역(Yeouido Business District, YBD)으로
밀집되어 형성되고 발전해 왔으며 지역개발정책에 따라 점차 기타권역(Other District)으로
- 188 -

서울시 주요권역 중소형 오피스빌딩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업무시설공간이 분산되고 있다. 오피스빌딩을 투자의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관련 분야의 전
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해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인 자산가에게는 투자대상의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적성을 갖는다.
첫째, 중소형 오피스빌딩 시장은 경제활동과 소비, 금융소득을 대처하는 투자처라는 점에서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검증한다. 둘째,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가격결정요
인에 대하여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고, 가격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비교ㆍ분석
하여 분석결과의 유의성을 도출한다. 셋째, 부동산 전문가의 관점에 따른 정성적 분석과 실증
데이터에 따른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투자대상을 비교ㆍ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오피스빌딩 개념
오피스빌딩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정부ㆍ개인ㆍ기업의 사무업무를 중심으로 그 기
능과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무공간과 더불어 제반 서비스시설이 공존하는 장소
로 볼 수 있다. 한국감정평가학회가 발간한 부동산용어대사전에서는 오피스빌딩을 기업 등이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기능ㆍ본사기능ㆍ제조업기능 등을 제공하는 공간(건물)
으로 정의하고 있다1). 민간 부동산 업체의 중소형 오피스빌딩에 관한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메이트플러스2)는 연면적 33,000㎡미만의 업무시설로 주로 사용하는 빌딩을 중소형 오피스빌
딩으로 분류하였고, 한국감정원3)에서는 중소형 오피스의 기준을 연면적 33,000㎡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형 오피스빌딩을 연면적 33,000㎡미만을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거나, 주 용도가 업무용도가 아니더라도 세부용도 중 업무시설
이 포함된 빌딩으로 정의하였다.

1) 한국감정평가협회, ｢부동산용어대사전｣, 부연사, 2006, p.1288.
2) 메이트플러스 홈페이지 (http://mateplus.net), ｢2019.4Q.오피스마켓리조트｣, 2020.
3)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http://www.r-one.co.kr), ｢2020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임대시장동향｣,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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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가격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함께 오피스빌딩의 가격결정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동시에 검토하였다.
강승일ㆍ박종기ㆍ이상경(2011)4)은 서울지역에서 2000년∼2009년까지 거래된 사례들을
대상으로 헤도닉모형과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
였다. 김형근ㆍ신종칠(2014)5)은 중소형 빌딩을 9층 이하로 정의하고 2009년∼2013년 1분
기까지 서울지역에서 거래된 빌딩 매매자료를 대상으로 토지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임지묵ㆍ이현석(2015)6)은 2012∼
2014년까지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중소형 근린상가 거래사례 128개를 대상으
로 중소형 근린상가의 매매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권기영(2019)7)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울산광역시의 중소규모 상업용 빌딩을 대상으로 토지면적당
매매가격과 건물 연면적당 매매가격을 종속변수로 거시특성, 지역특성, 토지특성, 건물특성,
상권특성, 입지특성, 거래특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헤도닉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가격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전형하(2019)8)는 청주시 통합이전과 이후 상가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헤도닉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오피스빌딩의 실제매매가격을 주된 데이터로 수집하여 정량적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은 정량
적 측면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중금리, 정부의 정책, 투자심리, 수요공급 등 여러 가
지 요인도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성적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이다. 본 연
구는 선행연구논문과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중소형 오피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비교 분석하여 방법론별로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가격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다양
한 관점에서 비교ㆍ검토해 결정할 수 있도록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매매 가
격결정요인에 대한 정량적 분석 대부분은 OLS최소자승법을 활용한 헤도닉 가격모형 방정식
4) 강승일ㆍ박종기ㆍ이상경, “오피스 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제21권 제3호, 2011,
pp.91~108.
5) 김형근ㆍ신종칠, “중소형 빌딩의 매매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제20권 제3호,
2014, pp.69~88.
6) 임지묵ㆍ이현석, “중소형 근린상가의 매매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부동산도시연구｣, 제7권
제2호, 2015, pp.163~183.
7) 권기영, “중소규모 상업용 빌딩 가격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산대학교 대학원, 2019.
8) 전형하, “헤도닉 가격모형을 이용한 상가 매매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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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였으나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독립변수 간 독립성의 가정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2단계 최소자승법 회귀분석(Two Stage Least Squares Regression)을 사용하여 독립
변수 간 독립성의 가정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종속변수간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한다.

Ⅲ. 분석기법 고찰
1.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형 오피스빌딩 매매가격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검
증하는데 있다.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가격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비교ㆍ분석하여 분석결과의
유의성, 특히 부동산 전문가의 관점에 따른 정성적 분석과 실증데이터에 따른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 투자자가 가격결정요인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연구 분석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분석기법고찰

계층화 분석(정성적 분석)

헤도닉 가격모형(정량적 분석)

적용요인 도출

변수의 도출

설문구성 및 조사

변수별 기초통계량

상대적 중요도,
절대적 중요도,
Fuzzy 분석에 의한 보정 중요도

OLS 회귀분석 및 2-SLS 회귀분석을
활용한 헤도닉가격결정 모형

가격결정요인 도출

가격결정요인 도출

AHP(정성적) 분석에 의한 결과와
헤도닉 가격모형(정량적) 분석에 의한 결과 비교

[그림 1]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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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결정요인 설정
1) AHP 분석을 위한 가격결정요인 설정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첫째, 오피스 빌딩의
가격결정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 자료들을 취합‧검토하였고, 이를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가격형성요인을 추가 및 보완하였다. 둘째, 일반적인 부동산 이론을 바탕으로 중소형 오피스
빌딩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류하여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실
무자로 근무하고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적 집단
심층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오피스빌딩의 매매가격 결정요인과 관련된 선행연
구논문을 분석해 본 결과, 종속변수는 매매가격(전체 매매가격, 토지면적당 매매가격, 건물
연면적당 매매가격 등)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감정평가기준에서는 가치형성요
인을 다시 일반적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일반요인이란 부동산의 상태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행정적 요인을 말하고, 지역요인이란 주거지역
ㆍ상업지역 등 지역분석을 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요인들이다. 개별요인이란 대상 부동산의
개별분석을 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요인들로서 부동산의 개별적 특징에 따른 요인이다.9)
정량적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 헤도닉 가격모형에서 독립변수로 선정되지 않은 정책요인
과 사회요인은 부동산의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전문가에 의하여 채택된
요인으로서 선행연구논문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표 1> 오피스빌딩 가격결정요인 평가항목
대분류

중분류
경제요인

일반요인

정책요인

사회요인

소분류

내용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여신금리 등

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주식,채권

KOSPI지수, KOSDAQ지수, 회사채금리 등

부동산규제

부동산 개발규제, 부동산 펀드규제 등

세금정책

재산세, 양도세, 법인세 등

지역개발정책

도심재개발, 지역클러스터구축 등

경제활동인구

오피스빌딩 상주인구, 산업활동인구 등

기업체수

오피스빌딩 입주수요

산업구조변화

서비스 및 IT, 언텍트, 제4차산업동향

9)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제5판 양현사, 2009, 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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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접근요인

지역요인

환경요인

행정요인

입지요인

개별요인

건물요인

관리요인

소분류

내용

중심시설과의 거리

공공 및 편의시설, 중심상권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버스정류장, 지하철 접근의 용이성

주변도로의 계통 및 연속성

인근지역과의 접근 및 이동의 편리성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업무시설 및 상가 등 유사부동산의 집적도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풍부한 유동인구, 고객접근의 용이성

배후지의 규모

상권의 크기 등

용도지역지구제

용적률, 건폐율

고도제한 등 건축법

고도제한, 일조권 사선제한, 건축선 후퇴 등

공시지가수준

공시지가 가격수준, 변동률 등

토지면적

이용에 따른 적정규모

접면도로 폭 및 접면현황

접면도로 폭, 도로에 접한 전면토지폭, 각지 등

가시성

오피스빌딩 가시성 및 조망 등 개방감

건물규모

연면적, 층수(지상,지하), 높이

경과연수

빌딩의 노후도

부대설비

엘리베이터, 조명시설, IOT설비 등

건물구조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상태, 내부공간구조 등

주차편의성

주차관리시스템, 주차대수, 기계식, 자주식주차여부

임차인 구성

임대기간, 임대료수준 등

2) 헤도닉 가격모형의 변수설정
선행연구논문에서는 종속변수를 연면적당 매매가격이나 대지면적당 매매가격으로 설정
하여 헤도닉 가격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지면적, 연면적의 규모에 따른 매매단가는 부
동산의 개별성에 따라서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매매가격 총액을
종속변수로, 거시특성, 지역특성, 토지특성, 건물특성, 거래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
하였다. 단, 건물의 주요특성 중 하나인 연면적은 용적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변수의 중
복을 피하기 위하여 배제하였다.

- 193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8券 第4號(通卷 第58號)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단위

정의

종속변수

실제 매매가격

만원

오피스빌딩 매매시장에서의 실제 거래가격

회사채 금리

%

거래일에 해당되는 회사채 금리
(장외3년, AA-등급, 연%)

KOSPI지수

지수

거래일에 해당되는 공시된 KOSPI지수
(KOSPI 종가, 1980.01.04.=100)

지역권역

더미
변수

강남권역 = 1 도심권역, 여의도권역 = 0

공시지가

원/㎡

매매시점 당시 공시지가

대지면적

㎡

해당건물 대지면적

용도지역

더미
변수

일반상업지역 또는 중심상업지역 = 1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0

접면도로너비

m

토지가 접한 도로의 너비(폭)

지하철역 이동시간

분

가장 가까운 지하철까지 도보이동시간

지하철역 수

개

도보 10분 이내 지하철 역수

경과연수

년

경과년수 = 계약년도 - 준공년도

용적률

%

실제 용적률산정용 연면적/대지면적

건폐율

%

층수

층

주차대수

대

-

엘리베이터 수

개

-

매매주체

더미
변수

거시
특성
지역
특성

독립
변수

토지
특성

건물
특성

거래
특성

실제 건축면적/대지면적
해당건물 총 층수(지하층포함)

법인 = 1
법인이외 = 0

Ⅳ. 실증분석
1. 계층화 분석(AHP)
오피스빌딩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
련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감정평가사, 자산운용사, 시행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정보, 중소형 오피스빌딩 가격
결정요인 중 입지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각 분류에 따른 속성별‧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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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한 각각의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총 30부가 회수되
었으며, 그 중 4부는 결측치 존재 및 불성실 응답 설문으로 간주되어 26부로 범위를 한정지
었다.

1) 상대적 중요도 분석
중소형 오피스빌딩 가격결정요인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별로
AHP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AHP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합리적
이며, 여러 의사결정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유용한 계층적 의사결정 방법이다. 상대적
중요도 산출을 위해 Expert Choice 2000을 이용하여 분류별로 분석하였고, 실시했던 설문
응답의 일관성을 도출하기 위해 CR(Consistency Ratio)값 확인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
였다.

- 195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8券 第4號(通卷 第58號)

<표 3> 상대적 중요도 종합분석
0CR

대분 중요도
류
A

CR

중
중요도
CR
분
B
류

가격결정요인

금리
0.431
물가지수
0.292 0.030
주식,채권
0.277
부동산규제
0.387
0.318 0.047
세금정책
0.331 0.064
지역개발정책
0.282
경제활동인구
0.365
0.403
기업체수
0.398 0.028
산업구조변화
0.237
중심시설과의 거리
0.365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0.398
0.411
0.015
주변도로의 계통 및
0.237
연속성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0.356
0.031
0.303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0.356 0.046
배후지의 규모
0.288
용도지역지구제
0.377
0.286
고도제한 등 건축법 0.316 0.052
공시지가수준
0.307
토지면적
0.357
접면도로 폭 및 접면현황 0.412 0.015
0.341
가시성
0.231
건물규모
0.374
0.277 0.017
경과년수
0.359 0.024
부대설비
0.267
건물구조 및 관리상태 0.276
0.382
주차편의성
0.152 0.028
임차인 구성
0.572

경제
0.279
요인
일
반
정책
0.331 0.047
요
요인
인
사회
요인
접근
요인
지
역
0.431 0.031 환경
0.018
요
요인
인
행정
요인
입지
요인
개
별
건물
0.238 0.017
요
요인
인
관리
요인

중요도
CR
C

상대적
속성
요인
중요도
(A*B) (A*B*C)
순위
0.040
0.092 0.027
0.026
0.041
0.105 0.035
0.030
0.049
0.133 0.053
0.032
0.065
0.071
0.177
0.042

11
20
21
10
15
18
5
3
17
2
1

0.046
0.046
0.038
0.046
0.039
0.038
0.029
0.033
0.019
0.025
0.024
0.018
0.025
0.014
0.052

6
6
14
8
12
13
19
16
25
23
24
26
22
27
4

0.131

0.123

0.081

0.066

0.091

9

2) 퍼지(FUZZY) 분석
AHP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목표에 따라 변수를 나열하고, 대분류ㆍ중분류ㆍ 소분류로 요
인화하여 계층화로 처리하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AHP의 상대적 중요도는 상위의 중요도와 하위의 중요도를 곱하여 최종 중요도를
구함으로써 상위의 중요도가 하위의 중요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응답자들이 실제
느끼는 각 항목의 중요도를 실제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낳을 수 있다.10) 퍼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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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절대적 중요도의 평가방법은 하위 요인이 상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
함이며 전문가에 의한 설문결과는 퍼지측도의 평균을 이용하였으며 퍼지척도에 의한 요인의
절대적 중요도는 다음과 같다.
<표 4> 분류별 요인의 절대적 중요도
대분류 중요도 중분류 중요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0.563

0.601

0.582

경제
요인

0.482

정책
요인

0.592

사회
요인

0.615

접근
요인

0.667

환경
요인

0.630

행정
요인

0.506

입지
요인

0.570

건물
요인

0.590

관리
요인

0.588

소분류

내용

중요도

금리
물가지수
주식,채권
부동산규제
세금정책
지역개발정책
경제활동인구
기업체수
산업구조변화
중심시설과의 거리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주변도로의 계통 및
연속성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배후지의 규모
용도지역지구제
고도제한 등 건축법
공시지가수준
토지면적
접면도로 폭 및
접면현황
가시성
건물규모
경과년수
부대설비
건물구조 및 관리상태

한국은행 기준금리, 여신금리 등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KOSPI지수, KOSDAQ지수, 회사채금리 등
부동산 개발규제, 부동산 펀드규제 등
재산세, 양도세, 법인세 등
도심재개발, 지역클러스터구축 등
오피스빌딩 상주인구, 산업활동인구 등
오피스빌딩 입주수요
서비스 및 IT, 언텍트, 제4차산업동향
공공 및 편의시설, 중심상권과의 접근성
버스정류장, 지하철 접근의 용이성

0.615
0.388
0.442
0.631
0.604
0.540
0.662
0.675
0.510
0.677
0.685

인근지역과의 접근 및 이동의 편리성

0.638

주차편의성
임차인 구성

업무시설 및 상가 등 유사부동산의 집적도 0.644
풍부한 유동인구, 고객접근의 용이성

0.642

상권의 크기 등
용적률, 건폐율
고도제한, 일조권 사선제한, 건축선 후퇴 등
공시지가 가격수준, 변동률 등
이용에 따른 적정규모
접면 도로폭, 도로에 접한 전면 토지너비,
각지 등
오피스빌딩 가시성 및 조망 등 개방감
연면적, 층수(지상,지하), 높이
빌딩의 노후도
엘리베이터, 조명시설, IOT설비 등
유지보수상태, 내부공간구조 등
주차관리시스템, 주차대수, 기계식,
자주식주차여부
임대기간, 임대료수준 등

0.604
0.604
0.510
0.404
0.537
0.598
0.575
0.608
0.608
0.554
0.560
0.560
0.644

10) 신은정ㆍ유선종, “AHP-Fuzzy 보정을 이용한 셰어하우스 거주결정요인”, ｢감정평가학논집｣, 2016,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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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가격결정요인의 대분류, 중분류 등 요인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
해 쌍대비교행렬을 생성하고 AHP방법론에 의해 가중치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한다. 두 번
째로 중분류 요인에 대한 절대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절대적 비교 실시하
며, 이를 퍼지추론을 위해 주어진 값을 곱해 절대적 중요도를 산출한다. 세 번째로 상대적 중
요도와 절대적 중요도를 퍼지척도와 결합하여 보정한 중요도를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으로 보정된 가격결정요인의 중요도는 <표 5>와 같다.

<표 5> 중소형 오피스빌딩 가격결정요인 중요도 종합분석
대분류

보정
중요도

λ

C

중분류
경제
요인

일
반
요
인

0.557

정책
요인
사회
요인
접근
요인

지
역
요
인

0.725 -0.8811 1.683

환경
요인
행정
요인
입지
요인

개
별
요
인

0.401

건물
요인
관리
요인

보정
중요도

보정
중요도
금리
0.603
0.464
물가지수
0.409
주식,채권
0.388
부동산규제
0.682
0.529 -0.862 1.663
세금정책
0.583
지역개발정책
0.497
경제활동인구
0.639
0.670
기업체수
0.881
산업구조변화
0.281
중심시설과의거리
0.840
0.724
대중교통시설과의거리 0.916
주변도로의계통및연속성 0.545
인근토지의이용상황 0.669
0.534 -0.902 1.762 고객의유동성과의적합성 0.669
배후지의규모
0.541
용도지역지구제
0.547
0.504
고도제한등건축법
0.458
공시지가수준
0.445
토지면적
0.597
0.591
접면도로폭및접면현황 0.689
가시성
0.386
건물규모
0.656
0.480 -0.887 1.733
경과년수
0.630
부대설비
0.468
건물구조및관리상태 0.424
0.662
주차편의성
0.233
임차인구성
0.878
λ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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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λ

C

-0.699 1.400

-0.898 1.763

-0.922 1.801

-0.951 2.301

-0.929 1.880

-0.731 1.451

-0.874 1.672

-0.895 1.754

-0.894 1.535

서울시 주요권역 중소형 오피스빌딩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3) AHP 분석결과의 소결
중소형 오피스빌딩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량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전
문가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선정된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가격결정요인으로 AHP 분
석(일반요건, 입지요건, 건물요건 변수) 및 Fuzzy 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형 오피스빌딩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일
반요인(금리, 주식ㆍ채권, 세금정책, 기업체수 등)과 지역요인(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용도지역지구제 등), 개별요인(토지면적, 건물규모, 임차인 구성 등)으로 구
분하여 대분류ㆍ중분류ㆍ소분류 체계를 구축하였다.
AHP 분석결과 대분류의 중요도는 상대적 중요도 분석에서 지역요인, 일반요인, 개별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중요도 분석에서는 지역요인, 개별요인, 일반요인 순서로, 보정 중
요도에서는 지역요인, 일반요인, 개별요인 순서로 분석되었다. 대체로 지역요인이 가장 중요
하게 나타났고, 일반요인과 개별요인은 비슷한 중요도를 보였다.
중분류 중 일반요인의 중요도는 상대적 중요도, 절대적 중요도, 보정 중요도에서 모두 사
회요인, 정책요인, 경제요인 순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요인의 중요도 또한 상대적 중요도, 절
대적 중요도, 보정 중요도에서 접근요인, 환경요인, 행정요인 순으로 분석별 중요도가 동일한
순서로 분석되었다. 개별요인의 중요도는 상대적 중요도, 보정 중요도에서 관리요인, 입지요
인, 건물요인 순서로 분석되었다. 절대적 중요도에서는 건물요인, 관리요인, 입지요인 순으로
분석되었으나 각각의 중요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AHP결과를 보정하기 위해 Fuzzy분석을 병행하여 진행한 결과 상위 5개 요인은 대중교통
시설과의 거리, 기업체수, 임차인 구성, 중심시설과의 거리, 접면도로 및 접면현황으로 나타
났다. 임차인 구성이나 기업체수가 중요도 순위에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중소형 오피스빌딩
이 수익성부동산으로 인식되어 투자수익이나 자본차익이 가격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나 중심시설과의 거리는 부동산으로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
과의 접근성 등 오피스빌딩 이용자의 편의도에 따라 수요가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접면도로 폭 및 접면현황은 토지에 대한 특성으로 접면도로너비가 넓을수록, 도로에 접한
부지의 면이 길수록, 토지의 여러 면이 도로에 접할수록 부지의 활용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
으므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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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도닉 가격모형 분석
1) 분석모형의 설정
서울시 주요권역 중소형 오피스빌딩 매매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거래 가격을 종
속변수로, 거시특성, 지역특성, 토지특성, 건물특성, 거래특성을 독립변수로 각각 설정하여
OLS(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최소자승방법 회귀분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거
시특성 변수로 회사채금리, KOSPI 지수를, 지역특성 변수로 지역권역을, 토지특성 변수로 공
시지가, 대지면적, 용도지역, 전면도로너비, 지하철역 이동시간, 지하철역 수를, 건물특성 변
수로 경과연수, 용적률, 건폐율, 층수, 주차대수, 엘리베이터 수를, 거래특성의 변수로 선정하
고, 중소형 오피스빌딩 매매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하여
부동산 매매시장의 상황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매매가격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을
활용한 헤도닉 가격모형 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헤도닉 가격모형은 분석결과에 대한 직관적
인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수의 독립변수가 포함될 경우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회귀분
석모형의 기본 가정인 독립변수 간 독립성이 훼손되고 이로 인해 회귀분석의 추정 계수가 일
치추정량이 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독립변수 간 독립성의 가정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종속변수간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2단계 최소자승법 회귀분석(Two
Stage Least Squares Regression)을 사용하여 고자 한다.
2-SLS 모형 추정시 1단계 모형은 공시지가를 종속변수로, 토지 및 지역 특성 요인의 변수
들을 독립변수로 각각 설정하여 공시지가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1단계 모형 추정을 통해 산
정된 공시지가 추정치를 2단계 모형의 독립변수로 포함한다. 토지특성 요인 중 중소형 오피
스빌딩 매매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지하철역 이동시간, 지하철역수를 추가로 포함, 건
물특성요인 및 거시특성요인을 2단계 추정모형에 포함하였다.

2) 독립변수 예상효과
중ㆍ소형 오피스 빌딩을 매매하고자 할 때 매수자는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들은 입지
하고 있는 지역, 경과연수, 용적률, 주차대수, 접면도로너비, 지하철역 이동시간, 지하철역수,
공시지가, 매매주체 등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매매가격 결정요인별 가설은 <표 6>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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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헤도닉 모형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 예상효과
구분

변수

단위

정의

종속변수

실제 매매가격

만원

오피스빌딩 매매시장에서의 실제 거래가격

회사채 금리

%

거래일에 해당되는 회사채 금리
(장외3년, AA-등급, 연%)

-

KOSPI지수

지수

거래일에 해당되는 공시된 KOSPI지수
(KOSPI 종가, 1980.01.04.=100)

-

지역권역

더미변수

강남권역 = 1
도심권역, 여의도권역 = 0

+

공시지가

원/㎡

매매시점 당시 공시지가

+

대지면적

㎡

해당건물 대지면적

+

용도지역

더미변수

일반상업지역 또는 중심상업지역이면 = 1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면 = 0

+

접면도로너비

m

토지가 접한 도로의 너비(폭)

+

지하철역 이동시간

분

가장 가까운 지하철까지 도보이동시간

-

지하철역 수

개

도보 10분 이내 지하철 역수

+

경과연수

년

경과년수 = 계약년도 - 준공년도

-

용적률

%

실제 용적률산정용 연면적/대지면적

+

건폐율

%

층수

층

주차대수

대

-

+

엘리베이터 수

개

-

+

매매주체

더미변수

거시특성

지역특성

독립
변수

토지특성

건물특성

거래특성

실제 건축면적/대지면적
해당건물 총 층수(지하층포함)

법인 = 1, 법인이외 = 0

예상효과

+
+

+

3) OLS 및 2-SLS 회귀분석
OLS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형 오피스 빌딩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
하는 변수 중 지역권역, 공시지가, 대지면적, 용도지역, 접면도로너비, 지하철역 이동시간, 용
적률이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어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회사채금
리, KOSPI지수, 지하철역수, 경과연수, 건폐율, 주차대수, 엘리베이터수, 매매주체 변수는 통
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확률을 초과하여 모두 오피스빌딩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지역권역에 관한 베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이는 강남권역에 속하는 건물의 가격수준이 더 높으므로 이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유
추할 수 있다.
- 201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8券 第4號(通卷 第58號)

<표 7> OLS 회귀분석결과
Source

제곱합

df

MS

회귀분석

6.02186E+15

15

4.01458E+14

잔차

1.40262E+15

730

1.92139E+12

총계

7.42448E+15

745

4.03379E+14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종속변수
:매매가격



표준오차

상수

-773,377.67

790,929.05

회사채금리

-71,463.71

238,843.44

KOSPI지수

94.67

지역권역

Number of obs

=

746

F(15, 731)

=

107.935

Prob > F

=

.000

R-Squared

=

.811

Adj R-Squared

=

.807

Root MSE

=

1372117

t통계량

유의
수준

-0.978

.328

-.008

-0.299

446.68

.005

44,465.03***

176,792.27

공시지가

452.11***

대지면적

공선성통계
허용오차

VIF

.765

.387

2.582

0.212

.832

.385

2.597

.244***

9.725

.000

.411

2.432

0.01

.310***

13.016

.000

.457

2.190

1,396.38***

95.64

.308***

14.601

.000

.581

1.722

용도지역

329,978.09***

152,291.72

.280***

10.958

.000

.397

2.516

접면도로너비

36,998.99***

52,324.18

.112***

4.960

.000

.505

1.980

이동시간

-7,916.13***

12,838.08

-.089***

-3.239

.001

.342

2.921

지하철역수

-19,629.23

76,407.00

-.006

-0.257

.797

.561

1.782

경과연수

-20,170.21

5,284.74

-.014

-0.707

.480

.656

1.524

용적률

1,500.46***

463.21

.078***

3.817

.000

.624

1.602

건폐율

32,956.98

6,643.99

.012

0.617

.538

.718

1.393

총주차대수

25,425.47

2,614.48

.015

0.845

.399

.858

1.165

엘리베이터수

822,845.91

75,090.08

.049

2.167

.031

.503

1.986

매매주체

94,138.17

111,433.42

.005

0.252

.801

.591

1.693

베타

p-value *** < 0.01 ** < 0.05 * < 0.10

분석결과에 따르면 베타계수에 대한 차이는 발생하였으나, OLS분석에서 나타난 변수별
영향력의 순서는 전반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SLS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는 지역권역, 공시지가, 용도지역, 접면도로너비, 지하철역 이동시간,
지하철역수, 경과년수,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엘리베이터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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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SLS 회귀분석결과
<1단계 추정모형>
Source

제곱합

df

MS

회귀분석

2.73058E+16

5

4.55096E+15

잔차

3.11593E+16

740

4.21641E+13

총계

5.8465E+16

745

4.59312E+15

Number of obs
F(15, 731)
Prob > F
R-Squared
Adj R-Squared
Root MSE

=
=
=
=
=
=

746
107.935
.000
.467
.463
6467186

Number of obs
F(15, 731)
Prob > F
R-Squared
Adj R-Squared
Root MSE

=
=
=
=
=
=

746
168.956
.000
.717
.713
1679740

<2단계 추정모형>
Source

제곱합

df

MS

회귀분석

5.32244E+15

11

4.83858E+14

잔차

2.10204E+15

734

2.86381E+12

총계

7.42448E+15

745

4.86722E+14

<1단계 추정모형>
종속변수
:공시지가
(상수)
지역권역
대지면적
용도지역
접면도로너비
이동거리
지하철역수

비표준계수
표준오차

-561,442.67
1,241,182.20
2,750,684.72*** 211,338.96
255.37
357.15
8,966,373.77*** 556,791.15
3,643,858.30*** 745,767.16
-1,226,034.43** 342,598.68
186,883.49**
58,969.04

표준계수
베타
.372***
.020
.476***
.154***
-.123***
.099**

t통계량
-0.452
13.016
0.715
16.104
4.886
-3.579
3.169

유의
수준
.651
.000
.475
.000
.000
.000
.002

공선성통계
허용오차
VIF
.882
.914
.827
.729
.613
.747

1.133
1.095
1.210
1.373
1.632
1.340

p-value *** < 0.01 ** < 0.05 * < 0.10

<2단계 추정모형>
비표준계수
종속변수
:매매가격
표준오차

공시지가추정
351.12
0.01
회사채금리
-231,318.83
291,266.88
KOSPI
305.91
544.96
경과년수
-42,609.73***
5,861.86
용적률
1,534.19***
552.31
건폐율
50,683.15***
7,639.43
총주차대수
40,584.99***
2,954.18
엘리베이터수 1,054,042.50*** 89,409.47
매매주체
250,259.49
134,597.71
이동시간
-14,003.05***
15,545.61
지하철역수
-8,641.13
88,980.27

표준계수
베타
.389
-.025
.018
-.091***
.226***
.039***
.164***
.173***
-.021
-.358***
-.002

p-value *** < 0.01 ** < 0.05 *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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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통계량
13.738
-0.794
0.561
-2.778
8.752
6.634
7.269
6.634
-0.901
-11.789
-0.097

유의
수준
.000
.427
.575
.001
.000
.000
.000
.000
.368
.000
.923

공선성통계
허용오차
VIF
.480
2.083
.388
2.577
.386
2.594
.359
2.786
.580
1.725
.569
1.757
.756
1.323
.569
1.757
.730
1.371
.418
2.393
.6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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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헤도닉 가격모형 분석결과의 소결
중소형 오피스 빌딩 매매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OLS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변수 중 표준베타계수 크기에 따른 순서는 공시지가 > 대지면적 > 용도지역 > 지역권역
> 접면도로너비 > 지하철역 이동시간 > 용적률 순으로 오피스 빌딩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형 오피스 빌딩 매매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2-SLS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 추정모
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변수 중 표준베타계수 크기에 따른 순서는 용도지역 > 지역권
역 > 접면도로너비 > 지하철역 이동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2단계 추정모형에서 통계적 유의
성을 갖는 변수 중 표준베타계수 크기에 따른 순서는 1단계에서 추정한 공시지가 > 지하철역
이동시간 > 용적률 > 엘리베이터수 > 주차대수 > 경과연수 > 건폐율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OLS 및 2-SLS분석결과를 비교하면 각각 분석결과 내 변수의 베타계수가 차이는 있지만,
OLS의 변수별 영향력의 순서와 2-SLS의 변수별 영향력 순서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분
석되어 동일한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분석결과 비교
정성적 분석방법으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과 Fuzzy분석을 병행하고, 정량적
분석방법으로는 헤도닉 가격모형에 근거한 OLS 분석 및 2-SLS 분석을 실행하였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표 9>와 같이 AHP-Fuzzy 분석결과의 중요도 순서
에 따라서 정리될 수 있다. 각 분석방법 비교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여 도
출된 AHP- Fuzzy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OLS 분석, 2-SLS 분석에 의해 도출된 통계적 유의
성을 갖는 변수 중 주요한 요인과 연관시켜 비교분석하였다.
<표 9> 분석결과 비교
순위

AHP-Fuzzy 분석

OLS 분석

2-SLS 분석

1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지하철역 이동시간, 공시지가

지하철역 이동시간, 공시지가

2

기업체수

지역권역

-

3

임차인구성

지역권역

경과연수, 주차대수,
엘리베이터수

4

중심시설과의 거리

지역권역, 공시지가

공시지가

5

접면도로 폭 및 접면현황

접면도로너비, 공시지가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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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AHP-Fuzzy 분석

OLS 분석

2-SLS 분석

6

부동산 규제

-

-

7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접면도로너비, 지하철역
이동시간

지하철역 이동시간

8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지역권역, 공시지가

공시지가

9

건물규모

대지면적, 용적률,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엘리베이터수

10

경제활동인구

지역권역

-

결론적으로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성적 분석에 의한
중요요인과 정량적 분석에 의한 중요요인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정성적 분석에서는 정량화 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임차인 구성이나 기업체
수가 중요도 순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수익성 부동산의 가격은 투자수익이나 자본차익에 따
라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공간수요의 니즈(Needs)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나 중
심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임대수요에 따른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므로 가격이 높게 결정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Ⅴ. 결 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금융기관 고정금리상품의 이자율
하락,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라 실물자산을 더욱 선호하게 되면서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투자처로 인식되어 중소형 오피스빌딩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오피스빌딩의
매매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당사자 이외에는 자료의 수집이 어렵고, 관련 분야
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개인 자산가에게는 투자대상의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매매가격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한 정성적 분석과 실제 매매
된 자료를 통한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정성적 분석방법을 통하
여 비정량적 요소가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기존 선행
연구논문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정량적 분석방법을 병행하였다. 정성적 분석방법은 선행연구
논문 분석과 부동산 일반이론,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가격결정요인을
설정하고, 부동산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 및 Fuzzy 분석을 실행하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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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 분석방법은 헤도닉 가격모형에 근거한 OLS 분석을 실행하였다.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독립변수 간 독립성의 가정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종속변수간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2-SLS 분석을 병행하였다.
정성적 분석결과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10개 요인은 대중
교통시설과의 거리, 기업체 수, 임차인 구성, 중심시설과의 거리, 접면도로 폭 및 접면현황,
부동산 규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건물규모, 경제활동인구 순으
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정량적 분석방법 중 OLS분석 결과, 중소형 오피스 빌딩매매가격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시지가, 대지면적, 용도지역, 지역권역, 접면도로너비, 지하철역 이동시
간, 용적률 순으로 나타났다. 2-SLS 분석 결과는 1단계 추정모형에서 용도지역, 지역권역, 접
면도로너비, 지하철역 이동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2단계 추정모형에서는 공시지가, 지하철역
이동시간, 용적률, 엘리베이터 수, 주차대수, 경과연수, 건폐율 순으로 나타났다. 정성적 분석
과 정량적 분석에 의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은 각 분석방법별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부동산시장 4분면 모형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체 수, 임차
인 구성, 부동산 펀드에 대한 규제와 부동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부동산 개발규제
등을 중요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고, 중소형 오피스빌딩을 수익성 부동산으로 인식하여 임대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량화 될 수 없어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며, 일반 투자자
들이 객관적 지표로만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선
행연구에서 정량적 분석방법으로만 행해졌던 부분을 정성적 분석방법을 병행하여 비교 검토
하였다. 비전문가가 투자대상 부동산을 분석할 때 부동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도출된 가격결
정요인의 우선순위을 차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투자대상을 비교ㆍ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는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가격결정요인을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에 의하여 도
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으나 정성적 분석결과에서 기업체의 수나 임차인 구성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화하기 어려워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측면
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정성적 분석요인에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풍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량적 분석방법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형 오피스빌딩은 수익성부동산
으로서 자본환원률(Cap. Rate)과 순운영수입(NOI) 등 운영수입에 관련한 요소가 매매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나 대형 오피스빌딩에 비하여 운영수입이 비공개적이고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현실적으로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바,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수익자료 수집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연구의 방법 측면에서 정성적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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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분석에 따른 결과를 상호 비교분석함이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각
분석방법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수단으로만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왔다. 따라서, 향
후 근본적으로 특성이 다른 분석방법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학계에서 비교기준에 대한 정립
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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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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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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년 4월 21일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는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을 수립하고, 부동산학의 저변확대와 특히
학문적 이론 및 응용분야를 개척ㆍ연구하여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기초 자
료로 삼는 한편, 올바른 부동산개념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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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적ㆍ체계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분
야의 학술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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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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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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 -

제3조(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직접 행하거나 일정 부분 이상에 대해 기여한 연구에 대해
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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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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ㆍ간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조사ㆍ심의ㆍ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의사ㆍ심의)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지목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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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학회지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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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분기별 다이제스트 발간

부동산학의 지변확대와 특히, 학문적 이론

ㆍ 분기별 특강개최

및 응용분야를 개척ㆍ연구하여 공공의 이익

ㆍ 학술대토론회 개최

실현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로 삼는

ㆍ 부동산 Consultant 운영

한편 올바른 부동산개념을 갖도록 하는데 그

ㆍ 국제학술교류 및 제휴

목적이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자

ㆍ 용역사업 수행 등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립한 비영리학
▣ 가입절차

술단체입니다.

ㆍ 본 학회지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 입회원서에
2. 본 학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
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해(1991.9.9) 설립된

기재한 후에 회장단의 심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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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지연에 얽매인 과거의 어두웠던 그림자를
모두 청산하고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
여 활동할 수 있는 부동산 대화의 한마당입니
다.
4. 본 학회는 내실있고 비중있는 학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관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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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마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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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우편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단체(기업)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 첨 부
(1) 연혁서

1부

(2) 사업자등록번호사본

1부

(3) 사업내역서
ㆍ설립목적
ㆍ사업내용
ㆍ조직 및 기구
ㆍ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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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한글)

소속

(영문)

직위

주 소
전 화

이메일

논문제목

원 고 내 용 요 약

논문 심사비(10만원)
원 고

제 출

매 수

일 시

접 수

접 수

일 자

순 서

카카오뱅크 3333-11-4301587 (강은택)
성 명
게재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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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금번 제

호

차기 제

호

회원 동정사항 통지 안내문

임ㆍ회원 여러분의 동정사항을 전체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효율적인 회원관리와 학회지 및
다이제스트 회원동정란 게재에 참고하고자 회원 동정사항 기재란을 송부하오니 해당되시는
임ㆍ회원님께서는 본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요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1. 주소변동, 사무소이전, 직장변동, 취업, 승진, 퇴직, 개업 등에 관한 사항(시 주소지, 사
무소 위치, 회사명(기관명), 직위 및 직책, 주업종, 변경된 전화번호 등을 기재)
2. 입학, 졸업, 학위취득(석ㆍ박사), 유학,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에의 취업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년도, 학교명, 학위취득(석ㆍ박사 학위명칭), 국가명, 연구기관명 등을 기재)
3. 각종 저서, 논문발표, 방송출연, 투고(신문, 전문지, 잡지 등) 등에 관한 사항(저서명, 논
문주제 및 내용, 방송사 및 언론사명칭, 투고지 등을 기재)
4. 각종 학술발표회, 세미나, 공청회, 국내외 주요회의, 해외시찰 등의 개최, 참석 등에 관
한 사항
5. 각종 애ㆍ경사(직계 존비속 표함)에 관한 사항
6. 상기 기재요령을 참고로 하여 뒷면의 기재란을 이용하되 별도의 용지나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한 통지도 가능함

▣보 낼 곳▣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2 열린M타워2. 11층 1113호
TEL. (02) 3446-2101

FAX. (02) 3446-8840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사무국
E-mail : kres2002@hanmail.net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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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ㆍ회원 동정사항 기재란

성명 : (한글)
직위(학회) :
연락처 : (자택)
(한자)

사항란(해당란에 ○표)

기재란(앞면 기재요령 참고하여 상술)

1

주소변동, 사무소 이전 직장변동,
취업, 승진, 퇴직, 개업

2

입학, 졸업 및 학위취득, 유학,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에의 취업,
파견

3

각종 저서, 논문 발표, 방송출현,
투고
(신문, 잡지, 전문지)

4

학술발표회, 세미나공청회, 국내외
주요회의, 해외시찰

5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회갑,
기타 경사, 사망, 입원 등 기타 애사

6

기타 중요한 동정사항

※ 기재란에 구애받지 마시고 별지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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