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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구매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이영미*⋅서진형**⋅이춘원***

A Study on the Selection Factor for the Purchase of
Multiplex Housing
Lee, Young Mi⋅Seo, Jin Hyeong⋅Lee, Choon Won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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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ABSTRACT
The domestic economic downturn and rapidly rising apartment price are enormously influencing the
stabilization of the housing for the ordinary people and have become the reason the ordinary people,
who feel burdened by the housing price, look for inexpensive multiplex housing. This study examin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of multiplex housing, the factors that primarily concerned
them when they chose multiplex housing, the housing satisfaction they feel while living in the multiplex
housing, and how such factors influenced the determination factor for the purchase of the multiplex
housing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residents of multiplex housing were most satisfied with the
socioeconomic factors, more satisfied when the period of living was shorter, and more satisfied with the
internal factors when the residents had higher education, and this indicated the tendency of giving
priority to stable living alongside the improvement of internal factors of the multiplex housing regardless
of the educational background. The satisfaction with external factors was higher when the period of
living was shorter and women showed higher satisfaction than men with socioeconomic factors. The
residents of multiplex housing were the most satisfied with socioeconomic factors followed by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in respective order.
Therefore, it is deemed that the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the price, location, low maintenance
fee, distance to work, transportation, and stable living act as important determination factors for
consumers when they are purchasing the multiplex housing.
Key word : Multiplex Housing, Resident of Multiplex Housing, Housing Satisfaction, Determination Factor for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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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내 경기 악화와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은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
다. 이로 인해 주거비에 부담을 느낀 서민들은 주거비가 저렴한 다세대주택을 찾게 되는 계기
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다세대
주택을 선택했을 때 어떤 요인들을 우선으로 선택해 살고 있는지와 거주하면서 느끼는 주거
만족도는 어떠한지 그 요인들이 구매선택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알
아보았다.
실증분석결과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는 사회·경제적요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
고,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았으며 고학력일수록 내부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적 요인이 개선됨에 따라 학력에 구분없이 생활안정을 우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외부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으며 남
성보다 여성이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세대주택의 주거만족도는 사
회·경제적요인, 외부적요인, 내부적요인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요인의 가격, 위치, 관리비 저렴, 직장과의 거리·교통, 생활안정 등은 주택
수요자들이 다세대주택을 구매할 때 중요한 구매선택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거주자, 주거만족도, 구매선택요인.

Ⅰ. 서 론
정부는 대규모 공급방식이 한계점에 도달하자 도시의 자투리땅과 저밀도 주거지역의 노후
주택들을 활용한 다세대주택 공급이었다. 다세대주택은 제도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 중반부
터 1990년 중반까지 활발하게 공급되었지만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주거형태였다.1) 하지
만 최근 기획재정부의 “2018년 3월 최근 경제동향”2)을 보면 국제금리는 이미 상승되어 있고
국내금리도 상승하고 있으며 생활물가 또한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경제위기라는
경각심이 팽배해지고 있다. 또한 아시아경제3)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첫
1) 백두진, “서울시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중교통 및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6, p.1.
2) 기획재정부, “18. 3월 최근 경제동향”, 보도자료, 2018. 3. 9. p.40.
3) 아시아경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첫 7억원 돌파...9개월새 1억원↑”, 2018. 2. 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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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돌파...9개월새 1억원↑”라는 현실은 서민들의 주거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어 주거
비에 부담을 느낀 서민들은 서울근교인 외곽으로 이동하는 결과로 작용하며 아파트보다 저렴
한 다세대주택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제금리상승과 불안한 경제 상황, 급격하게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에 중산층은 무너졌으며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부익부빈익빈
이라는 말은 주택을 선택할 때에도 적용된다. 구매능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주택을 선택할 때
어느 위치에 어떠한 교육환경과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4)가 얼마만큼 잘 갖추
어 져 있는지와 입지환경은 얼마나 쾌적한지를 우선해서 구매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구매
능력이 떨어지는 수요자들은 주거환경을 우선하기보다 저비용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됨에도 소규모로 건축되어 주택관리 등 여러 가지 불편이 따
르는 것이 현실이지만 주택이니 만큼 수요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 수요자들이 다세대주택을 선택할 때 어떠한 요인들을 생각하고 선
택하고 있는지 그 요인이 구매선택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주거만족도 관련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주거만족도를 어떠한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계층의 분류에 따른 주거만족도,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만
족도,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따른 주거만족도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
따라서 본 연구는 다세대주택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과 실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주거만족도를 설문조사하였고 여러 학위논문과 학술지등 선행연구들의 자료를 참고해
다세대주택의 주거만족도의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다세대주택의 구매선택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공
간적 범위는 경기도를 선정하였고 문헌적 연구 방법과 문헌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
문조사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차별성
1. 이론적 고찰
본 연구를 위해 주택을 구매할 때 어떠한 요인을 보고 선택하는지를 알아보고자 관련 선
4) 홍성진·신우화·신우진, “기초생활인프라가 국가최저기준 충족수준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46호, (사)대한부동산학회, 2017, pp.50~51.
5) 권대중·강은택, “주거점유형태와 주거이동 동기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부동산학회지」, 제
40호, (사)대한부동산학회, 2015,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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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박재용(2018)6)은 “소형주택의 구매결정요인이 거주자 만족도 및
계속 주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입지환경·건물환경·단지특성·가격특성요인이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만족도는 계속거주의향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었고 브랜드이미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실내
환경요인과 가격특성요인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용외 1인(2017)7)의 “다
세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인식”에서 다세대주택은 역후광효과가 존재하는데 좋은 측면
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좋은 측면들의 평가가 공평하지 못한 점이 존재하였고 긍정적 인식은
다세대주택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
긍정적 인식이 아주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인규(2016)8)는 “신규공동주택의 구매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신규공동주택의 구매의도를 높이는데 밀접한 관련성을 지
닌 요인으로 입지 환경요인, 경제적요인, 직원 설명에 대한 만족도 요인이었으며 이는 주택을
구매할 때 중요한 구매결정요인이며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에 따라 구매 결정요인이 구매의도
에 다르게 영향을 미쳐 라이프스타일이 구매의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오수철(2016)9)의 “주택유형별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결혼 여부, 연소득,
학력, 동거인 수에 따라 주택 유형에 차이가 있었고 연소득, 학력, 동거인 수, 거지지역에 따
라서 주택 소유 형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배경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
는 성별에 따른 쾌적성 요인이 차이가 있었고,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안전성 요인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아파트 거주자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거주자보다 평균적으로 주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가 거주자가 만족도가 더 높았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경
제성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 볼 때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내부적, 외부적, 사
회·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다세대주택은 경제적 요인이 주
거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주거만족도는 주택 구매선택요
인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됨을 알 수 있었다.

6) 박재용(2018), “소형주택의 구매결정요인이 거주자 만족도 및 계속 주거의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
위논문, 동의대학교, 2018, p.100.
7) 박성용·김형근,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연구”, 「한국상품학회」, 제35권 제2호, (사)한국상
품학회, 2017.
8) 송인규, “신규공동주택의 구매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2016.
9) 오수철, “주택유형별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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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성
주거는 과거 생물학적 생존욕구를 충족하는 장소에서, 최근 사회적 환경 속에서 관계를
맺는 의미가 더 부각되고 있다.10)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주거환경의 특성에 대하여 거주
하는 주택에 대한 기대감, 주거욕구에 대한 충족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주거환
경의 질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11)개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일생주기단계와 같은 개인의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Marans &
Rodgers), 개인적 특성은 주거환경에 대한 지각(Francescato, Marans), 주거환경에 대한
태도 및 의도(Fishbein, Ajzen), 환경과 관련된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분석될 수 있다.12)
다세대주택에 대한 선행연구와 주거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주거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간의 차이와 다세대주택
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거주자들의 인문학적 특
성과 거주하면서 느끼는 주거만족도를 반영한 연구가 아니므로 선행 연구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존 연구자들과 다르게 거주자들이 현재 다세대주택을 선택해 살고 있
는 이유와 거주하면서 느끼는 주거만족도와 주거만족도 요인들이 다세대주택 구매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조사 개요
통계청 2017년 주거실태조사13)를 살펴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음으로 다세대주택이
주거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자는 다세대주택을 구매할
때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구매하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
10) 이한나·김승회,“준고령자와 고령자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대한부동산학회」, 제44호, (사)대
한부동산학회, 2017, p.85.
11) 김상돈,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만족도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
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p.30∼31.
12) 이주택, “주거환경만족도 요인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93, p.2.
13) 아파트는 10,029,644호, 단독주택은 3,967,776호, 다세대주택은 2,000,783호, 연립주택은 492,469
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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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의 조사기간은 2018년 9월 20일 부터
2018년 10월 20일까지 한정하였고 설문지는 모두 6가지 문항으로 총400부를 배부하여 이중
330부를 수거하였으며 불성실 답변 등 오류 각 33부를 제외한 297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다세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
며 내용적 범위로는 다세대주택 선택이유와 주거만족도 요인들이 가구특성에 따른 구매선택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세대주택 주거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의 계수로 판단하였고 다세대주택 주거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세대주택 주거만족도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다중범위 검정(Scheffe'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였
다. 다세대주택 주거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신뢰도 검증

신뢰도란 동일한 대상, 특성 또는 구성을 비교가능하고 독자적인 측정으로 나타난 결과들
이 어느 정도 유사한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존가능성, 안전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즉,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측정을 되풀이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신뢰성의 측정방법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동일한 대상에 시간을 달리하여 적용결과를 비교
하는 검증-재검증, 항목분할 측정치의 상관도, 내적 일관성 등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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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구인 신뢰성은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
다고 판단한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 <표 1>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주거만족도의 내부적·외부적·사회·경제적요인별 신
뢰도 계수값이 모두 0.8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고 주거만족도 계수값 역시 0.9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분석에서 신뢰도를 높인다.
<표 1> 주거만족도의 신뢰도 검증
구분
주거만족도

문항수

Cronbach's 

내부적 요인

7

.838

외부적 요인

6

.843

사회·경제적 요인

12

.849

25

.927

주거만족도

2.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이 성별은 ‘남성’이
41.4%, ‘여성’이 58.6%이었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82.8%, ‘미혼’이 17.2%이었다. 연령
은 ‘50대’가 37.7%, ‘40대’가 23.2%, ‘60대 이상’이 17.8%, ‘30대’가 14.1%, ‘20대’가
7.1% 순이었고, 학력은 ‘고졸’ 50.5%, ‘대학교졸’ 37.0%, ‘중졸’ 10.1%, ‘대학원졸’ 2.4% 순
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는 ‘4인’이 47.5%로 가장 많았고, ‘3인’은 21.9%, ‘2인’은 17.2%, ‘5
인 이상’은 11.1%, ‘1인’은 2.4% 순이었다. 거주기간은 ‘5년 이상’ 57.2%, ‘3-4년’ 18.9%,
‘1-2년’ 17.2%, ‘1년 미만’ 6.7% 순이었으며, 직업은 ‘자영업·전문직’ 31.3%, ‘주부’ 25.3%,
‘회사원’ 22.6%, ‘근로자’ 16.8%, ‘학생’ 4.0% 순이었고, 월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
33.0%, ‘200만원 미만’ 30.3%, ‘300-400만원 미만’ 22.6%, ‘400-500만원 미만’과 ‘500만
원 이상’이 각각 7.1% 순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을 선택한 이유로는 ‘가격’이 47.8%로 가
장 많았고, 이어서 ‘위치’가 13.5%, ‘관리비 저렴’이 10.1%, ‘직장과의 거리’와 ‘생활안정’이
각각 6.4%, ‘교육·생활 인프라’와 ‘교통’이 각각 3.4%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다세대주택은 40∼50대의 4인 가족이 주로 거주하
고 있으며 자영업·전문직의 월소득 200∼300미만인 거주자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다세대
주택을 선택할 때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위치, 관리비 저렴, 직장
과의 거리, 생활안정 순으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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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성별
결혼상태

연령

학력

가족수

거주기간

직업

월 소득

다세대주택
선택이유

빈 도(N)

백분율(%)

남성

123

41.4

여성

174

58.6

기혼

246

82.8

미혼

51

17.2

20대

21

7.1

30대

42

14.1

40대

69

23.2

50대

112

37.7

60대 이상

53

17.8

중졸

30

10.1

고졸

150

50.5

대학교졸

110

37.0

대학원졸

7

2.4

1인

7

2.4

2인

51

17.2

3인

65

21.9

4인

141

47.5

5인 이상

33

11.1

1년 미만

20

6.7

1-2년

51

17.2

3-4년

56

18.9

5년 이상

170

57.2

주부

75

25.3

학생

12

4.0

자영업/전문직

93

31.3

근로자

50

16.8

회사원

67

22.6

200만원 미만

90

30.3

200-300만원 미만

98

33.0

300-400만원 미만

67

22.6

400-500만원 미만

21

7.1

500만원 이상

21

7.1

가격

142

47.8

위치

40

13.5

유지/관리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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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N)

백분율(%)

교육/생활 인프라

10

3.4

직장과의 거리

19

6.4

교통

10

3.4

시공만족

4

1.3

공간구조 및 인테리어

6

2.0

외관

2

.7

조망

3

1.0

방범 및 보안

1

.3

주차

4

1.3

관리비 저렴

30

10.1

생활안정

19

6.4

297

100.0

전체

3. 다세대주택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와 같이 주거만족도 전체의 평균은 2.98로, ‘사회·경
제적요인’(M=3.06), ‘내부적요인’(M=2.97), ‘외부적요인’(M=2.83) 순으로 다세대 주택에 대
한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는 사회·경제적 요
인이 가장 높았는데 세부적 요인을 살펴봤을 때 가격과 위치, 관리비저렴, 직장과의 거리, 생
활안정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표 3> 주거만족도
구 분
주거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내부적요인

2.97

.67

외부적요인

2.83

.72

사회·경제적요인

3.06

.50

2.98

.53

주거만족도

- 13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1號(通卷 第51號)

4. 연구 분석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의 차이분석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다세대주택 선택이유에 따른 주거만족도의 차이는 유
의미하였으나, 성별, 결혼상태, 연령, 학력, 가족 수, 직업,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세대주택 거주기간은 2년 미만(M=3.13), 5년 이상(M=2.94), 3-4년(M=2.91) 순으로
다세대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았다(F=3.934, p<.05). 다
세대주택 선택이유는 생활안정(M=3.27), 위치(M=3.12), 기타(M=3.06), 직장과의 거리·교통
(M=3.05), 관리비 저렴(M=2.97), 가격(M=2.87) 순으로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3.138, p<.01).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다세대주택은 보통 분양받아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심리적 기대감으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은데 주거만족도 요인 중 거주자들
이 먼저 고려한 요인은 생활안정과 위치, 직장과의 거리·교통, 관리비저렴, 가격순이었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의 차이분석
구분
성별

학력

거주기간

다세대 주택
선택이유

N

평균

표준편차

남성

123

2.91

.52

여성

174

3.03

.54

중졸

30

2.97

.56

고졸

150

2.92

.49

대학교졸 이상

117

3.07

.57

2년 미만 (a)

71

3.13

.49

3-4년 (b)

56

2.91

.54

5년 이상 (c)

170

2.94

.54

가격

142

2.87

.51

위치

40

3.12

.60

직장과의 거리/교통

29

3.05

.48

관리비 저렴

30

2.97

.46

생활안정

19

3.27

.48

기타

37

3.06

.59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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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p

Scheffe

-1.853

.065

-

2.566

.079

-

3.934*

.021

a,c>c,b

3.138**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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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부적 요인 만족도의 차이분석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부적요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이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학력과 거주기간, 다세대주택 선택이유에 따른 내부적요인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성별, 결혼상태, 연령, 가족 수, 직업, 월 소득에 따른 차이
는 없었다.
거주자의 학력은 대학교졸 이상(M=3.09), 중졸(M=2.97), 고졸(M=2.87) 순으로 내부적요
인 만족도가 높았으며(F=3.769, p<.05), 다세대주택 거주기간은 2년 미만(M=3.24), 3-4년
(M=2.95), 5년 이상(M=2.86) 순으로 다세대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거주자의 내부적요
인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F=8.632, p<.001). 다세대주택 선택이유는 생활안정(M=3.25), 기
타(M=3.12), 직장과의 거리, 교통(M=3.07), 위치(M=3.06), 관리비 저렴(M=2.94), 가격
(M=2.85) 순으로 내부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371, p<.05).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내부적요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다세대주택은 분양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신축 건물 특성상 내부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최근 지어진 다세대주택은 건축기술의 발달과 건축업자의 의식변
화에 따라 내부적 요인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 고학력의 거주자들이 생활안정과 삶의 만족도
를 위해 내부적 요인이 개선된 다세대주택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부적요인 만족도의 차이분석
구분
성별

학력

평균

표준편차

남성

123

2.90

.65

여성

174

3.02

.68

중졸

30

2.97

.76

고졸

150

2.87

.63

대학교졸 이상

117

3.09

.67

2년 미만 (a)

71

3.24

.65

3-4년 (b)

56

2.95

.61

5년 이상 (c)

170

2.86

.66

가격

142

2.85

.63

위치

40

3.06

.71

직장과의 거리/교통

29

3.07

.77

관리비 저렴

30

2.94

.49

생활안정

19

3.25

.68

기타

37

3.12

.71

거주기간

다세대 주택
선택이유

N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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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p

Scheffe

-1.572

.117

-

3.769*

.024

-

8.632***

.000

a>b,c

2.371*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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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부적요인 만족도의 차이분석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부적요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6>와 같이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다세대주택 선택이유에 따른 외부적요인 만족도
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성별, 결혼상태, 연령, 학력, 가족수, 직업,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세대주택 거주기간은 2년 미만(M=3.06), 3-4년(M=2.76), 5년 이상(M=2.76) 순으로
다세대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거주자의 외부적요인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F=4.795,
p<.01), 다세대주택 선택이유는 생활안정(M=3.21), 위치(M=3.02), 기타(M=3.00), 직장과의
거리·교통(M=2.91), 관리비 저렴(M=2.77), 가격(M=2.68) 순으로 외부적 요인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488, p<.01).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외부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신축 다세대주택은 건물 외관 등이 깨끗하고 기본적인 자체관리가 되고 있으며
1세대 1주차로 거주 만족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부적요인 만족도의 차이분석
구분
성별

학력

거주기간

다세대 주택
선택이유

N

평균

표준편차

남성

123

2.78

.72

여성

174

2.87

.71

중졸

30

2.79

.75

고졸

150

2.76

.69

대학교졸 이상

117

2.93

.74

2년 미만 (a)

71

3.06

.72

3-4년 (b)

56

2.76

.74

5년 이상 (c)

170

2.76

.69

가격

142

2.68

.69

위치

40

3.02

.74

직장과의 거리/교통

29

2.91

.69

관리비 저렴

30

2.77

.62

생활안정

19

3.21

.72

기타

37

3.00

.76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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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p

Scheffe

-1.116

.265

-

1.848

.159

-

4.795**

.009

a>b,c

3.488**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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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경제적요인 만족도의 차이분석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경제적요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는 <표 7>와 같이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요인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
미하였으나, 결혼상태, 연령, 학력, 가족수, 거주기간, 직업, 월 소득, 다세대주택 선택이유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성별은 남성(M=2.99)보다 여성(M=3.11)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
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97, p<.05).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다세대주택의 거주자는 남성(M=2.99)보다 여성
(M=3.11)이 사회·경제적요인 즉, 가격과 위치·관리비저렴·직장과의 거리·생활안정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여성(M=3.11)이 사회·경제적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
이다.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경제적요인 만족도의 차이분석
구분
성별

학력

거주기간

다세대 주택
선택이유

N

평균

표준편차

남성

123

2.99

.49

여성

174

3.11

.50

중졸

30

3.06

.45

고졸

150

3.02

.45

대학교졸 이상

117

3.12

.57

2년 미만

71

3.11

.44

3-4년

56

2.96

.49

5년 이상

170

3.08

.53

가격

142

2.98

.48

위치

40

3.19

.57

직장과의 거리/교통

29

3.11

.40

관리비 저렴

30

3.08

.48

생활안정

19

3.30

.45

기타

37

3.06

.57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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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p

Scheffe

-2.097*

.037

-

1.191

.305

-

1.468

.232

-

2.234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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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세대주택 주거만족도의 상관관계
다세대주택 주거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8>와 같이 향후 다세대주택 주거
만족도는 사회·경제적요인(r=.899, p<.001), 외부적요인(r=.892, p<.001), 내부적요인
(r=.882, p<.001)순으로 정의 상관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내부적요인은 외부적요인(r=.746,
p<.001), 사회·경제적요인(r=.651, p<.001)과 높은 정의 상관이 있었고, 외부적요인은 사회·
경제적요인(r=.688, p<.001)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다세대주택 주거만족도는 사회·경제적요인과 연관성
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부적요인, 내부적요인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다세
대주택 주거만족도는 사회·경제적요인이 먼저 고려되고 있다는 분석결과이다.

<표 8> 다세대주택 주거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주거
만족도

주거만족도
내부적

외부적

사회·경제

내부적요인

1

외부적요인

.746***

1

사회·경제적요인

.651***

.688***

1

.882***

.892***

.899***

주거만족도

전체

1

*** p<.001

Ⅴ. 결 론
우리 삶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인데 이 중 다세대주
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음으로 주거지로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거형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다세대주택을 선택할 때 어떠한 요인을 보고 선택했는지
와 주거만족도를 분석하여 이 요인들이 다세대주택 구매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
았다.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구매선택요인이 되는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사항과 같다.
첫째,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는 사회·경제적요인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내부적요인, 외부적요인 순으로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분석에서 다세대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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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분양받아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심리적 기대감으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은데 주거만족도 요인 중 거주자들이 먼저 고려한 요인은 생활안정과 위치, 직장과의 거리,
관리비저렴, 가격순이었다.
셋째,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부적요인 만족도의 차이분석에서 다세
대주택은 분양에 따른 내부적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최근 지어진 다세대주
택은 건축기술의 발달과 건축업자의 의식변화에 따라 내부적요인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 고학
력의 거주자들이 생활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적요인이 개선된 다세대주택을
선택하였다고 분석된다.
넷째,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부적요인 만족도의 차이분석에서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외부적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신축 건물 특성상 건물 외관이 깨
끗하고 기본적인 자체관리가 되고 있으며 1세대 1주차로 거주 만족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다섯째,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경제적요인 만족도 차이분석에서
다세대주택의 거주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경제적요인 즉, 가격과 위치·관리비저렴·직장
과의 거리·생활안정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여성이 사회·경제적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섯째, 다세대주택 주거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
도는 사회·경제적요인과 연관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부적요인, 내부적요인 순으로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주거만족도 중 사회·경제적요인의 가격, 위치, 관리비저렴, 직장과의
거리·교통, 생활안정 등은 주택수요자들이 다세대주택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고려되는 구매
선택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의 다세대주택 선택이유와 주거만족도가 다세대주택 구매
선택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로서 의의를 두고 있으나, 일부지역만을 한정
하여 조사하였기에 지역적 한계가 존재한다. 주택은 유형별로 구매선택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만을 한정하여 분석한 점 또한 한계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세대주택의 발전을 위한 연구이기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다세대주택
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주택수요자들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다세대주택의 물리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 수요자들의 주
거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며 연구자들은 그 정책을 이끌어 주는 유
용한 연구를 지속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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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housing wealth effect according to tenure type in terms of household
expenditure using panel analysi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characteristics related to
household, residential, economic, and asset and mortgage affect the household expenditure. In
particular, household, resident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were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expenditure for homeowners, while only the household size, age, and income are significant for the
renters. In the case of asset and mortgage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the housing price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homeowners in the wealth effect as well as that of jeonse deposit for the
renters. In the case of financial assets, it was found that there is inelastic but has more meaningful
wealth effect as compared with the housing price and deposit. Housing mortgage also tended to be
similar to the financial assets, but in the case of homeowners, the wealth effect significantly lower as
compared with the homeowners without any mortgag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renters, the
wealth effect of households with higher mortgage is larger than the case with without mortgage. This
shows that, like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the housing mortgage is recognized as an asset rather
than debt.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wealth effect is significantly inelastic, so that the real estate
stimulus policy may not be very effective. But, in terms of effectiveness, it is confirmed that the wealth
effect of homeowners is higher than the renters, and also the wealth effect through housing assets is
higher than financial asset or housing mortgage.
Keywords : Housing Tenure, Wealth Effect, Expenditure, Housing, Homeowner, R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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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패널모형을 이용해 자가와 전세가구를 중심으로 주택 점유형태별 자산효과를 가
구 소비지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구의 소비지출에는 가구, 거주, 경제, 자산 및
대출과 관련한 다양한 특성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가의 경우 가구특성, 거
주특성, 경제특성 등이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반면
차가는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소득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및 대
출특성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자산효과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
며, 차가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의 증가는 자산효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금융자산의 경우 주택가격 또는 전세보증금과 비교해 비탄력적이지만 유의한 자
산효과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금융자산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자가가구의 경우 무대출자와 비교해 대출이 있을 때 자산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가의 경우 무대출자와 비교해 대출이 많은 가구의 자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
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차가의 주택대출은 단순히 갚아나가야 할 빚이 아닌 향후 돌
려받을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산효과는 상당히 비
탄력적으로 나타나 경기회복 또는 경제성장을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효과성 측면에서는 자가의 자산효과가 차가보다
는 좀 더 높으며, 주택자산을 통한 자산효과는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대출보다 높다는 점을 확
인하였다.
주제어 : 점유형태, 자산효과, 소비지출, 주택, 자가, 차가

Ⅰ. 서 론
2000년대 후반 발생했던 세계경제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저성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10년대 중반까지 다양한 경제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 부동산 부양정책이 있었다. 당시 부동산 부양정책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경
기 부양과 주택에 대한 자산효과에 초점을 두었다(서원석·최우섭, 20181)). 주택경기 활성화
1) 서원석·최우섭, “패널모형을 이용한 다주택 자가가구의 자산 및 부채특성이 자산효과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학보｣, 제74집, 한국부동산학회, 2018, pp.16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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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부양책은 다주택 보유촉진을 위한 세제개선 및 차가의 자가구입 촉진 등을 위한 금융
제도 개선 등이 핵심이었다. 그 결과 2017년 주택매매지수는 세계경제위기 전으로 회귀하였
으나, 전세보증금의 동반 상승으로 국토교통부 추산 2017년 평균 전세보증금이 1.66억을 돌
파해 차가가구에게는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의 증가에 따라 전세보증금
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5개 은행(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의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2018년 3월 기준 44조원를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점유형태 중 차가가구는 약 40% 정도였으며, 이중 전세
가 35.1%로 차가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점유 형태 중 3분의 1 이상의 비율
로 기존 부동산정책의 여파가 차가가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은 주택 및 전세가격의 변화, 대출증가 등 자가와 차가가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자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자산효과가 나타나 소비지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병화·문소상, 20012); 김경아, 20103); 채수복, 20154); 서원석·최우섭,
20185)). 반면 주택가격의 상승은 차가가구의 전세보증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상
황에 따라 빚이 될 수도, 향후 돌려받을 자산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Gstach, 20076); 김영태
외, 20117); 김천구, 20148); 황관석·박철성, 20189)).
이처럼 주택에 의한 자산효과는 자가와 차가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자산효과의
상호작용은 주택정책의 방향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
련 연구는 대체로 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전세가격은 주택매매
가격에 버금가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점유형태 중 전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2) 김병화·문소상, “주가와 소비의 관계분석”, ｢경제분석｣, 제7권 제1호, 금융경제연구원회, 2001,
pp.26-56.
3) 김경아, “최근 국내 가구소비에 대한 자산효과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학
회, 2010, pp.159-190.
4) 채수복, “가구의 부채 변화가 주택 자산효과에 미치는 영향: 미시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접근”, ｢부동
산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15, pp.57-70.
5) 서원석·최우섭, 전게논문, pp.162-174.
6) Gstach, D, “The Housing Rental Rate Elasticity of Aggregate Consumption: A Panel Study
for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ousing Policy, Vol 7 No 4, 2007,
pp.367-382.
7) 김영태·이관교·박진호, “전월세가격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제65권 제2호, 한국
은행, 2011, pp.24-51.
8) 김천구,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부동산 시장 활성화, 전세가 안정으로 소비여력 확대 필
요”, ｢한국경제주평｣, 제601권, 현대경제연구원, 2014, pp.1-15.
9) 황관석·박철성, “전세가격 상승이 임차인의 가계소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사가구와 비이사가구를 중
심으로”, ｢부동산학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8,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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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형태에 따른 주택자산효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비교하는 연구는 주택정책 방
향에 대한 시사점 제공 측면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가와 전세가구를 중심으로 주택 점유형태별 자산효과를 가구의 소비지
출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주택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주택자산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진 바 있는데, 대체로 시계열 및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자가가구의 주택자산효과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차가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가의 경우 김병화‧문소
상(2001)10)은 1990년대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민간소비와 주가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와 민간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을 Johansen의 공적분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소비와 소득, 실질 이자율, 주택가격지수에 유의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고, 주가가 10%
상승 시 민간소비는 0.4% 증가, 주택가격 10% 상승 시 민간소비가 8% 정도 증가하는 것으
로 추정하였다.
최요철‧김은영(2007)11)은 자산가격의 상승 및 가계자산의 변화 등이 소비를 통해 실물경제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주택의 탄력성은 0.13으로 주식자산(0.08)에 비해 높은 자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귀정‧이한식(2008)12)과 김경아(2010)13) 역시 주식 및 주
택에 대한 자산효과가 명확히 나타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강민규외(2009)14)는 KLIPS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주택자
산효과는 존재하며, 탄력성은 0.1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층화분석을 이용한 민감도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상승한 경우보다는 하락한 경우에 발생하는 음(-)의 자산효과가 더 분명하
게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확인하였다.
10) 김병화·문소상, 전게논문, pp.26-56.
11) 최요철·김은영, “가계소비의 자산효과 분석과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제61권 제10호, 한국은행,
2007, pp.23-53.
12) 김귀정·이한식, “불확실성을 고려한 주식과 주택의 자산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2권, 한국경
제연구학회, 2008, pp.53-79.
13) 김경아, 전게논문, pp.159-190.
14) 강민규·최막중·김준형, “주택의 자산효과에 의한 가계소비 변화 : 자가가구 미시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 ｢국토계획｣, 제44권 제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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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복(2015)15)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재정패널조사(NTSB) 3-6차년도 자료를 이용,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택가격
이 10% 상승할 때 월간 총지출이 0.46%~0.51% 증가할 것으로 확인돼, 주택가격에 따른 자
산효과가 양(+)의 방향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차순(2013) 역시 한국은행경제통
계시스템(ECOS) 자료를 이용해 주택자산효과를 파악한 결과 양(+)의 방향으로 자산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서원석‧최우섭(2018)16)은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가가구의 다주택 및 자산·부채 특
성을 중심으로 자산효과를 파악하였는데, 모든 자가가구 및 다주택자의 주택 및 금융자산으
로 인한 자산효과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부채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
택담보대출도 전체 자가가구의 경우 유효한 자산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다주택 보유여부
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자가에 대한 주택자산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는데, 정한영
(2003)17)은 1987-2002년 분기데이터를 이용해 민간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원인이 자산가격 버블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항상소비와 임시소비
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주택자산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
였다. 이지훈(2005)18) 역시 실질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민간소비는 0.1% 정도 증가하지
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어, 자산효과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유현지‧이영성(2017)19)
도 소비지출의 증가가 주택자산의 가치변화에 따른 자산효과로 발생하는지, 거시경제와 같은
공통요인에 따라서 발생하는지를 파악한 결과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아 주택자산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차가에 대한 자산효과 연구의 경우, 김영태외(2011)20)는 전월세 가격상승이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1% 가격상승 시 가계소비는 단기적으로는 양(+)의 자산효
과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음(-)의 영향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전수민‧권선
희(2017)21) 또한 전세가격 상승은 소비지출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단기적 측면에
서 고소득층의 경우 양(+)의 자산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15)
16)
17)
18)
19)

채수복, 전게논문, pp.57-70.
서원석·최우섭, 전게논문, pp.162-174.
정한영, 자산가격 버블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2003, pp.1-65.
이지훈, “주택가격과 소비”, ｢경제포커스｣, 제67호, 삼성경제연구소, 2005, pp.1-23.
유현지·이영성, “금융위기 이후 자가가구의 소득계층별 주택자산효과”. ｢국토연구｣, 제92권, 국토연
구원, 2017, pp.3-20.
20) 김영태·이관교·박진호, 전게논문, pp.24-51.
21) 전수민·권선희, “주택가격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유라시아연구｣, 제14권 제4호, 아시아유럽미
래학회, 2017,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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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관석‧박철성(2018)22)의 연구에서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전세가격의 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KLIPS 6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전
세보증금 상승으로 이사를 선택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 상승 시 실질 소비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사를 선택한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액의 상승이 가계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김천구(2014)23)의 연구에서는 전세 및 월세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탄력성은 -0.30,
-0.12로

자산효과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Sinai

and

Souleles(2005)24) 및 Gstach(2007)25)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차가의 자산효과 연구
역시 임차료 변동은 자산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보다 구체화 시켜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특성과 거주
특성, 그리고 교육경제특성과 함께 자산 및 대출특성을 변수에 포함해 점유형태에 따라 주택
가격과 전세보증금의 자산효과를 미시적으로 비교하고, 이에 더해 부채특성이라고 할 수 있
는 주택담보대출과 자산과의 혼합적 영향을 점유형태별로 구분해 파악하였다.

Ⅲ. 분석의 틀
1. 자료 및 변수
본 연구는 가구의 경제적 요인을 보다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
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재정패널데이터는 2007년 ‘국가재정법’의 개정
에 발맞춰 세금제도의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조세정
책 및 복지정책이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주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3-8차년도 패널자료 중 미응답치, 이산치 및 결측치를 제외한 자가 7,740가구,
전세 1,218가구를 추출해 분석에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연간 총지출을 사용하였는데, 재
정패널데이터의 연간 총지출은 내구재, 비내구재 소비 모두 포함된 항목임이기 때문에 상환
22) 황관석·박철성, 전게논문, pp.5-16.
23) 김천구, 전게논문, pp.1-15.
24) Sinai, T. and Souleles, N. “Owner-occupied housing as a hedge against rent risk”,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0 No 2, 2005, pp.763-789.
25) Gstach, D, 전게논문, pp.36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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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소비지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주택담보대출(정부지원+금융기관)에 대한
연상환액을 제외한 순 소비지출로 한정하였다. 차가가구 자산효과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 또
한 자가와 마찬가지로 연간 총지출에서 연간 총 주택담보대출(정부지원+금융기관)에 대한 연
상환액 및 월세를 제외한 금액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앞서 설명한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변수들을 참고하였으며, 최종적
으로 가구특성, 거주특성, 경제특성, 자산대출특성에 포함되는 12개 개별변수와 자산대출특
성 중 주택가격(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금액의 종합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4개의 상호작용
항(주택*대출, 주택*대출_N, 주택*대출_L50, 주택*대출_H50) 등 총 16개를 포함하였다.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구특성에는 가구의 소비지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하나인 가구원 수, 인구통계학적 성격을 가진 가구주 연령, 기혼, 이혼 및 사별, 미혼으
로 구분된 혼인여부, 그리고 교육수준을 사용하였다. 거주특성은 해당 가구의 거주지역을 수

<표 1> 변수구성
구분

변수명

자가

차가

종속

총지출

0

0

내구재, 비내구재소비 포함, 주택담보대출상환액 제외

가구원수

0

0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

명

연령

0

0

해당 가구의 가구주나이

세

혼인여부

0

0

해당 가구주의 혼인여부
1=기혼 2=사별 및,이혼, 3=미혼(참조)

-

교육수준

0

0

최종학력
1=무학 2=고교이하 3=대학졸업 4=대학원이상

-

거주지역

0

0

해당 가구의 거주지역
1=수도권(참조) 2=광역시 및 세종시 3=도(일반 시 및 군)

-

주거형태

0

0

해당 가구의 거주 주택 형태
1=단독(참조) 2=아파트 3=연립주택 4=기타

-

총소득

0

0

가구의 연간 총소득

만원

근로월수

0

0

작년 한 해 근로 월 수

개월

주택가격

0

-

가구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

만원

전세보증금

-

0

가구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만원

가구
특성

거주
특성
경제
특성

자산
대출
특성

변수설명

단위
만원

금융자산

0

0

금융기관 예적금, 펀드가입금액, 채권보유금액, 주식보유금
만원
액, 저축성보험, 빌려준 돈, 기타금융을 모두 합한 총액

담보대출

0

0

정부지원 주택대출, 민간금융 주택담보대출을 합한 총액

만원

주택*대출

0

0

주택가격(전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 총액

만원

주택*대출_N

0

0

주택가격(전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 분위(대출없음)(참조)

-

주택*대출_L50

0

0

주택가격(전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 분위(총액순위 50%미만)

-

주택*대출_H50

0

0

주택가격(전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 분위(총액순위 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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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 도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현재 거주주택 유형은 단독, 아파트, 연립
주택, 기타로 설정하였다. 가구주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로는 가구의 연간 총
소득과 작년 한 해 총 근로월수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변수라고 할 수 있는 자산대출특성에는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을, 차가의 경
우 전세보증금을 사용하였고, 금융자산과 정부 및 민간금융 담보대출을 합한 총액을 주택담
보대출로 설정해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주택가격(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금액의 종합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4개의 상호작용항을 사용하였는데, 주택가격(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의 총액을 통해 주택가격 또는 보증금 변동과 대출이 함께 변화되는 경우 자산효과를 살
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출이 없을 경우(주택*대출_N)를 참조변수로 주택가격(전세보
증금)과 주택담보대출의 총액이 하위 50%(주택*대출_L50)일 경우와 상위 50%(주택*대출
_H50)일 경우의 자산효과 차이도 함께 비교하였다.

2. 분석모형
본 연구는 횡단면분석과 시계열분석이 동시에 가능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실증분
석에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시계열과 횡단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패널자료
(panel data)를 이용해 시계열분석과 횡단면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패널자료는 개체
가 반복적으로 관찰됨에 따라 동적(dynamic) 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며, 개체들의 관찰 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 할 수 있고, 횡단면 또는 시계열자료에 비해 많은 정보, 변수의 변동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은 다차원적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횡단면분석 또
는 시계열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기존 회귀분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26); 서원석·최우섭, 201827)).
특히 일반 회귀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모형이 적
합하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패널모형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다(최충익, 200428)).

26) 민인식·최필선, ｢STATA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2012, pp.1-260.
27) 서원석·최우섭, 전게논문, pp.162-174.
28) 최충익, “패널모형을 이용한 도시지역 수해결정요인에 관한 고찰”. ｢국토계획｣, 제39권 제4호,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pp.20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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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계수
  개체특성효과
   시간특성효과     오차항    순수오차항

(1)

기본 함수식 (1)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구특성, 자산 및 부채특성을 적용한 모
형은 다음 함수식 (2)와 같은데, 여기서  는 시점,  는 가구, 는 변수를 의미한다(서원석·최
우섭, 201829)). 본 연구는 비선형 관계를 선형으로 해석할 수 있고 동시에 단위가 다른 변수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높은 변이성을 제어하기 위해 종속변수에 로그를 취하는 준로그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점유형태별 자산 및 대출특성을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이중로그를
취해 자산 및 대출특성 변화에 따른 총소비지출의 탄력도를 확인하였다.

ln  



     

    가구특성
    경제특성



      



      ln



            

(2)

     거주특성
     자산 및 대출특성 상호작용항제외 

위의 함수식과 같이 패널모형은 개체특성과 시간특성효과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
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개체특성효과 및 시간특성효과를 상수로 나타내며, 확률효과모형은
개체특성효과 및 시간특성 효과를 확률항으로 가정한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무
엇이 더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명변수와 개별효과 교란항 사이의 상관관계 존재여부
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하우스만검정(hausman test)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하우스만검
정 결과 개별효과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밝혀지면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고, 상관관계
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게 된다(Halcoussis, 200430); Wooldridge,
201231)).

29) 서원석·최우섭, 전게논문, pp.162-174.
30) Halcoussis, D. ｢Understanding Econometrics｣, Mason: South-Western, 2004. pp.1-352.
31) Wooldridge, J.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Boston: Cengage
Learning, 2012. pp.3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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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결과
자가가구의 기초통계 분석결과 연간 총지출은 최소 108만원, 최대 6억 9,236만원으로 최
솟값과 최댓값이 다소 큰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은 4,641만원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가구특성의 경우 가구원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으로, 평균 약 3명으로 이
루어져 있었다. 가구주의 나이는 최소 26세 최대 89세, 평균 약 57세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
가가구의 가구주 중 많은 비율이 예비 은퇴계층 혹은 은퇴계층임을 추론 할 수 있다. 가구주

<표 2> 자가가구 기초통계
구분

변수명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총지출

108

69,236

4,641

3,570

가구원수

1

8

3.23

1.17

연령
가구특성

혼인여부

27

89

57.36

12.06

기혼

0

1

0.908

0.289

사별/이혼

0

1

0.073

0.259

미혼

0

1

0.020

0.139

0

3

1.432

0.586

교육수준
수도권

0

1

0.324

0.468

광역/세종시

0

1

0.302

0.459

도

0

1

0.374

0.484

단독

0

1

0.301

0.459

아파트

0

1

0.575

0.494

연립

0

1

0.096

0.294

기타

0

1

0.028

0.164

총소득

500

75,300

4,999

3,980

근로월수

0

12

9.390

4.725

주택가격

5,000

300,000

22,944

24,008

금융자산

0

200,000

4,761

8,840

담보대출

0

130,000

2,025.50

5,601.71

주택*대출

0

2.34000e+10

82309331

454880832

주택*대출_N

0

1

0.747

0.435

주택*대출_L50

0

1

0.125

0.331

주택*대출_H50

0

1

0.129

0.335

거주지역
거주특성
주거형태

경제특성

자산 및
대출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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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인여부에서는 기혼의 경우 약 91%를 차지하고 있고, 사별 및 이혼은 약 7%, 참조변수
인 미혼은 약 2%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가구가 기혼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전반적인 가구주의 교육정도는 고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특성의 경우 먼저 가구주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참조변수인 수도권의 경우 조사대상
가구의 약 32%가 거주하고 있었고, 광역/세종시의 경우 약 30%, 일반 도(일반 시 및 군)의
경우 약 37%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참조변수인 단독주택이
약 30%, 아파트 약 57%, 연립주택은 약 10%였으며, 기타(오피스텔 및 상가형 주택 등)유형
에는 약 3%가 거주하고 있었다.
경제특성의 경우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평균 약 5,0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표 3> 차가(전세)가구 기초통계
구분

변수명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총지출

240

19,762

4,101

2,906

가구원수

1

6

3.03

1.22

연령
가구특성

혼인여부

29

88

49.71

11.69

기혼

0

1

0.772

0.420

사별/이혼

0

1

0.111

0.314

미혼

0

1

0.117

0.322

1

3

1.587

0.577

교육수준
수도권

0

1

0.702

0.458

광역/세종시

0

1

0.163

0.370

도

0

1

0.135

0.342

단독

0

1

0.289

0.454

아파트

0

1

0.433

0.496

연립

0

1

0.213

0.409

기타

0

1

0.066

0.248

총소득

320

24,000

4,278

3,096

근로월수

0

12

10.02

4.274

전세보증금

360

90,000

10,348.68

9,926.49

금융자산

0

74,000

2,954.07

5,854.79

담보대출

0

70,000

733.58

4124.91

주택*대출

0

1155000000

9812200

60049988

주택*대출_N

0

1

0.91

0.280

주택*대출_L50

0

1

0.04

0.202

주택*대출_H50

0

1

0.04

0.202

거주지역
거주특성
주거형태

경제특성

자산 및
대출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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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기준 4~5분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 가구는 평균적으로 중산층
에 속해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근로월수의 경우 평균이 약 9.4인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가구
들의 전년도 근로 개월 수가 9~10달인 것을 확인하였다.
자산 및 대출특성의 경우 현재 거주주택 가격은 평균 약 2억 2,944만원이었으며, 총 금융
자산은 평균 4,76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총액의 경우 대출이
없는 무대출자(약 74.7%)부터 최대 13억까지였으며, 평균 2,025만원으로 자가가구의 대출금
액은 주택가격의 10% 미만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차가가구의 기초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연간 총지출은 평균 4,101만으로 자가가
구에 비해 약 10%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점유형태별 특성차이 비교결과
변수명

혼인
여부

평균
자가

차가(전세)

t-test

총지출

4,641

4,101

5.826***

가구원수

3.23

3.03

5.357***

연령

57.36

49.71

21.145***

기혼

0.908

0.772

10.904***

사별/이혼

0.073

0.111

-4.037***

미혼

독립변수인 가구특성의 경우 가구원
수는 평균 약 3.03명, 가구주 연령은
평균 약 49세였으며, 기혼이 경우 약
77%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
은 자가가구와 마찬가지로 고졸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0.020

0.117

-10.444***

거주특성의 경우 전세가구의 70%

1.432

1.587

-8.658***

0.324

0.702

-26.682***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0.302

0.163

11.798***

0.374

0.135

21.315***

을 알 수 있다.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단독

0.301

0.289

.880

참조변수인 단독주택의 경우 약 29%,

아파트

0.575

0.433

9.323***

아파트는 약 43%, 연립은 약 21%, 기

연립

0.096

0.213

-9.585***

기타

0.028

0.066

-5.162***

타는 약 7%로 파악되었다.

총소득

4,999

4,278

7.244***

근로월수

9.390

10.02

-4.733***

균 4,278만원으로 중산층에 못 미치는

주택가격/보증금

22,944

10,348.68

31.953***

가구가 자가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

금융자산

4,761

2,954.07

9.240***

되었다. 근로월수의 경우 평균이 약

담보대출

2,025.50

733.58

9.623***

주택*대출

82309331 9812200

교육수준
수도권

거주
광역/세종시
지역
도
주거
형태

13.304***

이는 자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임

경제특성의 경우 연간 총소득은 평

10개월로 자가가구 보다 약 1개월 정
도 많은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대출_N

0.747

0.91

-17.857***

주택*대출_L50

0.125

0.04

11.907***

마지막으로 자산 및 대출특성의 경

주택*대출_H50

0.129

0.04

12.385***

우, 약 9,825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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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으며, 총 금융자산은 최소 0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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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억4,000만원, 평균 2,954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무대출자가 90%를
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보다는 재정패널데이터 응답가구에 한정된 사례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출평균은 약 733만원으로 확인되었다.

2. 자가와 차가의 특성차이 분석
자가가구와 차가(전세)가구의 특성차이를 평균을 이용해 비교분석한 결과 주거형태 중 단독
주택 거주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유의확률 1% 수준에서 그 차이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총지출의 경우 자가가구의 지출이 차가가구보다 10% 이
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가가구의 평균 연령층이 높고 보유재산이 많아 지출규모
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변수에서는 가구특성, 거주특성, 교육경제특성에서는 일부 변수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주요특성인 자산 및 부채특성에서는 모든 항목이 1% 수준
내에서 유의했으며, 이는 자가가구와 차가가구의 자산 및 부채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구특성의 경우 가구원수와 연령, 그리고 기혼자는 자가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교육
수준은 차가가구가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특성은 차가가구의 수도권 거
주비율이 월등히 높았지만, 아파트보다는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비율도 높아 자가에 비해 주
거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가가구의 경우 총소득은 차가가구보다 높으면서 근로
월수가 적어 시간기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대출특성의 경우 자가가구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아 차가가구에 비해 대출로 인한 부담은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점유형태별 주택자산효과 비교분석
점유형태별 가구의 주택자산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가모형과 전
세가구를 대상으로 한 차가모형으로 구분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앞서

Breusch-pagan LM검정을 이용해 OLS와 패널분석 중 어느 방법이 더 적합한지를 확인하였
는데, 검정결과 자가모형과 차가모형 모두 1% 유의수준에서 Pooled OLS를 이용한 추정보다
는 패널의 개체특성을 고려한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Hausman 검정을 이용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더 적합한 방법을 확인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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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chi2값이 1% 이내로 나타나 확률효과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분석결과 R-square값은 자가모형과 차가모형이 각각 .69와 .71로 나타나 본 연구의 독립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소비지출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공선성(VIF)
의 경우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든 변수가 최대 5미만의 값을 보여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모형의 설명력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점유형태별 주택자산효과 분석결과
구분

자가모형

변수명
Constant

가구특성

Coefficient

VIF

Coefficient

VIF

5.249***

-

5.971***

-

가구원수

.1623***

1.64

.175***

1.34

연령

-.012***

2.31

-.012***

1.10

기혼

.335***

4.97

.054

2.13

사별/이혼

.192***

4.84

.035

2.06

.102***

1.40

.021

1.30

광역/세종시

.0296**

1.73

-.062*

1.19

도

.064***

2.11

-.033

1.22

아파트

.028***

1.64

-.022

1.94

연립

.054***

1.36

-.031

1.43

혼인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
거주특성
주거형태

기타

-.0082

1.10

.037

1.24

총소득

.00007***

1.49

.0001***

1.83

근로월수

.012***

1.52

-.002

1.19

log(주택가격)

.192***

1.93

-

-

log(전세보증금)

-

-

.149***

1.61

log(금융자산)

.036***

1.25

.056***

1.63

log(담보대출)

.093***

1.39

.026***

1.63

주택*대출

1.58e-11

1.25

-7.71e-12

1.63

주택*대출_L50

-.622***

-

-.002

-

주택*대출_H50

-.721***

-

.320***

-

경제특성

자산 및
대출특성

차가모형

R-sq

within=.690 between=.559
overall=.687

within=.713 between=.725
overall=.712

F-test

23.32***

164.93***

Breusch and Pagan LM

3604.00***

738.45***

Hausman Test

.000

.000

***p<0.01, **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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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특성에서 가구원이 1명 증가시 소비지출은 자가가 약 16%,
차가가 약 17.5%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자가와 차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비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현지·이영성(2017)32)과 채수복(2015)33)의
연구와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혼인여부는 자가에서만 미혼과 비교해 기혼과 사별/이혼
모두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교육수준 역시 자가에서만 유의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특성은 자가와 차가가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자가는 현재 거주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와 비교해 기타지역(광역시 및 도)에 거주할 때,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거주
할 때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가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교해 광역시
(세종시 포함)에 거주할 때 소비지출을 감소시켰으며, 주거형태는 특별히 소비지출을 변화시
키는 요인이 되지는 못했다.
경제특성에 포함되는 총소득의 경우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나, 차가가 소비지출에 있어 보다 높은 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자가와 차가 모두 그 영향력은 높지 않았다. 근로월수의 경우에는 자가가구만 1개월
근로월수가 증가할 때 소비지출을 1.2% 정도 늘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관심특성인 자산 및 대출특성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기존에 언급한 다양한 선
행연구와 같이 자산효과에 있
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는 결과를 얻었으며, 차가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의 증가
는 자산효과에 있어서는 긍정
적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차
가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회계
적으로나 금융적으로 돌려받
을 자산으로 구분됨에 따라
차가가구에서

전세보증금을

양(+)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

주: 분석값은 소비지출에 대한 탄력도를 의미함

음을 추론할 수 있는데(황관
석·박철성, 201834)), 이러한

[그림 1] 점유형태별 자산효과 비교

32) 유현지·이영성, 전게논문, pp.3-20.
33) 채수복, 전게논문, pp.57-70.
34) 황관석·박철성, 전게논문,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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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돌려받을 자산인 전세보증금의 증가가 자산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
가가구 중 일부는 주택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 등의 목적으로 인해 세입자의 형태로 남
아있게 되는데, 이 경우 전세가격의 상승은 세입자의 부담이기도 하지만 임대소득의 증가 요
인이 되기도 한다. 이 점이 전세보증금의 양(+)의 자산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전수민·권선희(2017)35)는 고소득층의 경우 전세가격 상승이 위에서 언급한 이
유 등으로 인해 양(+)의 자산효과를 주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효
과성 측면에서 자가의 자산효과가 차가보다는 좀 더 높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금융자산의 경우 주택가격 또는 전세보증금과 비교해 비
탄력적이지만 여전히 양(+)의 자산효과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금융자
산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자가가구의 경우 무대출자와 비교해 대출이 있을 때 자산효과
는 감소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차가의 경우 무대출자와 비교해 대출 상위 50%(주택*
대출_H50)에 속하는 가구의 자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황관석·박철성
(2018)36)이 언급한 바와 같이 차가는 전세보증금을 위해 받은 대출을 단순히 갚아나가야 할
빚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향후 돌려받을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패널모형을 이용해 자가와 전세를 중심으로 한 주택 점유형태별 자산효과를 가
구의 소비지출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구의 소비지
출에는 가구, 거주, 경제, 자산 및 대출 등 다양한 특성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점유형태별로는 차이를 보였는데, 자가가구의 경우 가구특성, 거주특성, 경제특성
등이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반면 차가가구는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소득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차가의 경우 거주하고 있
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거주지역이나 주거형태가 소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관심특성인 자산대출특성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자산효과에 있어 중요한 요인
이 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차가(전세)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의 증가는 자산효과에 있
35) 전수민·권선희, 전게논문, pp.95-116.
36) 황관석·박철성, 전게논문,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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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금융자산의 경우 주택가격 또는 전세보증금
과 비교해 비탄력적이지만 여전히 양(+)의 자산효과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금융자산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자가가구의 경우 무대출자와 비교해 대출이 있을
때 자산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가의 경우 무대출자와 비교해 대출이 많은
가구의 자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차가는 전세
보증금을 위한 대출은 단순히 갚아나가야 할 빚이 아닌 향후 돌려받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
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자산(보증금), 금융자산, 부동산대출 모두 양(+)의 자산효과를 보였지만 상당히
비탄력적으로 나타나 이를 통해 경기회복 또는 경제성장을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은 효과
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성 측면에서는 자가의 자산
효과가 차가보다는 좀 더 높으며, 주택자산을 통한 자산효과는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대출보
다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택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있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경제재라고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적정수준의 삶을 위한 공공재의 역할도 하는 복합재의 성격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양날의 검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아지면
전세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 그에 따라 주택구입 또는 전세를 위한 대출은 증가하게 되는
데,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이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선순환적 구조일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특히 주택을 통한 자산효과는 기타 부문에 비해 효과가 높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주택의 정책적 특징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가격은 주택구입의 동
기를 상쇄시켜 시장기능을 저해시킴과 동시에 주거안정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주택자산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주택자산 효과를 보다 장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가와 전세가구를 중심으로 자산효과를 살펴보았던 본 연구의 구조를
주택가격 및 전세보증금의 분위화, 점유형태의 세분화 등 복합화해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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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housing price increase rate by housing size in eight largest
cities such as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and Gyeonggi, employing Vector
Autoregression(VAR) Model and Granger causality. Since housing price of increase rate is related with the
‘new’ demand for housing, the increase rates of the population above 50 years old and net inflow of
population are employed. Also, the increase rate of credit card payment amount and default rate are
used since income might affect the new demand. The findings show that housing price increase rate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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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er causality among the housing sizes. The results imply that the policy-maker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housing price increase rate of the large housing but also that of all housing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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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벡터자기회귀(VAR) 모형 및 그랜저인과관계를 이용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
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8개 지역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모두 포함) 가격
상승률에 있어 규모별(대형, 중형, 소형) 상호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기 대비 주택가격 변화(증감)이라는 점에서 ‘신규’ 수요와 관련되므로 신규 수요자가 될 수
있는 50세 이상의 인구변화율 및 인구유입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소득 증가에 따라 신
규 수요자가 될 수 있으므로 소득과 관련된 변수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부도율 등도 사
용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 가격 상승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호(대형과 중형, 중형과 소형, 소형과
대형) 양(+)의 영향을 주어 보완관계를 보였다. 또한, 규모별 주택 가격 상승률간 상호 그랜저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대형뿐 만 아니라 중형, 소형 등 모든
규모의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주택 규모,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 인구, 소득

Ⅰ. 서 론
1. 연구 배경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2017년 1월 이후 소형 주택의 매매가격은 0.10% 하락한 반면 대형
주택은 4.66% 상승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지방권의 소형 주택 매매가격은 4.27% 하락하였
으나 대형 주택은 2.43%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별 및 주택 규모별로 주택 가격 상승률
이 상이하였다.
주택 규모에 따라 금융 및 세제혜택이 차등 지원되는 등 주택 규모는 주택 관련 정책, 수
요 및 공급 등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규모 관련 연구 특히 주택
규모별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주택 가격에는 주택 공급과 수요가 모두 영향을 미치나 주택 공급은 변화하는데 상대적으
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주택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 규모별 상호관계
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인구, 소득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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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대·중·소형)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모두 포함) 가격 상승률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기 대비 주택 가격 변화(증감)이라는 점에서 ‘신규’ 수
요와 관련되므로 신규 수요자가 될 수 있는 50세 이상의 인구변화율 및 인구유입 증가율을
사용한다. 또한, 소득 증가에 따라 신규 수요자가 될 수 있으므로 소득과 관련된 변수인 신용
카드 사용액 증가율, 부도율 등도 사용한다.1)
분석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8개 지역이며 2009년 12
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벡터자기회귀(VAR) 모형 및 그랜저인과
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주택 규모간(대·중·소형) 상호관계는 상이하지만 대
부분의 지역에서 상호간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보완관계를 나타냈으며, 규모별 그랜저인과관
계도 상이하기는 하나 대부분 지역에서 상호 그랜저인과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이 지역별 및
주택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주택의 가격 상승률간 상호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II장과 III장에서는 각각 데이터 및 추정모
형, 추정결과를 논의한다. IV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2. 기존 연구
Mankiw and Weil(1989) 이후 주택 수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택 가격이 인구학적 요
인 특히 고령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진행되어 왔다(Mankiw and Weil, 1989;
Engelhardt and Poterba, 1991; Ohtake and Shintani, 1996; Venti and Wise, 2004;
Chiuri and Jappelli, 2010; Takats, 2010; 김경환, 1999; 정의철·조성진, 2005; 홍기석,
2015). 그러나 최근 소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주택 규모 특히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만·이창무(2014)은 고령화 및 소가족화가 연령대, 주택 규모별로 세분화된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약간 감소하고 중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반면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미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정호성 외(2010)
는 소형 주택 거주비율이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될 경우 주거 면적
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김준형·김경환(2011)은 65∼75세 및 75세 이상 계층에서
대형 및 중·대형 주택거주비율이 크게 하락하여 은퇴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중·소형
주택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김미경·이창무(2015)는 베이비붐 세
1) 소득변수로 지역내총생산(grdp)을 사용할 수 있으나 지역내총생산은 현재 연도별로만 제공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율 및 부도율에 대해서는 II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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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은퇴 전후 고령층의 중·대형 주택 비중과 주택 규모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오강현 외(2017)는 노후 생계비 마련을 위해 고령가구의 주택 처분 및 청년가구
의 자가 수요 감소 등이 맞물려 주택수요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의철(2001)은 주택 규모를 선택할 확률이 변화하는 분기점이 25평이며 따라서 주
택 구입 자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나 취·등록세 감면정책은 25
평∼34평의 주택 규모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송호창 외(2008)는 전용면적
118.63㎡(35.9평)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그룹’과 ‘미만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가
가격결정요인을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종호 외(2013)는 1998년 이후 중·대형 주
택의 변동성이 줄어든 반면 소형 주택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소형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중·대형 주택 가격의 변동성보다 크며 이는 소형 아파트의 공급이 급격이 줄
어든 반면 1∼2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8개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별(대·중·소형) 주택
가격 상승률 상호간 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Ⅱ. 데이터 및 추정모형
1. 데이터
분석 기간은 지역별 신용카드 사용금액 데이터가 가능한 시점인 2009년 12월부터2018년
2월까지이다. 사용변수는 <표 1>과 같으며 전월 대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첫째, 주택 가격 상승률에 대한 변수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
‘종합’ 매매 가격지수의 상승률(주택 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며, 주택 규모는 대형, 중형, 소형
으로 구분한다. KB 국민은행은 매매가격 종합지수를 2007년 12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나 단
독주택 및 연립주택의 매매가격 지수는 2013년 4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시
계열이 충분한 종합 매매가격 지수를 사용한다.
둘째, 국내 주택 시장에는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허재완, 1991), 수
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해당 지역의 ‘수요자 수’와 ‘소득 수준’을 고려한다. 특히, 가격 상
승률은 전기대비 가격 상승분(증감)을 나타내므로 기존 수요자가 아닌 ‘신규’ 수요자와 관련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 대비 인구증감율(인구변화율) 즉 인구증가율을 사용한다. 특
히, 50대는 국내에서 주택보유율이 가장 높은 주택 수요 세대로 가격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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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또한, 55∼64세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이 49.1세(남
51.4세, 여 47.1세)로 조기 퇴직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세대라는 점에서(통계
청, 2018), 지역의 신규 수요자가 될 수 있다.2) 또 다른 인구변화로는 해당 기간의 ‘신규’ 수
요자를 의미하는 인구 순유입(유입-유출) 증가율을 사용한다.
두 번째로 주택가격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소득’을 사용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신규 주택수요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에 관련된 변수가 지역별 또는 월별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민간소비 동향
지표로서의 유용성이 커지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사용한다(한국은행).3) 실제로 민간 소
비 지출 대비 카드 이용액 비율은 2017년말 현재 70.3%를 차지하고 있다(여신금융협회). 이
에 신규 소득 증가에 대한 대리변수(proxy)로 전기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율’을 사용
한다. 또한, 기업의 부도율은 고용과 관련되며 고용은 소득창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부도율
을 사용한다. Altman(1983), 노상채· 김창범(2007) 등에 따르면 부도율은 소득과 장기적 관
계가 있다.
<표 1> 사용변수
변수 구분

자료 출처
(자료 제공 시기)

변수 정의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모두 포함한 가격지수로(2015.12=100.0),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대형(135.0m2 이상), 중형(62.8∼95.9m2), 소형
(40.0m2 미만)으로 구분

규모별
종속변수 주택 가격
상승률 규모별 주택 가격상승률


독립변수

인구
관련
변수

규모별 매매가격종합지수  규모별매매가격종합지수  
규모별매매가격종합지수  

KB국민은행
(2007.12∼)



세이상인구수  세이상인구수  
세이상 인구증가율    
세이상인구수  

통계청
(2008.1∼ )

* 주민등록인구 기준

2) 예를 들어 귀농, 귀어, 귀촌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로 나타났다(통계청). 한편 전체 인구 증가율
이 본 연구의 사용변수로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50세 이상의 인구증가율에는 순수한 고령화 효과뿐만
아니라 인구의 양적 증가에 대한 효과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한나·김승희
(2018)도 준고령자를 50세 이상∼65세 미만,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주거이동에 관해 분
석하고 있다.
3) 신용카드는 1969년 국내에 도입된 이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1999년부터 신용카드 이용
실적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신용카드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7년말 현
재 경제활동인구 1인당 3.6개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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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자료 출처
(자료 제공 시기)

변수 정의
순유입인구수  순유입인구수  
인구유입 증가율    
순유입인구수  

통계청
(1970.1∼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소득
관련
변수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한국은행
(2009.12∼ )
한국은행
(1997.1∼ )

부도율(%)

또한, 각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첫째, 주택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대형 주택의 경우 부산이 가장 높고(0.3252%) 다음으로 대구(0.3114%), 광주(0.2163%) 순
이었다. 반면,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대형 주택 가격상승률이 하락(-)하였다. 중형 주택의 가
격 상승률은 대구가 가장 높았으며(0.4594%), 인천이 가장 낮았다(0.0195%).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대구가 가장 높고(0.4145%) 경기가 가장 낮았다(0.1149%). 이와 같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대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하락(-)한 반면 중·소형은 상승(+)하였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는 중형의 주택
가격 상승률, 울산과 경기에서 소형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표준편차는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지역에서 대형 주택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부산과 대전은
중형의 주택 가격 상승률, 대구와 광주는 소형 주택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부
산의 중형 주택 가격 상승률 표준편차가 가장 컸다.
둘째, 인구관련 변수인 50세 이상 인구증가율은 경기가 가장 컸고(0.4735%) 서울이 가장
낮았다(0.2480%). 표준편차는 서울이 가장 컸으며(0.2902), 광주가 가장 낮았다(0.1527). 인
구유입 증가율은 울산이 가장 크고(326%), 광주가 가장 낮았다(79%). 표준편차는 대전이 가
장 컸으며(5489.5850), 서울이 가장 작았다(50.5742). 특히, 인구유입 증가율은 다른 변수들
과 비교하여 지역별로 표준편차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셋째, 소득관련 중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평균은 경기가 가장 크고(0.7517%) 부산이 가
장 낮았다(0.4028%). 표준편차는 광주가 가장 크고(5.4035) 인천이 가장 작았다(3.9058). 부
도율의 평균은 광주가 가장 크고(0.4942%) 서울이 가장 낮은(0.1135%) 반면, 표준편차는 대
전이 가장 크고(2.0915) 서울이 가장 작았다(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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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용변수별 기본통계량

대형
주택
가격
상승
률

중형

소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평균

-0.0197

0.3252

0.3114

-0.0962

0.2163

0.1157

0.1624

-0.0932

표준
편차

0.3029

0.4359

0.3548

0.2948

0.2385

0.3444

0.2040

0.2638

평균

0.0791

0.4389

0.4594

0.0195

0.3950

0.2628

0.3188

0.0402

표준
편차

0.3005

0.5876

0.4577

0.2857

0.5372

0.5186

0.3934

0.2467

평균

0.1215

0.3907

0.4145

0.0063

0.3922

0.2741

0.3952

0.1149

표준
편차

0.2385

0.4847

0.4819

0.2463

0.5379

0.4915

0.5465

0.2349

0.2480

0.2533

0.3214

0.4438

0.3554

0.3494

0.4515

0.4735

0.2902

0.2146

0.1697

0.1900

0.1527

0.1756

0.1747

0.1801

10.0739

72.2748

26.3085 253.3259 -79.0064 238.2316 326.7366

50세이상 평균
인구
표준
인구 증가율 편차
관련
변수 인구유입 평균
증가율 표준
편차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 표준
소득 증가율 편차
관련
평균
변수
부도율 표준
편차

8.1106

50.5742 1321.2110 178.0943 1968.9850 617.8482 5489.5850 4039.2440 54.1291
0.7201

0.4028

0.5145

0.4595

0.4530

0.5905

0.3737

0.7517

4.8522

4.2672

5.0176

3.9058

5.4035

4.9135

4.1563

4.0440

0.1135

0.3489

0.2752

0.2905

0.4942

0.4280

0.1400

0.3263

0.0737

0.4152

0.2315

0.3001

0.7184

2.0915

0.1665

0.2136

2. 추정모형
본 연구는 규모별 주택 가격 상승률간 상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 VAR) 모형을 사용한다.4) 이를 위한 사용변수의 단위근 테스트(unit root
tests) 결과, <표 3>와 같이 모든 변수는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추정 시차(lag)는 AIC(Akaik
Information Criterion)와 SBC(Schwartz Bayesian Criterion)를 기준으로 ‘1’로 정하였
다(<표 4> 참조).
추정식에는 규모별 주택의 가격 상승률에 ‘신규’ 수요자와 관련될 수 있는 인구 변수(50세
이상 인구증가율, 인구유입 증가률), 소득 변수(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과 부도율) 등을 포함
4) 시계열 사이의 장기균형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요한슨 공적분 검정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공적분 관
계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부산, 대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VAR모형은 주
택 가격분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영석,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VAR모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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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래 (1)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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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에서 large_housing : 대형 주택 가격 상승률
medium_housing : 중형 주택 가격 상승률
small_housing : 소형 주택 가격 상승률
50_change : 50세 이상 인구증가율
mobility : 인구유입 증가율
credit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default : 부도율
j: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또한, 그랜저인과관계(Granger causality)와 시차계수의 누적효과(cumulative effect)도
사용한다. 즉, 각각의 계수가 ‘0’(            ) 인지 그랜저인과관계를 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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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무가설이 기각되면(reject), 시차계수의 합이 ‘0’(            ) 인지를 검정한다
(Wald test).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각 시차계수를 합하여 시차의 누적효과를 구한다(김영민·
김세완, 2014; Kim et al., 2014).
<표 3> 단위근 검정 결과
사용 변수
주택
가격 상승률

인구 관련 변수
소득 관련 변수

절편만 있는 경우

절편과 추세가 모두 추세와 절편 모두 없는
있는 경우
경우

대형

45.9162***

55.3811***

65.4876***

중형

29.6309*

28.0080**

51.6925***

소형

34.0455**

43.9214***

56.3062***

50세 이상 인구증가율

34.5354**

87.9096***

40.8269***

인구유입 증가율

188.753***

288.819***

912.519***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120.335***

104.536***

615.636***

부도율

259.807***

325.351***

19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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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Schwarz Criterion 값 비교
Lag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Criterion

0

10.8190

11.0134

1

8.77750*

10.3329*

2

8.95990

11.8763

3

8.83690

13.1143

4

9.16162

14.8001

5

9.37733

16.3760

6

9.72988

18.0903

7

9.58041

19.3018

8

9.02242

20.1049

Ⅲ. 추정결과5)

5) 지면관계상 본문에서는 주택가격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전체 추정결과는 <부록 1>에 명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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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가격 상승률간 상호관계 분석: VAR 추정 결과
규모별 주택 가격 상승률의 상호 관계에 대한 VAR 추정 결과는 <표 5>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대형 주택 가격 상승률에는 전월 대형 가격 상승률이 양(+)의 영향
을 미치고 중형에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주택에는 전월 소형의 가
격 상승률만 양의 영향을 주었다(+). 즉, 전월 대형 주택 가격 상승률은 대형과 중형 주택 가
격 상승률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산의 대형 주택 가격 상승률에는 전월 중형의 가격 상승률이 양(+)의 영향을 주었
다. 중형 주택에는 전월의 대형 주택이 음(-), 전월의 중형과 소형 주택 가격 상승률이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에도 전월 대형 가격 상승률이 음
(–), 중형과 소형 가격 상승률은 모두 양(+)의 영향을 주었다. 즉, 중형과 소형 주택의 가격 상
승률은 서울과 다르게 다른 주택 규모의 가격 상승률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구의 대형 주택 가격 상승률에는 전월 대형 상승률만 양(+)의 영향을 미친 반면,
중형 주택에는 전월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양(+)의 영향을 주어 다른 주택 규모의 영향
을 받았다. 소형 주택에는 전월 소형 주택 가격 상승률이 양(+)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천의 대형 주택 가격 상승률에는 전월 대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양(+)의 영향을
준 반면, 중형과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에는 전월 중형 및 소형 주택 가격 상승률이 모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광주의 대형 주택 가격 상승률에는 전월 중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양(+)의 영향
을 주고, 중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에는 전월 중형 및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모두 양(+)
의 영향을 주었다. 소형 주택에는 전월 대형, 중형 및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모두 양(+)
의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대전의 대형 주택 가격 상승률에는 전월 대형 및 중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양
(+)의 영향을 미친 반면 중형 주택에는 전월 대형, 중형,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모두 양
(+)의 영향을 미쳤다. 소형 주택에는 전월 중형,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모두 양(+)의 영
향을 주었다.
일곱째, 울산의 대형 주택 가격 상승률에는 전월 대형 가격 상승률이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에는 전월 중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양(+)의
영향을 주었으며,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에는 전월 중형과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양
(+)의 영향을 주었다.
여덟째, 경기의 대형 및 중형 주택 가격 상승률에는 전월 대형 가격 상승률이 각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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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미쳤으며 전월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중형과 소형의 가격 상승률에 모두 양
(+)의 영향을 미쳤다.
<표 5> 주택 가격 상승률간 상호관계 분석: VAR 추정 결과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전월 대형
가격 상승률

+

+

--

--

-

-

+

--

--

+

--

--

전월 중형
가격 상승률

--

--

--

+

+

+

--

--

--

--

+

+

전월 소형
가격 상승률

--

--

+

--

+

+

--

+

+

--

+

+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전월 대형
가격 상승률

--

--

+

+

+

--

+

--

--

+

+

--

전월 중형
가격 상승률

+

+

+

+

+

+

--

+

+

--

--

--

전월 소형
가격 상승률

--

+

+

--

+

+

--

--

+

--

+

+

주: ‘+‘은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 ‘-‘은 음(-)임을 각각 나타내며, ‘--‘은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은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구체적인 값은 <부록 1>에 명시되어 있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지역별로 규모별 주택 가격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다.
즉, 대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서울, 대전, 경기지역에서 중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에 양(+)의
영향을 주어 보완관계를 보인 반면, 부산에서는 중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에 음(-)의 영향을
주어 대체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6개 지역에서 중형 주
택의 가격 상승률은 소형 가격 상승률에 양(+)의 영향을 주어 보완관계를 보였다. 소형 주택
의 가격 상승률은 부산에서 대형 주택 상승률에 음(-)의 영향을 주어 대체관계를 보인 반면
광주에서는 양(+)의 영향을 보여 보완관계를 나타냈다. 5개 지역(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
산)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도 중형 주택 가격 상승률에 양(+)의 영향을 주어 보완관계를 보
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은 상호(대형과 중형, 중형과 소형, 소형
과 대형)간 양(+)의 영향을 주어 보완관계를 나타냈다.

- 51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1號(通卷 第51號)

2. 주택 가격 상승률간 상호관계 분석: 그랜저인과관계
규모별 종합 주택 가격 상승률간 그랜저 인과관계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6>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지역에서
중형과 소형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그랜저인과하고 광주와 대전에서는 소형 가격 상승률을
그랜저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지역에서 대형과 소형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그랜저인과하였다.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서울, 부산, 경기 지역에서 대형과 중형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그랜저인과하는 반면 인천 및
대전에서는 대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 광주에서는 중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을 각각 그랜저인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별·규모별 그랜저인과관계는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상호간 그랜저인과관계를 보였다. 특히 서울, 부산, 경기 지역은 규모간 상호 그랜
저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천과 울산에서는 대형, 대전에서는 중형의 주택 가격 상승
률이 그랜저인과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에서는 상호 그랜저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주택 가격 상승률간 상호관계 분석: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결과
Causing 변수
(1) 서울
대형
Caused
중형
변수
소형

(2) 부산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

yes

yes

--

yes

yes

--

no

yes

--

yes

yes

--

yes

no

yes

yes

--

yes

yes

--

no

(5) 광주
대형
Caused
중형
변수
소형

(3) 대구

(4) 인천

대형 중형 소형

(6) 대전

대형

중형

소형

no

--

yes

yes

-

no

yes

--

no

no

--

yes

no

--

(7) 울산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

no

no

--

yes

yes

--

no

no

--

yes

no

--

no

yes

yes

no

--

yes

yes

--

yes

(8) 경기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no

--

yes

yes

-

no

yes

-

yes

no

--

yes

yes

--

주: ‘yes’은 시차계수의 합을 검정한 결과 ‘0’이 아님을 의미하며(그랜저인과가 있음), ‘no’은 시차계수의 합을 검정
한 결과 ‘0’임을 의미한다(그랜저인과가 없음). 반면, ‘--‘은 각각의 계수값이 ’0‘인지 검정한 결과 기각되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값은 <부록 2>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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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주택은 주거공간인 동시에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가격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벡터자기회귀(VAR) 모형 및 그랜저인과관계를 이용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
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8개 지역의 ‘규모별’ 주택 가격 상승률간 상호 관계를 분석하였
다. 분석 기간은 2009년 12월∼2018년 2월이며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주요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로 주택 가격 상승률간 상호 관계가 상이하였
다. 즉, 대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서울, 대전, 경기지역에서 중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과 보
완관계, 부산에서는 중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과 대체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6개 지역에서 중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소형 가격 상승률과 보완관계
를 나타냈다.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률도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지역에서 중형
주택 가격 상승률과 보완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별로 규모별 주택 가격 상승률간
그랜저인과관계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대형, 중형, 소형간 상호 그랜저인과
관계를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주택 가격 상승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호(대형과 중
형, 중형과 소형, 소형과 대형)간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관계를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호 그랜저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가격 안정
을 위해서는 대형뿐 만 아니라 중형, 소형 등의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한 정책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최근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는데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소형 주택 가격 상승률에 중형의 가격 상승률이 서울
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양(+)의 영향을 주어 소형과 중형 주택 가격간 보완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소형 주택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형의 주택 가격 안정화도 필요함을 의
미한다.
본 연구는 주택의 가격 상승률간 상호 관계를 지역뿐만 아니라 주택 규모별로도 세분화하
여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지역별 상이한 추정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이 미흡하고 주
택의 공급측면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분석 대상을 아파트, 단독주
택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도 ‘도(道)’로 확장하는 등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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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es on the creative class and the location preferences of the creative class have been carried
out steadily, however these researches have only focused on artists and designers. Rather, at the present
time, when so-called technological revolution is underway, research on technical personnel such as
scientists and researchers is demanded.
In this thesis, we define Creative Technical Innovators who will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tudy their location and environment preferences. We have provided surveys about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environmentto researchers from institutes of private corporations and analyzed the
resul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Also, we determine the order of priority that takes
both importance and performance into account with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First, as
the result of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influential factors of performance are determined
to be urban accessibility, road accessibility, urban infrastructure, support environment,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On the other hand, factors affecting importance are urban accessibility, road accessibility,
urban infrastructure, and research environment. Second, as the result of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he 'maintenance' group, which has high performance and importance level, prefers urban
accessibility, road accessibility, urban infrastructure, research environment, and support environment
accordingly.
In the fut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location preferences of creative technical
innovators, we will conduct research on how to meet the demand of the creative technical innovators.
Also, the study will investigate the diverse industrial location preferences that reflect the conflu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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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창조계층 및 창조계층의 선호입지에 대해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간의 연구는
예술가, 디자이너 등 문화예술인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른바 기술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필요한 것은 과학자, 연구원 등 기술인력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기술창조인재’를 정의하고, 그들의 선호입
지 및 환경에 대해 연구하였다.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입지환경의 만족도
와 중요도를 동시에 설문하고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또한, 중요도-만족도 분석기법(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으
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첫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기술창조인재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도
심 접근성, 도로 접근성, 도시 인프라, 지원 환경, 운영 요건 등이며,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심 접근성, 도로 접근성, 도시 인프라, 연구 환경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요도-만족도 분석(IPA)결과,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은 ‘유지’그룹에는 도심접
근성, 도로접근성, 도시 인프라, 연구 환경, 지원 환경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술창조인재의 선호입지에 대한 금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술창조인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전체의 융복합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다양
한 형태의 산업입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어 : 창조계층, 기술창조인재, 입지만족도·중요도, 구조방정식, IPA분석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은 제조나
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사회를 새로운 기술문명,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이끌
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창조인재와 그들의 선호입
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ichard Florida가 2002년 ｢Creative Class｣를
출간하면서 시작된 창조계층 및 선호 환경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간의 연구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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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 디자이너 등 문화예술인이 대부분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기술창조인재. 즉,
과학자, 연구원 등 기술인력에 대한 연구는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학기술평가원1)은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78조7,892억 원 중 기업체가 사
용한 연구개발비는 62조5,634억 원으로 국가 전체의 79.4%이며, 2016년 기준 전체 연구인
력 460,769명 중 기업체 연구원은 321,323명으로 전체 연구인력의 69.7%를 차지한다고 발
표하였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는
40,300개, 연구원은 335,526명이며, 이 중 석사와 박사는 106,358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32%이다. 1981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인정제가 시작된 이래 2004년 1만개, 2010년 2만
개, 2014년 3만개, 2018년에는 4만개를 돌파하였는데, 이중 64%인 2만6천개의 기업부설연
구소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국토연구원3)은 빅데이터 키워드를 통해
국토 및 산업입지의 메가트랜드를 분석한 결과 직주근접, 고급인력의 수도권 집중, 생활권역
광역화, 공유경제, 도심고밀화, 지방산업단지 수요감소, 수도권·광역시에서의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창조인재가 선호하는 입지요
인 연구의 배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 인력들을 대표적인 기술창조인재로 정의하고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입지환경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산업입
지 전략에 반영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인 창조인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들의 입지
및 환경의 중요도-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기업에 대한 조사가 아닌 기술창조인재의 입장에서,
입지환경으로 중요시 여기는 요소(중요도)와 입지환경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만족도)
를 9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도시 생활 전반적인 부분 9가지로 나
누어 요인을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요인은 측정 오차를 고려하여 3개 이상의 측정 변수로 측
정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9가지 요인과 측정변수로는 도시의 인프라(교육,
주거, 의료시설), 편의시설(문화, 쇼핑, 공원), 이미지(발전가능성, 관용, 행정시설), 도심접근
성(강남, 수원, 동탄), 도로접근성(고속도로, 전용도로, 일반도로), 대중교통(버스, 철도, 공항,
녹색교통), 연구환경(연구네트워크, 산학연계, 전문인력 확보, 연구시설), 사내시설(기숙사, 육
아, 주차, 사내편의 시설), 운영여건(통근버스, 청소경비, 안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구조
1) 과학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istep.re.kr) K-브리프 2017년 24호, 2018년 23호.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2019. 1. 4 방문하여 참고 작성.
3)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2019. 1. 4 방문하여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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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모형(SEM)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후, 중요도-만족도 분석기법(IPA)을 통하여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경기도 용인시의 마북연구단지
를 대상으로, 2018년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총 427명의 연구원으로 부터 답변을
받았다.
조사대상으로 용인시와 마북연구단지를 선정한 이유는 용인시가 수도권 도시 중 2000년
39만 명에서 2018년 100만 명을 초과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있었으며, 김유미4)의 논문
에서 국내도시 84개를 대상으로 창조계급비율 상위도시의 순위에서 2위를, 과학/컴퓨터/기술
분야의 창조계급 비율 상위 10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마북연구단지는 용인
시 소재의 대표적인 민간기업 연구단지로서, 총 65만6천10㎡의 면적에, 4,955명의 연구원이
자동차, 자동차부품, 중공업, 건설, 유/무기/분석화학, 전기전자, 에너지, IT등 첨단기술 및
인재개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기술인력의 집적지로 설문조사 대상지역으로
적합하였다.

Ⅱ. 이론 고찰
1. 부동산과 입지
부동산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재산을 말한다. 안정근5)은 부동산의
세 가지 특성을 물리적특성, 경제적특성, 제도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특성은 일반적
특성과 개별적 특성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 특성은 부동성, 불괴성, 이질성, 비생산성을 말
하며, 개별적 특성은 지형, 토양, 크기와 모양을 말한다. 경제적 특성은 분할가능성, 변용성,
위치성, 내구성이며, 제도적 특성은 부동산법, 공공규제, 협의와 조직, 사회관습을 말한다. 부
동산의 물리적 특성 중 부동성이란 부동산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그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동성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에서는 위치지대가 발생한다. 안정근6)은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 중 위치성은 상대적 공간 개념을 말하며 도심이나 경제활동의 입지까
지의 거리 또는 접근성을 의미한다. 토지의 위치는 지리적으로 결정되는 절대적 위치와 주변
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 위치가 있다. 지리적으로 결정되는 절대적 위치를
4) 김유미, “도시의 창조성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일본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2009, pp.64~66.
5) 안정근, ｢현대 부동산학(3판)｣, 법문사, 2003. pp.54
6) 안정근, ｢부동산 평가이론(제5판)｣, 양현사, 2010, p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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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물리적 위치라 하고,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 위치를 경제적 위
치라 한다.
이호병7)은 입지(Location)란 경제활동을 위해 선택하는 장소로서 인간의 경제활동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입지는 부지(Site)와 위치(Situation)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지와 위치의 개념은 19세기 말 경제학자인 Marshall에 의해 도입되었다. 부지란 부
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자체로, 지리적 좌표를 의미하는 절대적 공간입지라고 할 수 있
다. 즉, 특정 입지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요소로, 부동산의 면적, 높이, 지형, 식생, 접근도
로 크기, 주차장 면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호병8)은 입지란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오피
스 서비스, 주거, 공공서비스 등 각종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장소. 즉,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라고 정의하였다.

2. 창조성과 창조계층
창조성이라는 개념은 그동안 경제학, 경영학 뿐만 아니라 , 문화. 예술 등 다양한 학문분
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그 개념 및 정의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왔다. 창조성의 사전적
정의는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특성’ 혹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
이라고 정의된다. 창조성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활발히 활용되고, 그 중요성을 더 하고
있다. 안청자9)는 최근 개인의 창의력이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요소로 인식되어 경제·경영
분야에서 창조성이 활발히 활용된다고 주장하였으며, 고정민10)은 창의성이 개인 단위의 단발
성을 의미하는 반면, 창조성은 보다 총체적 개념이라고 정의하며 창조는 창의성의 결과로 해
석하였다. Florida11)는 오늘날의 경제는 인간의 창조성에 의해 움직이고, 경제적 이익의 근
원은 창조성이며, 창조성은 다차원적이며 다양한 형태를 생성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
에서 발현된다고 하였다. Florida는 더 나아가 창조계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창조계
층은 “창조적 작업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처리절차,
방법을 시험하고 동참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라 정의하였다. 김준홍12)은 Florida가 정의한
7) 이호병, ｢부동산입지론｣, 형성출판사, 2005, pp.18~20.
8) 이호병, ｢부동산입지분석론｣, 형성출판사, 2011, pp.216~229
9) 안청자, “로컬 거버넌스 구성요인이 도시창조성과 도시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
교 대학원, 2018, pp.21~22.
10) 고정민, “문화예술 및 콘텐츠산업에서의 창의성 유형 및 사례”. 문화경제연구. 2013. pp.3~23
11) Richard Florida, ｢신창조계급 Creative Class｣, 북콘서트, 2002, pp.134~158.
12) 김준홍 외, ｢Richard Florida의 창조 도시 이론의 한국적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창조 계층의 장
소 선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도시발전연구소, 2012, pp.32~36

- 63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1號(通卷 第51號)

창조계층은 특정산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창조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또, 특정 도시에 창조 계층의 주거 여부에 따라 도시의 발전, 문
화산업 육성 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창조계층이야말로 더 많은 혁신과, 창조
적 산업을 유발해내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것은 창조도시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였는데, 최종
석13)은 Florida의 3T(Technology, Talent, Tolerance)지수를 사용하여 도시의 창조성을
계량화 하고, 창조성이 도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개방적이고 관용성
이 높은 도시일수록 다양한 창조계층들과 기술들을 수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발전
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이표14)는 21 세기는 각 산업별로 고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넘어, 다
른 산업과의 융합(Convergence)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
고 있으며, 이런 시대에 필요한 기술인재가 바로 ‘창의 ․ 융합형 인재’라고 주장하였다. ‘창의
․ 융합형 인재’는 ‘글로벌 융ㆍ복합화 및 개방화 추세에 따라 이종 기술이나 이종 산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설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 또는, ‘이미 출시되어 있는 제
품이나 부품,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엮어 새로운 차원의 제
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낼 수 있는 창의적 인재’라고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이론을 기반으로 “기술창조인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기술창조인재”는 창조계층 중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융 ․ 복합화로 산
업구조가 급변하는 시대에,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우위로 국가 및 기업의 생존을 주
도할 ‘기술성과 창조성을 동시에 보유한 창의 ․ 융합형 인재’ 이다.

3. 선행 연구 고찰
주미진15)은 창조계층을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에 종사하
는 직업군’이라 정의하고 이동특성과 이주동기를 분석하였다. 창조계층의 이동성이 높았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20~30대의 젊은층, 기혼자, 아파트 거주자의 이동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창조계층의 이주 동기는 주거와 직장 요인이 중요하며, 인간관계, 편의시설 등은 창조
계층의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마윤주16)는 지역창조화요인과 지역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역창조화요인 중 창조
13) 최종석, “도시창조성 요인과 도시재생의 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pp.20~22
14) 이이표, “재직자 대상 창의ㆍ융합 기술인력 양성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6,
pp.16~17.
15) 주미진, “창조계층 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지｣, 2017, pp.376-387.
16) 마윤주, “지역창조화 요인이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018, pp.228-237.

- 64 -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활용한 기술창조인재 선호입지의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인력, 창조기업, 창조환경, 창조산업은 지역내총생산(GRDP) 및 고용율과 정(+)의 관계로 나
타남을 확인하였다.
조동진17)은 도시의 창조성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도시의 창조성지
수가 높을수록 도시경쟁력이 증가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의 창조성이 도시경쟁력을 향상
시킨다는 점과 창조계급과 기술부문이 증가할수록 지방소득세가 증가되며, 인재와 기술이 도
시경쟁력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박은실18)은 창조인력이 밀집되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창조인력과 창조환경의 상호관계,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지역요인을 2008년 이후 문화 창조인력이 유입되고 있는 서울 연남동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남동을 고유한 창조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요인으로 독창적 영역,
관용적 정서, 전통문화, 경관환경 등을 선정하였다.
박규택ㆍ이상봉19)은 창조도시 관련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화･예술, 창조 행위
자, 장소 등을 토대로, 창조도시의 로컬리티 측면을 재해석하고 도시와 지역이 직면한 문제들
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대상을 문화 ･ 예술의 영역에 한정시켜 첨단산업 등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곽수정20)은 서울시 창조계층의 입지특성을 연구하였다. 서울시의 창조계층은 도심, 서초
구, 강남구, 여의도 및 홍대 일대에서 두드러진 분포를 보였다. 핵심적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
문가는 업무지역인 도심과 서초구, 강남구에 입지하였고, 보헤미안은 홍대일대에서 입지하여
타 집단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창조계층 및 창조계층의 선호지역 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가 많았다. 그들의 이동성 및 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지역성장과
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에 국한하는 부분이 많았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융복합
화, 제도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의 융복합화가 진행되는 현 시기에 기술인력에 대한 연구 및
입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7) 조동진, “도시의 창조성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
학원, 2018, pp.53~55.
18) 박은실, “창조인력의 지역 선호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 연남동 창조환경 특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pp.170~176.
19) 박규택ㆍ이상봉, “창조도시 담론의 비판 : 생성의 로컬리티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 한국지
역지리학회, 2013, pp.60~74.
20) 곽수정, “서울시 창조계층의 입지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 2013,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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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창조계층과 창조계층 선호입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창조계층의 개념을 주로 문화･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을 위주로 검토된 것이 대부분이며, 기술인력에 대한 연구 또한 대부분 IT산
업 관련 인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융･복합 첨단 기술들이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주도할 기술창조인재에 대한 연구 및 그들이 선
호하는 입지에 대한 연구는 그간 시도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의 77.7%를 차지하고, 전체연구원의
69.7%를 차지하는 민간기업 연구원을 대상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입지환경 등을 9가지 요인
으로 구분하여, 현재의 입지나 근무환경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각각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
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중요도-만족도분석(IPA)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창조계급이 원하는
입지요건을 통해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입지정책 연구의 기초가 되고자 하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Ⅲ. 실증 분석
1. 연구모형
1) 구조방정식 모형(SEM)
이학식·임지훈21), 김진수22)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측정모형(Measure Model)과 이론모형
(Structural Model)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통계적 이론모형이며 모형을 잠재변수
(Latent Variable)와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로 분류하였다. 잠재변수는 구성개념
(Construct)이 기본단위인데, 구성개념을 이루는 변수는 관측가능여부에 따라 [그림1]과 같
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간접적인 관측 방법으로 관찰해야 한다. 구조방정식에서는 하나의 잠
재 변수를 여러 개의 관측 변수로 측정한다.

21) 이학식ㆍ임지훈,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22｣, 집현재, 2015, pp.7~13.
22) 김진수,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노인환자의 치과만족도가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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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조방정식 기본 구조

 ,  가 잠재 변수일 때, 측정 변수 , 경로계수  , 측정오차 로 표현한다. 구조
방정식에서는 잠재 변수  ,  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경로를 결합한다. 이때,  는 경로계
수,  는 구조오차이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식 (1)~(3)에서 측정 오차  와 구조 오차  를
최소화하는 를 찾아 잠재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      ,     

(1)

     ,     ,     

(2)

    

(3)

2)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Martilla, J.A. and James, C.J.23)는 중요도, 만족도의 평균값을 4사분면 매트릭스를 이
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이라고 하였다. IPA 분석기법의 장점은 간편
하고 적용이 용이하며 중요도와 만족도를 함께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항목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법은 평가요소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측정하여 [그림 2]와 같
이 사분면(IP Matrix)에 표시하고 위치에 따라 ‘유지’, ‘집중’, ‘저순위’, ‘과잉’으로 해석한
다. 이때 IP matrix에서 만족도와 중요도의 평균값이 중심점이 된다.
23) Martilla, J. AㆍJames, C. J,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vol.41, No.1, 1977, pp.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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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P Matrix

2. 연구모형
기술창조인재의 입지 및 환경의 중요도와 만족도 요인 분석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 지역의 인프라는 기술창조인재의 입지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H12 : 지역의 편의시설은 기술창조인재의 입지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H13 : 지역의 이미지는 기술창조인재의 입지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H14 : 도심접근성은 기술창조인재의 입지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H15 : 도로접근성은 기술창조인재의 입지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H16 : 대중교통은 기술창조인재의 입지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H17 : 연구환경은 기술창조인재의 입지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H18 : 기업의 지원환경은 기술창조인재의 입지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H19 : 기업의 운영여건은 기술창조인재의 입지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H21 : 기술창조인재는 입지환경 요건으로 지역의 인프라를 중요시한다.
H22 : 기술창조인재는 입지환경 요건으로 지역의 편의시설을 중요시한다.
H23 : 기술창조인재는 입지환경 요건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중요시한다.
H24 : 기술창조인재는 입지환경 요건으로 도심접근성을 중요시한다.
H25 : 기술창조인재는 입지환경 요건으로 도로접근성을 중요시한다.
H26 : 기술창조인재는 입지환경 요건으로 대중교통을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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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7 : 기술창조인재는 입지환경 요건으로 연구환경을 중요시한다.
H28 : 기술창조인재는 입지환경 요건으로 기업의 지원환경을 중요시한다.
H29 : 기술창조인재는 입지환경 요건으로 기업의 운영여건을 중요시한다.

3. 연구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마북연구단지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2018년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표 1>와 같이 총 427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는 모두 분석에
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는 414부 이었다.
<표 1> 설문조사 표본 특성

성별

연령

학력

동거
가족수

거주지

직급

구 분

빈도 (명)

백분율

합 계

427

100%

남 자

325

76%

여 자

102

24%

20~29

63

15%

30~39

182

43%

구 분
혼인
여부

소득
(연봉
기준)

빈도 (명)

백분율

기 혼

290

68%

미 혼

137

32%

1.5억원 이상

18

4%

1억~1.5억원

48

11%

5천만원~1억원

222

52%

40~49

145

34%

3천만원~5천만원

137

32%

50세 이상

37

9%

3천만원이하

2

0%

박 사

36

8%

자가용

282

66%

석 사

140

34%

대중교통

38

9%

학 사

231

54%

회사셔틀

73

17%

전문학사이하

20

5%

기타 (도보 등)

34

8%

1 인

97

23%

자동차부품

89

21%

2 인

87

20%

자동차

56

13%

3 인

144

34%

유기화학

51

12%

4 인

91

21%

소재

36

8%

분석화학

12

3%

무기화학

28

7%

교통

5인이상

8

2%

서울특별시

106

25%

용인시

184

43%

전기전자,에너지

30

7%

용인시외 경기도

118

28%

IT

25

6%

기 타

19

4%

ENG

24

6%

임 원

23

5%

건설

23

5%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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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차/부장

120

28%

과 장

117

27%

대 리

100

23%

사 원

67

16%

연구
분야

인재개발

12

3%

스포츠

9

2%

기타 (특허등)

32

7%

4.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이용될 변수들의 신뢰도과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설문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Cronbach's Alpha(α)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개념 예측변수들의 집합에 대한 신뢰도 측정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이 값이 0.7
이상이면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데이터의 중요도,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는 <표 2>와 같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설문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는 p값과 평균분산추
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p값은 0.05보다 작
고, 평균분산추출지수는 0.5이상이어야 통계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한다. 타당성 검증결
과 p값은 모든 잠재변수들이 0.05보다 작아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평균분산추출지수는 <표
2>와 같이 만족도에서는 모든 잠재변수가 타당성을 갖지만 중요도에서는 편의시설과 지원환
경 두 항목은 0.5보다 작아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연구모형으로
연구내용을 구체화 할 때 이 두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만족도, 중요도 신뢰도/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잠재변수

신뢰도(Cronbach’s α)

평균분산추출지수 (AVE)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인프라

0.83

0.77

0.62

0.53

편의시설

0.85

0.72

0.67

0.45

이미지

0.90

0.88

0.76

0.71

도심접근성

0.89

0.72

0.74

0.55

도로접근성

0.91

0.84

0.77

0.64

대중교통

0.91

0.90

0.72

0.70

연구환경

0.89

0.86

0.69

0.70

지원환경

0.81

0.71

0.54

0.38

운영여건

0.86

0.86

0.68

0.61

종합

0.97

0.92

0.94

0.84

- 70 -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활용한 기술창조인재 선호입지의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5. 연구모형
1) 초기 연구 모형
기술창조인재의 입지 및 근무환경 중요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그림 3], [그림 4]와 같은 모형으로 구체화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요도에서는 평균분
산추출지수가 0.5이하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의시설’과 ‘지원시설’ 두 항목을 모형에
서 제외하였다. 초기 연구 모형에서는 만족도, 중요도 모형에서는 도시 환경적 요소에 속하는
‘인프라’, ‘이미지’, ‘편의시설’을, 교통 여건에 속하는 ‘도심접근성’, ‘도로접근성’, ‘대중교통’
을, 기업의 운영 요소에 속하는 ‘연구환경’, ‘지원시설’, ‘운영여건’을 각각 그룹화 하여 관계
를 설정하였다. 모형 분석에서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는 최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1) 요인부하량 분석
요인부하량은 만족도와 중요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만족도와 중요
도의 연구모형 요인부하량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p-value < 0.05인 ‘인프라’, ‘도심접근성’, ‘도로접근성’, ‘운영여건’, ‘지원시설’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p-value < 0.05인 ‘인프라’, ‘도심
접근성’, ‘도로접근성’, ‘연구환경’이었다.
<표 3> 만족도/중요도 모형 요인부하량 분석
요인

중요도

만족도

Estimate

S.E.

C.R.

P

Estimate

S.E.

C.R.

P

인프라

0.316

0.029

10.937

0.001이하

0.299

0.044

6.783

0.001이하

이미지

-0.027

0.024

-1.159

0.246

-0.031

0.042

-0.737

0.461

편의시설

-0.022

0.026

-0.865

0.387

-

-

-

-

도심접근성

0.252

0.024

10.569

0.001이하

0.605

0.083

7.261

0.001이하

도로접근성

0.301

0.023

12.98

0.001이하

0.348

0.03

11.694

0.001이하

대중교통

0.029

0.022

1.329

0.184

-0.028

0.025

-1.122

0.262

연구환경

0.016

0.029

0.557

0.577

0.317

0.027

11.945

0.001이하

운영여건

0.045

0.021

2.172

0.03

-

-

-

-

지원시설

0.188

0.028

6.766

0.001이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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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요도 요인 연구모형

[그림 4] 만족도 요인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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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적합도 분석
설문조사의 데이터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형적합도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적합도 판단을 위해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등이 활용되었다. 절대적
합지수에는   , GFI, AGFI, RMR, RMSEA등이, 증분적합지수에는 TLI, NFI, CFI가 사용되
었다. 각 잠재변수들이 중요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3], [그림 4]
와 같은 초기 연구모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중요도 모형분석결과는   p-value 값이, 만족도에서는   p-value와 RMSEA만이
양호하며 나머지 지표는 모두 미흡으로 판단되어 모형의 수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만족도/중요도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판단 지표





만족도 결과

중요도 결과

p-value = 0.000 p-value = 0.000

해석 기준

판단
만족도

중요도

p-value 0.05 이하

양호

양호

GFI

0.803

0.651

0.9 이상

미흡

미흡

AGFI

0.767

0.569

0.9 이상

미흡

미흡

CFI

0.889

0.659

0.9 이상

미흡

미흡

RMR

0.260

0.463

0.05 이하

미흡

미흡

RMSEA

0.078

0.181

0.08 이하

양호

미흡

TLI

0.877

0.611

0.9 이상

미흡

미흡

NFI

0.853

0.644

0.9 이상

미흡

미흡

2) 수정 모형
(1) 대안모형1
초기모형의 요인부하량 분석결과 만족도에서는 ‘이미지’, ‘편의시설’, ‘대중교통’, ‘연구환
경’이, 중요도에서는 ‘이미지’, ‘대중교통’이 각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형적합도 향상을
위해 초기모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을 제거한 후 대안모형1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만족도에서 RMR항목이, 중요도에서 AGFI, RMR 항목이 미흡으로 분석되어 대안모형1이 초
기모형보다 우수한 편이나 여전히 수정모형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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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모형2
대안모형1의 간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추가로 설정하여 대
안모형2를 설정하였다. 이때, 측정변수 간의 관계는 대안모형1의 M.I. 값(Modification
Index, 수정지수)을 분석한 <표 5>를 참고하였다.

<표 5> 대안모형1 수정지수 (만족도/중요도)
covariance

만족도

중요도

M.I.

Par Change

M.I.

Par Change

e7 ↔ e5

11.191

-0.1

11.191

-0.1

e9 ↔ e7

12.745

-0.093

12.745

-0.093

e12 ↔ e7

12.33

-0.097

12.33

-0.097

e11 ↔ 연구

8.318

0.082

8.318

0.082

e11 ↔ 도심

22.292

-0.209

22.292

-0.209

Karin and Helfried24)는 기존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차이가    일 때 수정지수
가 3.841(p-value < 0.05)이상이면 수정모형이 유의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표 5>에서 수정
지수가 3.841 이상인 측정변수를 선택해 [그림 5], [그림 6]와 같이 대안모형2를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대안모형2는 중요도, 만족도 모두   , GFI, CFI, RMSEA, TLI,
NFI 지수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5] 중요도 대안모형2
23) Karin, Schermelleh-Engel1ㆍHelfried Moosbrugger, “Evaluating the Fi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Tests of Significance and Descriptive Goodness-of-Fit Measures”,
Method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line, vol.8, No.2, 2003,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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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만족도 대안모형2

3) 최종 모형
만족도의 대안모형에서는 <표 6>과 같이 대안모형2가   =165.464(p-value<0.001),
GFI=0.949,

AGFI=0.922,

CFI=0.981,

RMR=0.044,

RMSEA=0.052,

TLI=0.975,

NFI=0.965로 모든 수치가 가장 우수하였다. 중요도의 대안모형에서는 <표 6>와 같이 대안모
형2가   =254.961(p-value<0.001), GFI=0.918, AGFI=0.872, CFI=0.960, RMR= 0.070,
RMSEA=0.075, TLI=0.946, NFI=0.944로 모든 수치가 가장 우수하였다. 따라서 만족도와
중요도의 대안모형2을 각각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6> 만족도,중요도 모형 비교
모형적합도



만족도
연구모형



대안모형1

중요도
대안모형2

연구모형

p-value < 0.001

대안모형1

대안모형2

p-value < 0.001

GFI

0.803

0.924

0.949

0.651

0.924

0.949

AGFI

0.767

0.892

0.922

0.569

0.892

0.922

CFI

0.889

0.967

0.981

0.659

0.967

0.981

RMR

0.260

0.052

0.044

0.463

0.05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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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는 기술창조인재가 선호하는 입지여건을 만족도와 중요도로 나누어 설정한 가
설을 검증하였다. 채택한 요인들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C.R, p-value는 <표 7>과 같
다. 그 결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프라’, ‘도심접근성’, ‘도로접근성’, ‘지원환경’,
‘운영요건’이며,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프라’, ‘연구환경’, ‘도로접근성’, ‘도심접
근성’으로 판단하였다.

2. 중요도-만족도 분석 (IPA)
IPA 분석은 만족도, 중요도 설문조사의 측정 항목별로 평균값과 전체 평균값을 비교한다.
만족도와 중요도의 측정항목별 평균값과 전체평균값은 <표 8>과 같다.
<표 8> 중요도, 만족도 평균
측정항목

만족도 평균 (Performance)

중요도 평균 (Importance)

인프라

3.21

3.41

편의시설

3.05

3.32

이미지

3.20

3.16

도심접근성

3.38

3.29

도로접근성

3.44

3.47

대중교통

2.75

3.11

운영여건

2.89

2.83

지원환경

3.17

3.24

연구환경

3.33

3.33

평균

3.15

3.23

IPA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 1사분면인 ‘유지’그룹에 속하는 요인은
‘도로접근성’, ‘도심접근성’,‘연구환경’,‘지원환경’, ‘인프라’ 로 분석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2사분면인 ‘집중’그룹은 ‘편의시설’ 이며,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인 ‘저순위’그룹은 ‘대중교통’과 ‘운영여건’ 항목이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4사분면의 ‘과잉’항목은 ‘이미지’ 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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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그림 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Ⅴ. 결 론
본 논문은 기업에 대한 입지환경 조사가 아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기술창조인재의
입장에서의 입지환경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만족도)와 입지환경으로 중요시 여기는 요
소(중요도)를 동시에 설문하여 분석하였다. 만족도와 중요도를 구조방정식 모형 을 활용하여
요인분석한 후, 중요도 만족도 분석 IPA 기법을 통하여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한 우
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창조인재의 현재 입지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프라’, ‘도심접근성’, ‘도로접근성’, ‘지원환경’, ‘운영요건’ 등으
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설문대상지가 2개의 고속도로나 다수의 전용도로를 통한 강남 등 도
심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에 수지, 분당, 판교 등의 신도시가 입지하여 도시 인프라가 잘 갖
춰져 있는 점, 단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우수한 대학이 인접하여 산학연계나 전문 인력확보
가 용이한 점, 대기업 연구소가 집적되어 복지시설 등이 충분한 점이 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
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기술창조인재가 입지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도로접근성’, ‘도심접근성’, ‘인프라’, ‘연구환경’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술창조인
재가 강남 등 도심에 근접하고, 도로가 발달된 지역, 그리고 학교, 공원 등 인프라가 풍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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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등 연구환경이 잘되어 있는 입지를 입지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둘째,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결과에서는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은 요인은 ‘유지’그
룹에 분류되었는데, 그 요인들은 ‘도로접근성’, ‘도심접근성’, ‘연구환경’, ‘인프라’, ‘지원환경’
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과 ‘운영여건’은 ‘저순위’ 그룹에 속하여 개선 측면에서는 우선순위
가 가장 낮다. 이미지 요인은 중요도가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과잉’그룹에 속하여 구성원들
의 용인시나 마북연구단지에 대한 이미지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시설,
쇼핑공간, 공원 등 ‘편의시설’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결과와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결과를 종합하면 중요도와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심접근성’, ‘도로접근성’, ‘인프라’, ‘연구환경’, ‘지원환경’, ‘운
영요건’이 있다. 이 항목 중에서 ‘운영여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에서
‘유지’그룹에 속하였다. 기술창조인재의 입장에서 마북연구단지의 입지환경 중요도와 만족도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25)에 따르면, 국토 및 산업입지의 7대 트랜드는 직주근접, 고급인력의 수도권
집중, 생활권역의 광역화, 공유경재의 노래, 도심고밀화, 지방산업단지 수요감소, 수도권·광역
시에서의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술창조인재가 선호하는 근무입지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술창조인재가 선호하는 산업입지의 수요는 도시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도심 및 도심에 근접한 지역, 도로 연결망이 양호한 지역, 그리고 연구
환경이 양호한 대도시지역 해당 산업입지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으나, 현재의 산업
입지 정책은 지방 중소도시에 대규모 산업단지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 등 지역균형 발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산업입지의 목적이나 필요대상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의 발전
에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내 입체적인 산업단지조성, 네트워크·시장중심의 산업입지 조성, 도
심 내 유휴부지 및 도심재생을 통한 입체적 산업입지등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균형발
전을 위한 중소도시 활성화의 경우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정책을 통하여 실질적인 산업경
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입지 정책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로 기술창조인재의 선호입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및 제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전체의 융복합화를 반영할 수 있는 도심내 입체적인 산업
입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3)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 2019.1.4. 방문하여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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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termine compound and appurtenance in real estate appraisal is very difficult and there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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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있어 부합물과 종물의 판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그동안 관련 연
구가 미진하여 감정평가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는 부합물과 종물의 판정기준을 제시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의 부합물 판정기준으로는 부합하는 물건이
건물인지 여부, 분리가능 여부, 타인의 권원에 의한 부합 여부가 있다. 둘째, 건물의 부합물 판
정기준으로는 독립된 물건인지 여부, 분리가능 여부, 타인의 권원에 의한 부합 여부가 있다. 셋
째, 종물의 판정기준으로 독립된 물건인지 여부,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하는지 여부가 있다.
본 논문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감정평가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를 기대한다.
주제어 : 부동산감정평가, 부합물, 종물, 제시목록외의 물건, 타인의 권원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방법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있어 의뢰인이 제시한 대상물건이 아닌 물건인 제시목록외의 물건은
크게 독립된 물건, 부합물, 종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제시목록외의 물건의 판정내
용에 따라 처리방안과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 즉, 부합물이나 종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압
류·가압류·근저당권 등의 효력이 미치나, 독립된 물건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제시목록외의 물건의 내용이나 감정평가의 목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여
부 및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시목록외의 물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확인이 필요하다.
부합물과 종물에 대한 제도나 이론이 복잡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동안 관련 연구가 매우 미진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일반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정기준을 제시한다면 감정평가 실무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 부합물과 종물에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그 판정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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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결과는 제시목록외의 물건이 있는 부동산감정평가에 직접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제도를 연구하거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에 한정한다.「민법」상 부합물과 종물은 부동산
뿐 아니라 동산에도 성립하지만 감정평가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이므로 부동산에
한정하여 연구한다. 한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로서, 도서 및 논문, 법령, 판례·유권해석
등을 분석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신국미(2010)는 부동산 부합의 법리에 관한 연구에서 부합과 부속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
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즉, 부합제도의 취지가 물건의 분리에 의
한 경제적 손실의 방지에 있음을 강조하고 분리하여도 경제적 손실이 없는 경우(예: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나무를 식재한 경우)에는 부합의 법리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향후 법률의 개정에 있어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이계정

(2013)은 부동산경매에 있어 부합물·종물에 관한 연구에서 부동산경매에 있어 부합물·종물
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부합물의 판정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 여부 뿐 아니라 분리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지 여부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종물의 판정기준으로 주물
을 확정하고 주물과의 관계에서 해당 물건이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기여하는 지를 중점
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판정기준은 부동산활동에서 부합물과
종물을 판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홍성재(2014)는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연구에서 토지 또는 건물에 물건을 부착하
여 부동산을 만드는 경우에는 부합에 관한 「민법」규정(제256조)의 적용을 배제하자고 주장했
다. 즉,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기존건물에 붙여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공정에 상관없
이 부합의 성립을 배제하고 건축주(즉, 부착자)의 소유로 하자는 것이다. 이는 부합이 성립하
는 경우 정당한 권원이 없는 부착자에게 토지 또는 기존건물의 소유자가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한 것이나 부합하는 물건으로 인해 기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
하는 경우가 많고, 수개의 물건을 1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부합의 취지가 상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윤철홍(2014)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연구에서 부합물과 종물의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핵심적인 검토대상으로 건물에 대한 부합의 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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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농작물에 대한 부합의 인정여부, 저당권의 설정 전후에 따른 부합물·종물의 인정여부 등
을 제시하였다. 특히, 저당권 설정 이후에 설치된 종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부동산활동에서 부합물·종물을 판정하는데 참
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이후 설치된 물건에 대해 종물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그 설치시기에 관한 입증이 어렵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저당권설정자
나 저당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서경규(2018)는 축사 및 축사부지와 관련한 연구에서 축사의 경우 가설건축물이나 제시외
건물이 많은 특징이 있고,「건축법」상 건축물과「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개념이 상이하여 혼
란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연구결과 축사에 있어 부합물과 종물의 정확한 판정에 유의하고, 제
도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등기능력을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 부합물과 종물의 사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부합물이나 종물에 대
해 법리를 중심으로 연구하거나 부동산경매에서의 판정기준에 대해 연구한 것인 반면, 본 논
문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부동산감정평가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합물과 종물의 일
반적인 판정기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Ⅱ. 부합물과 종물의 의의
1. 개념과 법적 효과
1) 부합물의 개념
부합물은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거래관념상 하나의 물건이 된 것을 말한다.「민법」상 부
합은 부동산에의 부합(제256조)과 동산간의 부합(제257조)이 있다. 부동산에의 부합의 경우
부합되는 물건(즉, 피부합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 모두 가능하다. 또한,
부합하는 물건(즉, 부합물)은 동산이 원칙이며, 판례는 부동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1). 여기
서 부합되는 물건을 기준으로 부합물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토지의 부합
물이다. 토지에 다른 물건이 결합하는 것으로 부합 후 형태는 주로 공작물과 수목이다. 다음
은 건물의 부합물이다. 건물에 다른 물건이 결합하는 것으로 부합 후 형태는 주로 건물과 공

1) 판례는 긍정하고 있으며(대법원, 1991. 4. 12. 90다11967 판결),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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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이다. 건물의 부합물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증축이다.

부합물의 요건은 다음

과 같다. 먼저, 기존 부동산과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판정한다. 여러 개의 물
건이 결합했더라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면 부합물이 아니다. 둘째, 부합이 인정되는 결
합의 정도는 ① 물건을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②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③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야 한다. 셋째,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
되지 않아야 한다2). 여기서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권원’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
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② ‘부속’은 그 부합한 물건이 부합한 상태에서도 피부합물인 부
동산과는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상권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 일단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만 부합한 상태에서도 명인방법에 의해 토지와
는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수목은 토지에 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3). 따라
서 타인의 권원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된 때에는 부
합이 성립한다. 즉, 부합의 예외를 인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는 ①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결
합되고, ②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정도의 결합(즉, 약한 부합)으로서, ③ 결합한 물건
이 분리되면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이 결합된 물건의 소유
권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4).

한편,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므로 양자(兩者) 간

에는 부합이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부합은 여러 개의 물건을 1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제
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甲)이 을(乙)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갑에게 권원이 있는지
를 불문하고 건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5). 즉, 권원의 유무를 불문하고 부합물이 독립된 물
건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합은 생기지 않는다.

2) 종물의 개념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종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
는데 양자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물에 대해 이유 없이 소유권을 잃기 때문이다. 다만,
2)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이를 부속시킨 자에게 있다. 이 경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매도청구권 등이 문제된다(민법 제283조, 제285조, 제316조, 제615조, 제643조∼제647
조 등).
3)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17, p.606 참조
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 p.607 참조
5) 다만, 갑에게 권원이 없는 경우 을은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갑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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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에 대해 선의취득6)의 요건이 구비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이다.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저당권의 실행으
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
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인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
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인이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
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인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
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2007다36933, 36940 판결).

둘째,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여야 한다. 즉, 계속적으로 주물의 경제적 효용(즉, 유용
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기여하거나, 주물의 유용성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이때 주물의 유용성에 기여하는 것의 판단은 부속시킨 자의 주관적 의
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민법」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
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
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법원 1994. 6. 10. 94다11606 판결).

셋째,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부합에 있어서는 부합하는 물건이 독립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에 비해
종물은 비록 주물의 유용성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더라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주물
이나 종물 모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상관없다.

3) 법적 효과
먼저, 부동산의 부합물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민법 제256조).
갑이 토지소유자 을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
6)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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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
로 볼 수 있으나, … 갑이 임차권에 기초하여 유류저장조를 매설한 것이므로, 위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설치자인 갑의 소유에 속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둘째, 부합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1조). 여기서 손해를 받은 자는 부합하는 물건의 소유자이다. 본조에 의한 보상청
구권 원칙적으로 다른 청구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나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은 본조와 경합하여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민법 제100조 제2항), 주물에 대한 처분의 효과는
종물에 미친다. 여기의 처분에는 소유권의 양도나 물권의 설정과 같은 물권적 처분뿐 아니라
매매·임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한다. 그런데,「민법」제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
니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에 종물을 제외할 수도 있고 종물만을 따로 처분
할 수도 있다. 다만,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김준호, 2014: 207).
넷째, 저당권의 효력에 관해「민법」은 ‘…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
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고 있다(제358조).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합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
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반대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예: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에 저
당권을 설정했으나 다른 독립된 건물이 있는 경우). ②「민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
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확대될 수도
있다.

4) 부합물과 종물의 비교
부합물(부동산에의 부합)과 종물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 제도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르다. 부합물은「민법」의 물권편(編) 중 소유권의 장(章)에, 종물은 총칙편 중 물
건의 장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가 부합물은 수개의 물건이 결합한 경우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부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고, 종물은 주물
의 유용성7)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둘째, 부합이 성립하면 합성물로서 수개의 물건이 1개의 물건으로 되며, 종물은 주물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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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물건으로서 주물의 부속물이다. 즉, 종물이 성립하더라도 물건의 개수는 주물과 종물
의 2개이다.
셋째, 부합의 경우 타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 부합하더라도 부합되는 물건의 구성부분이
되면 부합이 성립하지만,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한 물건이므로 주물과 소유자가 다르면 성립
하지 않는다.
<표 1> 부합물과 종물의 비교
구분

부합물(부동산의 경우)

종물

법적 근거

제256조

제100조

제도 취지

수개의 물건을 1개의 물건으로 취급
(즉, 소유권 취득의 문제)

주물의 유용성 증대
(즉,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종속)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물권적 처분과 채권적 처분 포함)

임의규정
(즉,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 가능)

임의규정
(즉,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 가능)

특징

합성물
(즉, 수개의 물건간 장소적으로 결합)

부속물
(즉, 주물과 종물간 장소적으로 밀접)

성립 후 물건의
개수

1개
(즉, 합성물: 피부합물 + 부합물)

2개
(즉, 주물과 종물)

효과

∙ 부합되는 물건(피부합물): 부동산
∙ 부합하는 물건(부합물): 동산, 부동산(판례)
물건 요건

∙ 주물: 부동산, 동산
∙ 종물: 부동산, 동산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야 함, 즉, 구성부분이
되거나 (강한 부합),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 그쳐야 (약한 부합)

독립된 물건이어야

권리 요건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하더라도
구성부분이 되면 부합 성립

주물과 소유자가 동일해야 (판례)
(즉, 주물과 소유자가 다르면 불성립)

저당권의 효력

미침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음)

좌동

설치 시기

불문 (즉, 저당권설정 이후에 설치해도 성립)

좌동

보상청구권

있음(제261조): 부당이득반환 청구

없음

7) 판례에서 쓴 경제적 효용이라는 용어는 부동산학에서 유용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부동산
의 가치형성요인은 욕구와 유용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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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문제
1) 제시목록외의 물건
(1) 개념
제시목록외의 물건이란 감정평가 의뢰인이 제시한 대상물건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감정
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경우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에는
① 의뢰인, ② 대상물건, ③ 감정평가 목적, ④ 기준시점, ⑤ 감정평가조건, ⑥ 기준가치, ⑦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 ⑧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이 있다. 여
기서 대상물건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의뢰인이 제시한 물건을 말하므로 대상물건 이외에
대상물건에 소재하는 물건이 제시목록외의 물건이다.
「민법」상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으므로 제시목록외의 물건도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
로 구분된다.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말하는데 제시목록외의 물건으로 특히 유의
하여야 할 것은 토지의 정착물이다. 왜냐하면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토지의 정착물은 크게 건물, 공작물, 수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시목록외의 물건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물건의 유형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
라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유형
감정평가에 있어 제시목록외의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부동산
에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 있으며, 토지의 정착물은 다시 독립된 물건, 부합물, 종물로 세
분할 수 있다. 결국 제시목록외의 물건은 토지,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된 물건, 부합물, 종
물, 동산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있어 제시목록외의 물건의 문제는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가 여부가 핵심
이다. 제시목록외의 물건이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
고, 또한, 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법적으로 동산을 철거하는데 노력이나 비용이 들지만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결국 제시목록외의 물건의 문제는 그것이 독립된 물건인지 또는 부합물·종
물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독립된 물건의 경우이다. 토지의 정착물 중 언제나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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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건물과 농작물(판례에서 인정)이 있다. 여기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토지만
이 대상물건(즉,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인 경우에 제시목록외의 건물이 있다면 언제나
독립된 물건이다. 신축중인 건물의 경우 건축공정에 따라 그 판정이 달라지는데 Ⅲ. 2. 1)에
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토지와 건물이 대상물건인 경우에 제시목록외의 건물이 있
으면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이 아니라면 독립한 물건이다(반대로, 부합물이나 종물이라면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한편, 농작물은 판례에 의해 언제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즉, 경작자의 소유라는 견해(즉, 부합을 부정하는 견해)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
과 농작물은 부합을 인정할 만큼 강하게 합체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으
며, 토지소유자의 소유라는 견해(즉, 부합을 긍정하는 견해)는 무단경작은 불법행위인데 판례
가 이를 조장하는 점과 부동산에의 부합을 규정한「민법」제256조의 규정과 배치된다는 점 등
을 근거로 들고 있다. 무단경작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침해 사례가 많고, 다년생작물
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으며,「민법」상 부합의 규정과 배치되는 점 등에서 판례는 문제가 있다
고 본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에만 부합을 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윤철홍.
2014: 8).
둘째, 부합물의 경우이다. 부합물은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거래관념상 하나의 물건이 된
것을 말한다.「민법」상 부합은 부동산에의 부합(제256조)과 동산간의 부합(제257조)이 있지만
감정평가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에의 부합이다. 토지에 공작물이나 수목이 부합
하거나, 건물에 건물․공작물․동산이 부합하는 경우가 예이다. 다음의 3. 1) 부합물의 사례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셋째, 종물의 경우이다.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
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인 건물에 건물․
공작물․동산이 종물이 되는 경우가 예이다. 다음의 3. 2) 종물의 사례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 토지의 정착물
「민법」은 부동산으로서 ① 토지, ② 토지의 정착물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토
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대표
적으로 건물, 공작물, 수목이 있다. 그러나 이동식 주택, 가식(假植)의 수목, 농업용 비닐하우
스 등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므로 동산으로 취급된다.
토지의 정착물은 그것이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세 가
지 유형이 있다. ① 토지와는 언제나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으로서, 건물·농작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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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되어 항상 일체로 처분되는 것으로서, 교량·담장·우물 등의 공작
물이 있다. ③ 토지의 일부이지만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으로서,「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이 있다.

3. 부합물과 종물의 사례
1) 부합물의 사례
(1) 토지의 부합물
첫째, 공작물로서 지하구조물의 경우이다. 사례는 지하7층, 지상20층의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로 축조되어 그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서 지하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할 뿐 사회통념상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
원 1995. 7. 29. 95마540 결정). 참고적으로 판례는 건축공정이 더 진행되어 최소한의 지붕·
기둥·주벽이 완성되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
합물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입찰대상에서 제외된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인바, … 이 사건 공작물은 위 경락 당시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까지의 콘크리트
골조 및 기둥, 천장(슬라브)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지상 1층의 전면(남쪽)에서 보아 좌측(서쪽) 벽과
뒷면(북쪽) 벽 그리고 내부 엘리베이터 벽체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작물
은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미완성 상태의 독립된 건물(원
래 지상 7층 건물로 설계되어 있으나, 지상 1층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임이
분명하다)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2000다51872 판결).

둘째, 수목의 경우이다. 판례가 토지에 대한 약한 부합을 인정한 대표적 사례이다.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식재하거나 타인이 권원 없이 식재한 경우에
도 토지에 부합한다. 다만,「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부합물이 아니다. 또한, 권원에 의해 식재한 경
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여기서 권원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용대차권
등이 있다. 다음의 판례의 경우 98마1717은 임야소유자가 식재한 잣나무의 경우이며, 97도
3425는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의 경우이다.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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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입목에 관
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
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8. 98마1817 결정).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
원 1998. 4. 24. 97도3425 판결).

(2) 건물의 부합물
먼저, 기존 건물에 잇대어 증축한 건물은 부합물이다. 사례는 등기부상 세멘블럭조 기와지
붕 단층 주택 18.94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21.8평인 주택에 덧붙여 주택소유자가 세멘블
럭조 스레트지붕 18.9평을 증축한 경우이다(대법원 1981. 7. 7. 80다2643, 2644 판결).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
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등을 가려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85다카246 판결).

둘째, 증축건물이 기존건물 보다 면적이 더 크더라도 부합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사례는
증축건물이 기존건물에 바로 접속하여 지어진 건물로 그 벽면이 세멘블록으로 세워지고 아연
으로 지붕만 덮어져 있고, 그 좌우에는 같은 모양의 점포들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증축
건물을 통하지 않고는 기존건물로 출입할 수 없는 경우인데, 판례는 증축건물이 기존건물에
비해 면적이 2배 이상 크고 그 평당 단가도 훨씬 높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나 기능의 점을 고
려하여 부합물로 인정하였다(대법원 1981. 12. 8. 81다2821 판결). 판례에 의하면 부합하는
물건의 면적이나 가치보다 구조나 기능의 독립성이 더 중요한 판정기준이다.

셋째, 건물의

임차인이 내부벽과 내부천정에 부착한 내장재는 건물의 부합물이다. 사례는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다방영업을 하면서 내부벽에는 은파석을, 내부천정에는 합판을 부착한 것으
로, 이들 내장재는 사회관념상 건물의 일부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들을 기존 건물과 분리
하여서는 경제상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비록 이들을 건물의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위 부착과 동시에 건물에 부합되
어 건물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1985. 4. 23. 84도1549 판
결).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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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부합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물건의 소유
자는「민법」제261조에 의거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물의 사례
먼저, 주된 건물인 본채와 떨어져 축조된 창고와 변소는 본채의 종물이다. 사례는 본채에
서 떨어져 축조된 건축물로서 ① 넓이가 3.1㎡에 불과하고, 구조는 방으로 되어 있으나 사람
이 거주하지는 않으며 그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어 사실상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
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② 연탄창고 또는 공동변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본채와
독립하여 독립된 효용을 가진 건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본채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의 필요에
따라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종물이라고 보았다
(대법원 1991. 5. 14. 91다2779 판결).
둘째, 백화점 건물의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는 백화점 건물의 종물이다. 사례는 백
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로서, 국선과 내선에 연결되어
구내전화 교환에 쓰이는 전자식 구내자동교환기, 국선과 내선의 착신·발신·입력 등 전체를 관
장하는 센타열, … 전자식 구내자동교환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정류기, 정류기에 전원을 공급
하는 전원장치 각 1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의 원소유자가 설치한 부속시설이다. 이에 대
해 판례는 볼트와 전선 등으로 건물에 고정되어 각 층, 각 방실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 연결
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독립한 동산
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화교환설비가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그 용도·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백화점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
되어 백화점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
된 종물이라 보았다(대법원 1993. 8. 13. 92다43142 판결)
셋째,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사례는 토지상에 철파이프조 스라브지
붕 단층 캐노피를 축조한 후 그 밑에 콘크리트 받침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볼트를 고정하는 방
법으로 주유기를 설치한 경우로서, 판례는 주유기는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
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즉, 캐노피)
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것이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
로 건축되었다는 것이므로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
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보았다(대법원
1995. 6. 29. 94다6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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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한 사례
(1)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에 대해 토지의 부합물로 본 판례와 건물의 종물로
본 판례가 있다.
먼저, 토지의 부합물로 본 사례이다. 이 사례는 토지 위에 주유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축조하는 이외에 토지의 지하를 굴착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쳐 탱크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로 덮개를 타설하여 이를 매설하는 한편, 사무실 등
건물과는 별개로 토지상에 철파이프조 스라브지붕 단층 캐노피를 축조한 후 그 밑에 콘크리
트 받침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볼트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주유기를 설치하여 지하의 유류저장
탱크와의 사이에 관으로 연결한 후 주유소 영업을 하는 경우이다. 사례는 토지의 지하를 굴착
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쳐 탱크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한 경우로서, 판례
는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는 과다한 비용이 들고,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
탱크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유류저장탱
크를 토지에 부합된 것이라고 보았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다음으로, 건물의 종물로 본 사례이다. 갑이 토지소유자 을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주유소
영업을 위한 시설을 한 경우 유류저장탱크는「민법」제256조 단서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소
유권이 귀속하지 않고 설치자(즉, 갑)의 소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유류저장탱크를 건
물의 종물로 판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소외 1은 그곳에서 유류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4. 10.경 완공한 다음 그 무렵부터 주유소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98. 3.경 기존 지하저장
탱크 대신 위와 같이 이 사건 유류저장조를 새로 설치하여 위 건물 및 지상의 주유기 등 설비와 함
께 주유소 영업에 사용해 온 사실, 소외 1은 1998. 4. 2. 위 건물을 제외하고 이 사건 유류저장고와 주
유기 등만을 소외 2에게 매도한 후에 건물에 관하여는 1998. 4. 17. 피고(즉, 토지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유류저장고 등은 소외 3, 4에게 순차적으로 매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저장조는 위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나, 당초 위 건물의 소
유자인 소외 1(즉, 토지 임차인)이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인접한 지
하에 설치한 것으로서 경제적으로 위 건물과 일체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류
저장조는 위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
반된다는「민법」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
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98. 4.
2. 위 건물을 제외하고 이 사건 유류저장조와 주유기 등만을 소외 2에게 매도한 후에, 위와 같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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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유류저장조는 소외 3, 4, 제1심 공
동피고에게 순차 매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종물
인 이 사건 유류저장조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
76546 판결).

결국 판례에 의하면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소유자가 부속시킨 것인
지 아니면 제3자가 부속시킨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토지의 부합물이 되기도 하고, 건물의 종
물이 되기도 한다.

(2)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만 완료되고 대지사용권에 대한 등기가 완료
되기 전에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
에도 미친다.
「민법」제100조 제2항에서는‘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바, 위 종물과 주물의 관
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이
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민법」제358조
본문규정은「민법」제100조 제2항과 그 이론적 기초를 같이한다는 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
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
까지 미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결국 판례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에 대한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압류·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특별한 사유로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규약의 제정 또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예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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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합물 및 종물이 부정된 사례
(1) 부합물이 부정된 사례
먼저, 기존 건물에 잇대어 신축하였으나, 별도의 벽을 설치하고, 전용통로를 따로 한 사례
에서 새 건물은 기존 건물의 부합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례는 ① 신축부분을 기존건물의 북
쪽과 동쪽의 벽에 붙여 증축하면서 위 신축부분의 외벽 경계를 따라 10개의 철근콘크리트 기
둥을 설치하여 기초를 삼았고, 기존건물의 북쪽외벽 바깥쪽으로는 시멘트벽돌 1장씩을 더 쌓
고, 동쪽외벽 바깥쪽으로는 철근콘크리트벽을 새로 만들어 신축부분의 새로운 벽으로 삼았으
며, ② 서쪽의 북쪽 끝에 계단을 만들어 신축부분의 전용통로로 하고, 전화·전기배선 및 상하
수도의 배선 등도 기존부분과는 따로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1, 2층은 주로 점포, 3층은
주택으로서 기존건물과는 별개로 사용되도록 건축되었고, ④ 기존건물부분의 연건평이 134㎡
남짓인데 반하여 신축부분은 258.8㎡에 이르는 경우이다(대법원 1985. 11. 12. 85다카246
판결). 사례는 독립한 부동산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신축건물의 구조상 독립성이나 기능상
독립성 이외에 그 규모도 참작한 특징이 있다.
둘째, 기존의 건물에 인접하여 같은 대지 위에 새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례에서 새 건물은 기존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례에서 두 건물은 밖
으로 통하기 위한 대문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 1층 지붕 일부씩(2층 베란다 부분)이 사용
상 편의를 위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2층에 출입하기 위한 층계를 공동으로 하고 있기는 하
나, 그 1․2층 모두 몸체들이 별도의 벽으로 이루어져 상당한 간격(검증결과에 의하면 1.25미
터의 간격)을 두고 서로 떨어져 있고, 더우기 기존 건물은 그곳 일부에 방과 부엌이 설치되
어 있어 주거용으로 쓰일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나 나머지 대부분이 물치장으로 되어 있는 반
면, 새 건물은 합계 135.18㎡의 건평으로 그 대부분이 방과 마루 및 부엌으로 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이다(대법원 1988. 2. 23.
87다카600 판결). 사례는 신축건물이 구조상 독립성을 가지고 기능상으로도 독립성을 가진
경우라 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증축 및 개축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기존 건물
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하였다. 사례는 가건물인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무허가 점포 약 158.5㎡의 소유자가 이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들이 이를 증축 및 개축하여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점포 및 주택 331.1㎡와 160.0
㎡의 2동이 된 경우이다(대법원 1999. 7. 27. 99다14518 판결). 사례는 타인의 권원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신축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진 경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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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타인의 권원에 의해 공장건물에 설치한 건조로에 대해 부합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례는 리스회사가 공장건물에 건조로를 설치한 경우로(즉,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한 것으
로 해석된다) 건조로가 공장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볼 만큼 부합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
았다. 즉,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된 때
에는 부합이 성립하지만, 사례는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섯째, 타인의 권원에 의해 식재한 수목은 부합물이 아니다. 다음의 판례는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조경수를 식재한 경우이다.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
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수목이 식재된 후에 경매에 의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았
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은 그 경매에 의하여 그 수목까지 경락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
원 1990. 1. 23. 89다카21095 결정).

(2) 종물이 부정된 사례
먼저, 독립된 물건이 아닌 구성부분에 불과한 것은 종물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물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례는 당초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정화조를 인접한
자기 소유의 다른 대지에 설치한 후 다른 특약이 없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며, 그 이후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사례에서 당초 토지소유자가 경락자에게 정화조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정화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독립한 물건으로서 종물이 아니라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았다. 또한, 당초 매수인이 이 사건 대지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
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경락인이 종물의 법리(즉, 민법 제100조제2항)의 유추
적용에 의해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취득하였다고 보았다(대법원
1993. 12. 10. 93다42399 판결).
둘째, 대상건물과 독립하여 독립된 유용성을 가진 건물은 종물이 아니다. 사례는 공장부지
및 건물이 대상물건인 상태에서 이와는 별도로 독립된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이다. 판례는
이들 미등기건물은 입찰대상건물의 유용성(효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판정하고 종물의 성립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00. 11. 2. 2000마3530 결정).
셋째,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사례는 건물 소유자
가 건축시 소방설비, FLOOR DUCT 설비, 전화설비, 변전실설비, 발전기설비 등을 렌탈회사
를 통해 설치한 것으로 그 후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해 임의경매에 의
해 낙찰된 경우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렌탈목적물 중 건물에 부합된 물건은 낙찰인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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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득하였으나, 종물의 성격을 가지는 물건은 건물의 소유자와 달라 종물이 성립하지 않으
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정당한 소유자가 점유(즉,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선의취득의 성립도 부정되었다(대법원 2008. 5. 8. 2007다36933, 36940 판결).
넷째, 설비를 구성하는 일련의 장치가 각각 그 기능이 배분되어 있다면 주물과 종물의 관
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례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 연소된 후 집진기에 포집되
는 비회(飛灰)를 정제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설비로서, 저장설비인 싸이로(silo)와 기계
장치류(비회 포집설비, 정제 및 폐회분리설비, 출하설비, 선적설비 등)로 구성된 경우이다. 판
례는 비록 기계장치류가 싸이로의 내부 또는 가까이에 부착․연결되어 있더라도 일련의 설비가
연계되어야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싸이로와 기계장치류에 각각의 기능이
배분되어 있으며, 싸이로의 취득가격은 금2,388,465,512원이고 기계장치류의 취득가격은 금
12,730,129,42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체 설비의 구성방식과 운용방식, 이에 따른 각
구성장치의 기능 및 가격 등에 비추어 싸이로가 설비의 중심적인 기능을 맡고, 기계장치류가
그 기능을 보조하거나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2. 5. 17. 2000두7018
판결). 사례는 종물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기능의 종속성 이외에 각 물건의 가액도 고
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부합물과 종물의 판정기준
1. 판정절차
감정평가에 있어 제시목록외의 물건은 소유권의 귀속, 가치형성의 영향여부 및 감정평가
대상의 여부 등의 문제와 관련된다. 여기서 제시목록외의 물건은 크게 제시목록의 구성부분,
독립된 물건, 부합물, 종물 등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의 목적에 따라 그 처리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감정평가의 대상물건이 부동산인 경우 실지조사 결과 의뢰인이 제시한 목록 이외에 다른
물건(즉, 제시목록외의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의 유형을 판정하는 절차는 다음의 순으로 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
먼저, 제시목록외의 물건이 토지의 정착물인지의 여부(즉, 부동산인지의 여부)를 판정한
다. 만약,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라면 쉽게 이동할 수 있어 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소유권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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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제한이 없다고 판정한다. 여기서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용이
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부착되어야 하고, 쉽게 이동할 수 없
어야 한다.
둘째, 제시목록외의 물건이 토지의 정착물이라면 다음으로 독립한 물건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즉, 제시목록의 구성부분인지 또는 제시목록과는 다른 물건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법률과 판례에서 독립한 물건으로는 취급되는 것으로는 건물,「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농작물 등이 있다.
셋째, 앞 단계의 판정결과 제시목록의 구성부분이라면 토지의 부합물 또는 건물의 부합물
에 속한다.
넷째, 독립한 물건도 구성부분도 아닌 경우(즉,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합
(부속)한 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권원’은 지상권·전세권·임
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리스계약 등을 통해 공작물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도급계약에 의해 설치공사를 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권원이 있다면 결합(부속)한
자의 소유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토지소유자(또는 건물소유자)가 설치했거나 결합(부속)한 자에게 정당
한 권원이 없다면 부합물 또는 종물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 부합물의 판정기준
1) 토지의 부합물
먼저, 부합하는 물건이 건물인지를 판정한다. 건물로 인정되면 부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최소한의 지붕·기둥·주벽이 완성되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건
물신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공정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법적 성질을 판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① 1단계는 기초공사 단계에서의 공작물이다. 이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
의 부합물로 판정한다. ② 2단계는 골조공사 단계로서 공작물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이는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토지의 부합
물로 판정한다. ③ 3단계는 마감공사 단계로서 미완성의 건물이지만 지붕·기둥·벽을 갖춘 경
우이다. 건물로서의 등기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건물로 판정한다. ④ 4단계는 준공검사 단계
로 건물이 완성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건물 완공 후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건물로 판정한다(다만, 건축물이지만 건물이 아닌 경우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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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표 2> 신축공정별 판정 유형
단계

내용

판정

기초공사 단계

지하 굴착, 콘크리트 타설 등

토지의 부합물

골조공사 단계

공작물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토지의 부합물

마감공사 단계

공작물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
(지붕·기둥·벽을 모두 갖춘 경우)

독립된 물건

준공검사 단계

건축물이 완성된 경우

독립된 물건

둘째, 결합된 부동산에 대해 ① 물건을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는가? ②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가? ③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가? 여부를 판정한다.
여기의 하나에 해당하면 부합이 성립한다. 토지의 부합물의 예로는 정원수, 교량, 돌담, 콘크
리트 포장,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 등이 있다.
셋째,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하지 않았는가?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원
에 의해 부속한 것은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권원이 없는 타인이 부속한 것은 부합이
인정된다). 다만, 권원에 의해 부속한 것이라도 그것이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부합이 성립한다. 따라서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한 경우 ①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되었는가?(즉, 강한 부합인가?), 아니면 ②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가?
(즉, 약한 부합인가?)를 판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①의 경우는 부합이 성립하고, ②의 경우는
부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의 예로 토지의 임차인이 설치한 콘크리트 포장이 있고, ②의 예
로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이 있다.

<표 3> 권원의 여부에 의한 판정 유형
구분

권원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타인의 부동산에 물건을 부착하여 독립한
부합하지 않음 부합하지 않음
물건이 된 경우

사례
건물의 건축, 입목, 분묘의 설치

타인의 부동산에 물건을 부착하였으나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 경우

부합하지 않음

부합함

수목의 식재,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

타인의 부동산에 물건을 부착하여
구성부분이 된 경우

부합함

부합함

토지에 한 콘크리트 포장,
벽이나 천정에 부착한 내장재

자료: 홍성재(2014) 참고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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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의 부합물
먼저, 기존 부동산과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판정한다.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했더라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면 부합물이 아니다. 이 경우 ① 구조상 독립성을 가
지는가? ②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는가? ③ 소유자는 별개의 소유권을 원하는가? 등을 종합하
여 판정한다. 여기서 구조상 독립성은 기존 건물과 다른 기둥·지붕·벽을 갖춘 것을 말하며,
이용상 독립성은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물
로서 별도의 출입구가 있거나, 주택으로 별도의 욕실과 주방이 있거나, 소유자가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을 따로 매도한 경우 등은 부합이 성립될 여지가 적다.
<표 4> 증축의 경우 판정 유형
내용

사례

판정

증축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존 건물에 잇대어 증축한 건물
(별도의 출입구가 없고 독립적으로 이용 불가)

기존건물의 부합물

기존 건물에 잇대어 증축한 건물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

독립된 물건

기존 건물 인근에 증축한 건물
(기존 건물의 유용성에 계속적으로 기여)

기존건물의 종물

증축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

둘째, 결합된 부동산에 대해 ① 물건을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는가? ②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가? ③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가? 여부를 판정한다.
여기의 하나에 해당하면 부합이 성립한다.
셋째,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하지 않았는가?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원
에 의해 부속한 것은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권원에 의해 부속한 것이라도 그것이 부
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부합이 성립한다. 따라서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한 경우 ①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되었는가?(즉, 강한 부합인가?), 아니면
②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가?(즉, 약한 부합인가?)를 판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①의 경우는
부합이 성립하고, ②의 경우는 부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의 예로 건물의 임차인이 내부벽과
내부천정에 부착한 내장재가 있고, ②의 예로 건물의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기존
건물이 잇대어 건축한 건물이 있다.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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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2006다39270 판결).

3. 종물의 판정기준
먼저, 제시목록외의 물건이 독립된 물건인가를 판정한다. 제시목록의 일부분이거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둘째, 다음으로 소유자의 동일성에 대한 판정이 필요하다. 만약 제시목록외의 물건이 제시
목록의 소유자와 다르다면 종물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셋째, 종물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지를 판정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 ① 종물이 주물의 유용성에 기여를 하는가이다. 즉, 주물 그 자체의 유용
성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며,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
의 유용성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주물 자체로서 독립된 유용성
이 있는 경우(예: 구조·면적·용도 등으로 보아 주물과는 독립되어 유용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주물의 이용자에게 이바지하는 경우(예: 호텔의 방에 설치된 TV)는 종물이 아니다. ② 종물이
주물의 유용성에 계속적으로 기여하는가이다. 즉, 일시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3건물 그 자체의 면적이 480㎡나 되는 독립된 건물로서, 그 안에 일부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이 있기는 하나 공장으로 쓰이는 부분이 1/2을 넘고 있다고 보여지고, 제3건물의 감
정가격도 금120,960,000원으로서 위 5동의 전체 건물가액 금 316,962,560원의 1/3을 초과하는 등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공장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제3건물이 위 제1건물과
보일러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제1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위 제1, 2, 4, 5건물과 하
나의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건물을 제1, 2, 4, 5건물의 종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
이 아니다. … 이 사건 소독시설은 축사에 출입하는 차량 등의 소독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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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측(즉, 축사소유자)이 매각받은 토지가 아닌 피해자 소유의 별개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독
립된 건조물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축사 자체의 효용에 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축사의 종물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건물이 주물인 경우 종물의 유형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을 수 있다. 주택의 종물로서 인
접한 별동의 화장실은 전자(前者)의 예이고, 주유소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는 후자(後者)의 예
이다.

Ⅳ. 결 론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 제시목록외의 물건이 있는 경우 그것이 소유권의 객체로서 독립성
을 가지는지 아니면 부합물이나 종물인지를 판정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런데
감정평가의 목적에 따라 그 판정의 필요성이 달라지며, 판정여부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정확한 판정이 필요하다. 특히,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더욱
더 부합물이나 종물의 판정이 중요하다.
부합물 및 종물의 판정기준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의 부합
물 판정기준으로는 ① 부합하는 물건이 독립된 물건인지를 판정한다. 독립된 물건(예: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이라면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다. ②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면 물리
적·경제적으로 분리가 가능한지를 판정한다(즉, 구성부분인가를 판정한다). 분리가 불가능하
다면 부합물이다(예: 교량, 콘크리트 포장 등). ③ 부착하였으나 독립한 물건이나 구성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 경우(즉, 약한 부합의 경우)에는 부착자(결합자)에게 권원이
있는지를 판정한다. 권원이 있는 경우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그 타인의 소유이다(예: 지상권
에 의해 식재한 수목).
둘째, 건물의 부합물 판정기준으로는 ① 기존 건물과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를 판정한다. 독립성을 갖추면 독립된 물건(예: 기존 건물에 잇대어 증축하였으나 구조상·이
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소유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기존건물의 종물(예: 기존 건물의 인근
에 그 유용성에 기여하기 위해 증축한 건물)이 될 수 있다. ②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물
리적·경제적으로 분리가 가능한지를 판정한다.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부합물이다(예: 기존 건
물의 벽에 부착한 내장재). ③ 부착하였으나 독립한 물건이나 구성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착자(결합자)에게 권원이 있는지를 판정한다. 권원이 있는 경우 건
물에 부합하지 않고 그 타인의 소유이다(예: 리스회사가 공장건물에 건조로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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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종물의 판정기준으로는 ① 제시목록외의 물건이 독립한 물건인가를 판정한다. ②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를 판정한다. ③ 종물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지를 판정
한다.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종물이다.
본 논문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제시목록외의 물건에 대한 판정기
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 관련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본 논문
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감정평가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다만, 논문의 분량상 제약으로 인해 감정평가 목적별 처리방안에 대해 함께 기술하지
못한 한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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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의
조문을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실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2018
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당간섭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기초분석과 영향요
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당간섭 실증분석 결과, 첫째, 관리사무소장 10명 중 6명은 부당간섭 피해를 받은 경험
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러한 부당간섭은 1달에 1~2회 정도 반복적으로 발생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부당간섭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승계 및 직업안정
성 등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당간섭은 정규직 여부, 고
용 안정성 등 고용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부당간섭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공동주택관리법, 부당간섭,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 고용환경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거주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양
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사 근로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동주
택 종사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일반 기업의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게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우리사회의 현실은 공동주택 종사 근로자들을 향한 ‘갑질’이 성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을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인격모독의
발언도 공동주택 관리현장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심지어는 이러한 ‘갑질’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까지도 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
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1)에서는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를 금지하고 있다. 관
1)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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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조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관련법만 제정되어 있을 뿐, 관련법의 실효
성이 낮아 입주민 등이 실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를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거나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부당간섭 실태가 어떠한지, 또한 이를 해결
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층적인 실증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를 근거로 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부당간섭 실
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부당간섭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본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부당간섭과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환경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
였다. 부당간섭의 피해를 받는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특성, 고용안정성 등 고용환경과
관련이 깊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고용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부당간섭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는 반면,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부당간섭에 노출될 가능
성이 높을 수 있다.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본 김유선(2012)2)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
자 중 48.0%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관리자
15.8%, 전문가 31.9%, 사무직 24.0%, 서비스직 74.2%, 판매직 74.9%, 농림어업숙련직
76.1%, 기능직 59.0%, 장치기계조작조립원 29.9%, 단순노무직 84.9%로, 단순노무직이 가장
높은 반면, 관리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살펴본 고상백 외(2004)3)의 연구에 의하면, 실직
및 이직의 경험은 정규직은 각각 6.2%, 16.3%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은 실직경험이
35.5%, 이직경험이 75.5%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이직의 경우 비정규직은 5회 이상 노동이
동이 빈번한 경우도 약 19.2%로 조사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
2)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pp.2~39.
3) 고상백·손미아·공정옥·이철갑·장세진·차봉석,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 「대한산업의학회지」, 제16권 제1호, 대한산업의학회, 200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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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과거
실직경험이 있거나 이직 경험이 있는 비정규직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장 큰 질적 차이는 고용의 안정성에 있고,
이는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직업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부당간섭
의 피해가 더 잦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부당간섭의 피해를 받더라도 무시
하거나 관리·감독 기관에게 보고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에 대항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부당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통계청(2017)4)의 근로형태별 평균근속기간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71개월, 정규직 근로
자 91개월, 비정규직 근로자 30개월로 조사되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의 비중은 임금근로자 31.1%, 정규직 근로자 19.9%, 비정규직 근로자 54.1%로 비정규직 근
로자의 근속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2015)5)의 노동패널조사 자
료에서 직업별 고용안정성을 확인한 결과, ‘고용이 불안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관리자
8.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9%, 사무 종사자 6.6%, 서비스 종사자 32.0%, 판매 종사자
23.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0.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6%, 단순노무
종사자 46.9%로 조사되었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율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박준철․박진영(2008)6)의 연구에서는 직무불안정성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직무불안정성은 근로자들에게 수면부족, 현기증, 식욕부진, 육체적 불편, 고혈압 등과
같은 육체적 반응을 유발하게 하며(Greenhalgh & Rosenblatt, 1984)7), 심리적으로는 두려
움, 불만, 잠재적 상실, 고민, 불안, 스트레스, 즉음 등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유발한다
(Strange, 1977)8)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불안, 해고의 위험 등 열악한 고용환경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긴장감, 스트레스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
서는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인사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지시가 내려져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부당간섭은 고용환경과 밀
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
5)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자료”, 2015.
6) 박준철·박진영, “호텔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직무불안정성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
광레저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관광레저학회, 2008, pp.67~86.
7) Greenhalgh, L., Rosenblatt, Z., “Job insecurity: Toward conceptual clar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9, no.3, 1984, pp.438~448.
8) Strange, W. G., “Job loss: A psychological study of worker reactions to a plant-closing in
a company town in sourthern Appalachia”,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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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부당간섭에 미치는 영향
을 개인적 특성, 관리단지 특성, 고용환경 특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서 제정되어 있는 부당간섭 금지 관련 실증분석을 진
행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실제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2차에 걸쳐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1차 사전조사는 2018년
4월 12일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00아파트를 대상으로 설문지 구성 문항의 이해도, 응답도 등
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2차 사전조사는 2018년 5월 9일에 인천광역시 서구 000아파트를
대상으로 최종 설문지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서 설문지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설문지는 부당간섭에 대한 법적 조항 인
지 여부, 부당간섭행위 존재 여부, 업무유형별 부당간섭, 부당간섭 처리 과정, 부당간섭 처리
어려움의 원인, 부당해임 관련 조사, 개선방안, 폭언, 폭행, 성희롱(성추행, 성폭력 등) 관련,
일반 현황, 현 근무 단지 현황, 기타 제안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조사 구성항목
부당간섭에 관한 설문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대상)
∙
∙
∙
∙
∙
∙

부당간섭에 대한 법적 조항 인지 여부
부당간섭행위 존재 여부
업무유형별 부당간섭
부당간섭 처리 과정
부당간섭 처리 어려움의 원인
부당해임 관련 조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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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와 같이 부당간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이항
값(Binary : 0-부당간섭 경험 없음, 1-부당간섭 경험 있음)을 가진 분석모형을 적용해야 한
다. 일반적으로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 또는 이항프로빗모형(Binary Probit
Model) 등이 사용된다.
이항모형(Binary Model)은    일 확률을 계산하고, 그 확률은 아래의 식처럼 독립변수
에 대한 함수를 이용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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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의 분포를 Logistic cumulative distribution으로 가정하면 이항로짓모형
(Binary Logit Model)이고,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으로 가정하면 이항프로빗모형
(Binary Probit Model)이다.
로짓모형(Logit Model)의 함수   는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exp 

    
  exp 
프로빗모형(Probit Model)의 함수   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두 경우 모두 예측되는 값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해석은 ‘독립변수 x가 한 단위 증가
할 때,    일 확률’로 한다. 일반적인 회귀분석의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해석하였지만, 로짓모형(Logit Model)과 프로빗모
형(Probit Model)은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하면 종속변수가 1이 될 확률’에 대해 해석하
면 된다.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주요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는 부당간섭 변수로 구성하
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는 부당간섭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의 개인적 특
성, 아파트 여부, 관리방식, 단지규모, 수도권 여부의 관리단지 특성, 정규직 여부, 고용 안정
성의 고용환경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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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당간섭 영향요인 사용변수
변수
종속
변수

설명

부당간섭
성별

0 : 여성, 1 : 남성

연령

만 나이

학력

0 : 고졸 이하, 1 : 대졸 이상

소득

월 소득(만원)

아파트 여부

0 : 아파트가 아닌 단지 관리, 1 : 아파트 단지 관리

관리방식

0 : 자치관리, 1 : 위탁관리

단지규모

0 : 500세대 미만, 1 : 500세대 이상

수도권 여부

0 : 비 수도권, 1 : 수도권

개인적
특성
독립
변수

관리단지
특성
고용환경
특성

0 : 부당간섭 미 경험, 1 : 부당간섭 경험

정규직 여부

0 : 비정규직, 1 : 정규직

고용 안정성

0 :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 1 : 고용이 안정적이다

Ⅳ. 실증분석
1. 부당간섭 관련 기초분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총 418명(남성 296명, 여성 122명)을 대상으로 부당간섭 관련 법
적 조항 인지 여부, 부당간섭 경험 및 행위자, 부당간섭 처리과정, 개선방안 등의 기초분석을
수행하였다.

1) 법적 조항 인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서 부당한 간
섭과 관련된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관리사무소장의
경우에는 98.5%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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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법적 조항 인지 여부(관리사무소장 대상)

2) 부당간섭 경험 및 행위자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부당간섭 경험 비율, 부당간섭 반복 횟수, 부당간섭 행위자, 업무
유형별 부당간섭 비율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당간섭 경험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부당한 간
섭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의 비율은 2016년 63.6%, 2017년 63.3%로 조사되었다. 2016년,
2017년의 최근 2년 동안 부당간섭 경험 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
주택관리법」에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장 10명 중 6명은
매년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2017년)

[그림 2] 부당간섭 경험 비율

다음으로, 부당한 간섭의 반복 횟수를 조사한 결과, 2016년에는 하루에 1~2번 6.4%, 1주
일에 1~2번 14.4%, 1달에 1~2번 22.9%, 분기에 1~2번 13.2%, 1년에 1~2번 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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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하루에 1~2번 8.3%, 1주일에 1~2번 14.2%, 1달에 1~2번 22.0%, 분기에 1~2
번 10.9%, 1년에 1~2번 9.7%로 나타나, 최근 2년 동안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하루에 1~2번, 1주일에 1~2번, 1달에 1~2번 등 약 45% 정도는
부당한 간섭이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부당한 간섭이 발생되지 않는 반면, 부당한 간섭이 발생
되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2017년)

[그림 3] 부당간섭 반복 횟수

다음으로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는 행위자를 살펴본 결과, 2016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44.5%, 감사 9.7%, 이사 4.7%, 동대표 15.1%, 입주민등 19.1%, 기타 6.9%로, 2017년에
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44.9%, 감사 10.6%, 이사 4.0%, 동대표 13.7%, 입주민등 22.4%,
기타 4.4%로 조사되었다.
부당간섭 행위자에서 흥미로운 점은 회장, 감사, 이사, 동대표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구성원이 전체 행위자 중 약 73~7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주택관
리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의결과 집행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요한 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서 부당한 간섭 금지 행위자로 제외되어 있는
입주자등의 부당한 간섭 행위자 비율이 약 20% 내외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2016년 19.1%에
서 2017년 22.4%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부당한
간섭 금지의 행위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구성원만 지정하고 있어서, 실제 부당한 간섭
이 입주자등으로부터 발생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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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7년)

[그림 4] 부당간섭 행위자

다음으로 업무유형별 부당한 간섭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16년, 2017년 등 최근 2년 동
안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
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위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24.4%,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2.6%,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69.7%,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3.3%,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0.0%로 조사되었
다. 2016년, 2017년 모두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과정에서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업무유형별 부당간섭 비율
업무유형

2016년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위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26.5%
관리하는 업무

24.4%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1.7%

2.6%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69.8%

69.7%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2.0%

3.3%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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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간섭 처리과정 및 처리 어려움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부당간섭 처리과정 및 처리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공동주택관리
법」 제65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
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먼저, 부당한 간섭을 경험한
경우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보고 및 사실조사의뢰 진행 4.6%, 보고 및 사실
조사의뢰 진행하지 않음 91.5%로, 2017년 기준으로 보고 및 사실조사의뢰 진행 3.6%, 보고
및 사실조사의뢰 진행하지 않은 93.2%로 각각 조사되었다.
2016년과 2017년 모두에서 부당한 간섭을 받았음에도 90% 이상이 보고 및 사실조사의뢰
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고 및 사실조사의뢰를 진행한 경우는 2016년
4.6%에서 2017년 3.6%로 최근에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조문에서 부
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경우 법 절차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016년)

(2017년)

[그림 5] 부당간섭을 경험한 경우의 처리과정

다음으로,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및 사실조사의뢰를 진행하
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 고용상 불이익 등 보복이 두려워서’
58.9%, ‘지자체의 실태조사 또는 감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15.0%, ‘부당간섭 주체
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라서’ 8.6%, ‘법적 진행 절차를 잘 몰라서’ 1.5%, ‘부당간섭
에 해당하는지 잘 몰라서’ 0.9%, ‘기타’ 15.1%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간섭 행위자의 상당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구성
원인 상황에서, 업무 및 인사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부당한 간섭 사례를 시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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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지자체에 사실 조사를 의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관리사무소장들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처리의 어려움으로 ‘해임, 고용상의 불이익 등 보
복이 두려워서’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에 보고 및 사실조
사의뢰를 신청하면, 지자체에서는 부당한 간섭 사례 뿐 만 아니라 공동주택단지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보고 및 사실조사의
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부당간섭 처리과정의 어려움

4) 개선방안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조문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관리
사무소장의 84.0%는 ‘조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16.0%는 ‘조문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즉, 대부분의 관리사무소장은 조문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7]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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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당한 간섭의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살펴본 결과, ‘고용승계,
직업안정성 등 고용환경개선’ 65.9%,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률개정’ 22.7%, ‘입주민,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6.3%, ‘자치관리로의 전환’ 3.1%,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와 상생협약’ 2.0%
등으로 조사되었다. 관리사무소장은 부당간섭 근절을 위해서는 법률개정보다 직업안정성 등
고용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단지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한 간섭을 받더라도 고용상 보복 등의 이유
로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부당간섭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2. 부당간섭 영향요인 분석
부당간섭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총 4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1(Model 1)
은 개인적 특성 변수로만, 모형 2(Model 2)는 관리단지 특성 변수로만, 모형 3(Model 3)은
고용환경 특성 변수로만, 모형 4(Model 4)는 개인적 특성, 관리단지 특성, 고용환경 특성의
모든 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개인적 특성 변수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 1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 연령, 학
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관리사무소장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당간섭 피해를 받을 확률이 높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장에게 보다 높은 소득을 책정
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부당한 간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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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당간섭 영향요인 분석(Model 1)
Parameter

Estimate

Intercept
성별(1=남성)
연령(만나이)
개인적
특성
학력(1=대졸이상)
소득(연속변수)
Number of Observations Used

-0.429
-0.267
-0.006
0.178
0.006

Standard
Error
1.332
0.279
0.019
0.277
0.003

Wald
Chi-Square
0.104
0.917
0.101
0.415
5.066
388

Pr > ChiSq
0.747
0.338
0.751
0.520
0.024

다음으로, 관리단지 특성 변수를 대상으로 부당간섭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 2에서 살펴보았
다. 아파트 여부, 관리방식, 단지규모, 수도권 여부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는데, 아파트 여
부, 관리방식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단지규모, 수도권 여부 변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규모 변수 분석결과, 관리사무소장이 근무하는 단지의
규모가 500세대 미만 보다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부당간섭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 여부 변수 분석결과, 관리사무소장이 근무하는 지역이 비수도권
보다 수도권 지역일 경우에 부당간섭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규모 단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부당간섭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부당간섭 영향요인 분석(Model 2)

Intercept
아파트 여부(1=아파트)
관리방식(1=위탁관리)
단지규모(1=500세대 이상)

1.008
-0.530
-0.153
1.015

Standard
Error
0.512
0.462
0.289
0.256

수도권 여부(1=수도권)

0.433

0.239

Parameter

관리단지
특성

Estimate

Number of Observations Used

Wald
Chi-Square
3.878
1.321
0.281
15.722
3.275

Pr > ChiSq
0.049
0.251
0.596
<.0001
0.070

388

다음으로, 정규직 여부, 고용안정성 변수 등 고용환경 특성 변수만을 대상으로 부당간섭
영향요인을 모형 3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규직 여부 변수와 고용 안정성 변수 모두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관리사무소장의 고용환경이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면, 또한 고용이 안정적이면, 부당간섭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당간섭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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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로 응답한 항목은 ‘고용승계, 직업안정성 등 고용환경개선’이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부당간섭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
당간섭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법률 개정 뿐 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장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부당간섭 영향요인 분석(Model 3)
Parameter
Intercept
고용환경
특성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1.725

0.192

80.527

<.0001

정규직 여부(1=정규직)

-0.529

0.249

4.507

0.034

고용 안정성(1=고용이 안정적)

-1.544

0.255

36.651

<.0001

Number of Observations Used

388

마지막으로, 개인적 특성, 관리단지 특성, 고용환경 특성 등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부당간
섭 영향요인을 모형 4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지규모 변수, 정규직 여부 변수, 고용 안
정성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여부, 고용 안정성 등 고용환
경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사무소장의 부당간섭을 근절하기 위해
서는 이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7> 부당간섭 영향요인 분석(Model 4)
Parameter
Intercept
개인적
특성

관리단지
특성
고용환경
특성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1.547

1.626

0.905

0.342

성별(1=남성)

-0.197

0.309

0.404

0.525

연령(만나이)

-0.005

0.022

0.053

0.818

학력(1=대졸이상)

0.397

0.305

1.690

0.194

소득(연속변수)

0.001

0.003

0.133

0.715

아파트 여부(1=아파트)

-0.320

0.502

0.406

0.524

관리방식(1=위탁관리)

-0.334

0.322

1.076

0.300

단지규모(1=500세대 이상)

0.824

0.315

6.826

0.009

수도권 여부(1=수도권)

0.350

0.267

1.717

0.190

정규직 여부(1=정규직)

-0.485

0.267

3.304

0.069

고용 안정성(1=고용이 안정적)

-1.497

0.263

32.321

<.0001

Number of Observations Used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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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조문을 근거로 하여, 부당간섭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부당간섭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리사무소장 10명 중 6명은 부당간섭 피해를 받은 경험이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부당간섭은 1달에 1~2회 정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부당간섭 행위자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일반 입주민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관리사무소장은 부당간섭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고용승계, 직업
안정성 등 고용환경 개선’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률개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부당간섭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 여부 변수와 고용 안정성 변수 등 고용환
경 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리사무소장은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면 부당간섭
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또한 고용 안정성이 안정적일 경우 부당간섭을 받을 확률이 낮
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련 법률 개
정이 필요하다. 앞서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당간섭의 피해를 주는 행위자 중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이외에도 일반 입주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관
리법」 제65조제1항에서 부당간섭 금지 대상을 현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으로 금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안정과 관련된 조문 신설이 필요하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
당간섭 근절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고용승계, 직업안정성 등 고용환경개
선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문을 추가로 신설하는 대안을 검
토해 볼 수 있다.
셋째, 자치관리 확대 및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 사용자의 명확한 책임성 부여, 직
접고용에 따른 고용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방식 중 자치관리로 확대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이 독립적이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위
치에서 공동주택 입주민 다수를 위한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상생 조례 확산이 필요하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주민과 공동주택
종사 근로자 간의 상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모범적인 조례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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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부당간
섭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
였지만, 이들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근로 만족도를 높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동주
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입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관련 분야의 다양한 연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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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tiree has a great desire to realize the value of a second life life in a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after retirement, and a residential environment suitable for the various needs of the retiree
is necessary. However, the stud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retirees has been covered by some
municipalities and public works, but it is now at a rudimentary stage due to low social awareness and
difficulty in operation, management, etc.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of choice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fter retirement for those who
are planning to retir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alyzed its specific alternative, the residential
tendency of retirement village, and examined the preferred retirement village for those who are planning
to reti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sidential choice factors of the retiree were derived from
'Facilities for Life', 'Enhanced Living Environment', 'Formal Working Activities' and 'Second Life
Realization'. The factors of "fair living environmen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retirement village
dwellings, but the factors of "life convenience" and "second life realiza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retirement village dwelling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retirement villages for retirees should involve
the provision of a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Keywords : Retired person, housing choice factor, retirement village, residential orientation, pleasant liv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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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은퇴예정자는 은퇴 후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제2의 인생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한 욕구가 매
우 크며, 은퇴예정자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은퇴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지자체 및 공사에서 다루어 졌으나 사회적 인식이 낮고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어려움으로 현재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주거환경에 대한 선택요인을 분석하여,
이의 구체적 대안인 은퇴자마을에 대한 거주의향을 분석하여 은퇴예정자가 선호하는 은퇴자
마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은퇴예정자의 주거선택요인은 ‘생활편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적정 근로활동’, ‘제2의 인생실현’으로 도출되었다. ‘쾌적한 주거환경’ 요인은 은
퇴자마을 거주에 정(+)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생활편의시설’, ‘제2의 인생실현’ 요인은
은퇴자마을 거주에 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
마을의 개발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제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은퇴예정자, 주거선택요인, 은퇴자마을, 거주의향, 쾌적한 주거환경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 근로자의 퇴직연령은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2018)
에 따르면 1970년 기준 남녀 평균 기대수명1)은 62.3세였으나, 2017년 기준 82.7세로 과거
보다 평균수명이 20.4세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직장인의 법상 정년연령2)이 2016년 55세에
서 60세로 연장되었으나 실제로 근로자들은 법적 정년나이와 상관없이 경기침체, 기업 수익
성 악화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조기퇴직자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퇴직자의 증가는 노인 주거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환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1) 기대여명(Average remaining life expectancy) :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출생아(연령 0세의 사람)의 기대여명은 ‘기대수명’이라고 함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
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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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사업주체들은 도시 거주 은퇴예정자 및 은퇴자들을 대상으
로 전원주택, 노인주택(실버타운), 테마단지, 은퇴자마을 등 다양한 명칭의 소규모 주거단지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전원주택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법제도의 미비로 무계획적 난개발
로 나타났으며 교통 혼잡, 학교, 병원 등 생활여건의 부족, 치안, 방범문제 등으로 활성화 되
지 못했고, 노인주택의 경우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이후부터 지금까지 소규모의 열약한 시
설과 서비스 부족에 따라 노인계층의 입주 기피현상이 운영적자 문제로 나타나 노인주택 확
산의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06년 농림부에서 추진한 은퇴자마을은 도시와
농촌간의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도시 및 농촌문제의 동시해결을 위한 방안으
로 마련되었고 그 후 전라남도는 2014년 은퇴도시 조성사업 지원조례를 제정을 통하여 후보
지를 선정하고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이는 은퇴예정자의 은퇴 후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전원마을, 실버타운, 은퇴자마을
등에 대한 추진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은퇴예정자들의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화로 은퇴 이후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은퇴
이후 주거지역 선택 요인과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을 분석하여 미래 은퇴자마을 주거환경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에서는 은퇴자마을의 개념 및 은
퇴자의 주거선택 요인과 은퇴자마을 니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수도권 내 은퇴예정자(45세~64세)를 5년 단위 연령으로 실증조사 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하고,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은퇴자마을의 개념
은퇴자(隱退者)3)에 대한 정의는 시대적 흐름, 노동시장, 국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
고 있으며, 단일로 합의 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자의 정의를 사전적
의미, 국내·외 연구자가 정의한 의미와 법률상 정년연령에 따른 의미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Tibbitts(1954)는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은퇴를 3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주요한
3) 은퇴자(隱退者)란 맡은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내는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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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직업으로부터 분리 및 물러나는 것 둘째,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기로 하
여 조정 후 노동시장으로부터 최종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 셋째, 단순히 자기 관리적 차원을
넘어서 모든 기여하는 활동의 종료를 의미한다. 김종숙·최신덕(1983)은 은퇴는 개인이 전 생
애에 걸친 생애주기상에서 겪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일에서 물러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은퇴후
의 적용까지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4) 임선미·하규수(2015)는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그만 둔 것을 기점으로 노동의 축소와 소득의 축소가 시작되며 제2의 인생이 시작되
는 시점을 은퇴라고 규정하였다.
은퇴자와 같은 유사어로 정년퇴직자(停年退職者)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진 나이가 되
어 일을 내놓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기업의 경우, 법적으로 정년나
이는 60세5), 교육공무원은 65세6)이며 외국의 경우 프랑스 60세, 일본 65세, 영국은 65세이
다. 1997년 IMF시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취업난 관련하여
‘사오정’, ‘오륙도’ 라는 신조어7)가 등장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일반
기업체들이 명예퇴직(희망퇴직)8) 제도라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기퇴직이 일상화가 되었으며
은퇴자의 연령은 법령상 정년 나이와는 상관없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임선미·하규수(2015)의 은퇴자에 대한 정의를 따르기로 하며 은퇴예정자는 법률
상 교육공무원 정년 연령을 기준으로 45세부터 64세까지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은퇴자마을은 은퇴자와 마을9)의 합성어로, 남승진외(2007)는 은퇴자들이 편안하고 여유
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다양한 레저시설, 의료, 상업, 행정, 문화,
체육 등 도시의 모든 편의시설이 결합된 새로운 주거환경의 도시라고 하였다. 황민영(2007)
은 소규모의 독립적인 실체로서 인구중 심지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를 의미하며, 은퇴한 사
람들로 구성되어 공동의 생활과 은퇴자 커뮤니티를 통해 생활하는 장소라고 하였다. 문만길
(2017)은 도시 은퇴자를 위해 계획된 주거공간으로, 새롭게 형성되어 이웃과 함께 새로운 삶
의 도전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대규모 마을로 정의하였다. 또한 은퇴자
마을은 분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에도 행복한 생활이 지속되도록 다양한 레저시
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
4)
5)
6)
7)

김종숙·최신덕,「노인과 사회」, 서울고시연구사, 1983, p15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제19조(정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45세 정년, 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놈'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년도 갈
수록 짧아 지면서 나온 시대상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이다. 다음 백과사전
8)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정년을 하기 전에 징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신청하여 퇴직하는 일. 표준
국어대사전
9)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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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실제로 2006년 농림부는 건강과 경제력을 보유한 은퇴자 및 은퇴예정 도시민을 대상으
로 은퇴자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사회의 활력증진, 도시문제 완화, 도·농 균형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10)

2. 선행연구
201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와 저출산·고령화
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는 노인 주거문제를 필두로 은퇴 후 주거선택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다.
전원자(2013)는 베이비붐세대가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입지로 주변 환경, 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고 노후 주거지는 전원주택을 선호하였다. 임기홍(2015)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후 주거선택기준은 은퇴 전과 다르며, 쾌적성과 편의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서
울을 포함 한 수도권 거주자는 신도시 지역과 전원주택지역을 선호하며, 지방도시 거주자는
전원주택지역을 선호하였다.
최승호(2009)는 중·장년층(45세~65세)의 노후 주거선택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후 주거
선택요인으로 입지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고소득층은 대도시 및 대도시 근교를
선호하였으며, 저소득층은 중소도시와 전원지역을 선호하고 있었다. 생활 편의시설 서비스와
의료 간호 서비스는 실버타운 선택 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승권(2011)은 중·
장년층의 노후주거 선택요인을 살펴본 결과 안전하고 안락한 노인주택의 건강서비스, 문화서
비스가 노인주택의 입지, 구성, 배치형태 선호도와 함께 주거이주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김준형외(2012)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도권, 교외지역 또는 농촌지역을 선택 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10) 농림부, ｢은퇴자마을 조성 및 콘테스트 개최방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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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은퇴 후 주거선택과 관련한 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내용

통계자료 및 분석방법

전원자
(2013)

∙ 주거선택에 있어서 주택가격 등 경제적인 요인과
∙ 서울·수도권 거주자
주변 환경을 비롯한 교통의 접근성 등 입지적
설문
베이비붐세대
요인을 고려
∙ 신뢰도분석, 카이제곱
(50-58세)
∙ 노후 희망 주거지역은 ‘경기·수도권’이 가장
분석
많았으며, 전원주택 희망

임기홍
(2015)

∙ 은퇴 후 주거지역은 쾌적성과 편의성이 높은
∙ 전국 단위 설문조사
베이비붐세대 비중을 차지
∙ 교차분석,
(47-55세) ∙ 은퇴 후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신도시 및
로지스틱회귀분석
전원주택지, 지방도시 거주자는 전원주택지 선호

최승호
(2009)

∙
∙
중장년층
∙
(45-65세)
∙
∙

이승권
(2011)

∙ 중장년층은 노후 주거환경에 관심이 많고 노후를 ∙
준비할 필요성을 가짐
중장년층
∙ 안전하고 안락한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
(40-64세)
건강서비스나 문화서비스 등이 노인주택 선호도와 ∙
이주여부에 영향

실버타운의 경우 입지성이 가장 큰 영향.
저소득층은 중소도시와 전원지역을 선호
고소득층은 대도시 근교 및 대도시를 선호
생활편의 서비스, 의료간호 서비스는
실버타운 선택의 중요 요소

∙ 서울·수도권
거주자설문
∙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분석
서울 및 수도권
설문조사
시계열분석, GIS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은퇴자마을과 관련하여 윤순덕외(2005)는 도시 장년층의 58%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주 희망사유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농촌에서 텃밭 등을 가꾸며 살기위해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농촌
으로 이주의향이 있는 도시 은퇴자는 건강하고 소득수준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서수복(2010)
은 베이비붐세대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은 혈연, 이웃과 같은 연고
때문으로 나타났고, 박유현(2011)은 예비은퇴자(30대~60대)를 대상으로 은퇴자마을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 결과 현실에 맞는 공동체형 전원주택과 주거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한
수외(2014)는 대구지역 중·장년층(30대~60대)을 대상으로 노후 주거선호를 분석하였는데 이
들은 은퇴 후 교외나 시골지역의 교외형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며, 자연환경, 의료서비
스, 문화시설의 이용과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은퇴 후 부부중심적인 생활을 선
호한다고 밝혔다. 남경수외(2015)는 전라남도 예비은퇴자(20대~6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쾌적한 환경이 은퇴자마을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환경이며, 의료 및 편의시설은 은
퇴자마을 입주 시 가장 불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박경원(2007)은 농촌에 정착한 도시 은퇴자의 은퇴자마을 실태를 실증분석 한 결과, 정부
의 정책과 금융지원은 실질적으로 은퇴를 희망하는 도시 근로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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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우성호(2014)는 경상북도 6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 은퇴자마을 만족도를 실증분석
한 연구를 통해, 귀농·귀촌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귀농·귀촌 유형들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민·관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2> 은퇴자마을과 관련한 연구
연구자
윤순덕,강경화,
박공주,이정화
(2005)

서수복
(2010)

연구대상

연구내용

통계자료 및 분석방법

∙ 은퇴 후 농촌 이주의사는 농촌의 환경적 흡인요인
높음.
∙ 전국 40세이상
장년층
∙ 남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설문조사
(40세 이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농촌거주경험이 있고
∙ 로지스틱회귀분석
농업ㆍ농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일수록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높음
∙ 농촌이주에 대한 혈연·지연 등 연고의 관련성
베이비붐세대 실증.
(46-54세) ∙ 혈연이나 아웃과 같은 연고문제를 감안한
농촌이주정책의 필요성 여부 검증.

∙ 서울 강북, 경기
일산지역
∙ 거주자 설문조사
∙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김한수, 박혜지
(2014)

∙ 도시형 주택보다는 교외형 주택에서 사는 것을 더
선호
대구
∙ 대구시 거주자
은퇴예정자 ∙ 자연환경, 의료서비스 및 문화시설 이용편의성
설문조사
∙ 카이제곱 분석
중요
(30-60세)
∙ 은퇴 후 부부중심적인 생활방식 선호

남승진,노경수
(2015)

∙ 은퇴자마을 입주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쾌적한
환경
전남
∙ 입주시 의료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 전남 거주자 설문조사
은퇴예정자
불편예상
∙ 빈도분석
(20-60세)
∙ 은퇴자마을의 기획 의도와 방향의 명확화 및
특성화 필요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은퇴 후 주거생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은퇴자마을은 도시 은퇴자가 농촌이주를 함으로써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진행되어 왔고 베이비
붐세대의 은퇴 시작과 고령화 이슈로 은퇴 후 주거선택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으며 양자 모두 구별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은퇴 후 주거선택과 은퇴
자마을 에 대한 연구가 구분되어 단편적으로 수행한 실증연구는 많으나, 이를 연계하여 체계
적으로 분석한 연구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대상을 서수복(2010), 임기흥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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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로 한정하였으며 김준형외(2012), 김한수외(2014), 남승
진외(2015)는 20대에서 60대까지 매우 폭넓게 하고 10년 단위 연령을 계층화함으로써 은퇴
예정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은퇴 후 주거생활에 대한 가치관, 주거환경 변화 등에 대한 니즈
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거주 은퇴예정자(45세~64세)를 대상으로 5년 단위 연
령을 계층화하고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요인이
실질적으로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과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은퇴 후 주거선택과 은퇴자마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사회적
특성(예, 성별, 지역, 연령, 학력, 소득 등), 주거특성(예, 거주유형, 거주면적, 거주형태 등)을
위주로 한 연구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시대상황,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등이 변화됨에 따라 은퇴예정자들의 은퇴 후 주거선택이라는 미래적이고 추상적인 결과와 은
퇴자마을 거주라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결과가 상호 인과관계가 없고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자 한다. 따라서 은퇴 후 주거생활 선호요인과 은퇴자마을 거주 선택요인이 다름을 인
식하고 제1단계로 은퇴예정자들의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찾아 분석하
여 제2단계로 주거지역 선택요인들이 은퇴자마을 거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2.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2017년 한국 갤럽을 통하여 주거에 대한 니즈 및 수요를 알아보고자 서울 및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생애주기상 가족수축기11) 에 해당하는 연령층(45세~64세)을
11)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생애주기를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제1단계 결혼으로 가족이 형성되는 가족형성기(25세~34세), 제2단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으로 가
족 규모가 확장되는 가족확장기(35세~44세), 제3단계 자녀의 독립으로 가족이 축소되는 가족수축기
(45세~64세), 제4단계 노부부의 사망으로 가족이 소멸되는 가족소멸기(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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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로 계층화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주요 항목 및 요인은 최승호(2009), 이승권(2011), 신한호(2015), 김대성(2017)의
선행연구에 의거, 인구사회적 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 항목과 은
퇴 후 주거생활 니즈 및 은퇴자마을 주거환경 니즈를 위한 항목을 <표 3>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3> 설문의 구성항목
항목

요인

관련 선행연구

성, 지역, 연령, 직업, 학력, 가족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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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특성

주택 거주유형, 주택 거주면적, 주택 거주점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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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성

월평균 수입액, 월평균 지출액, 순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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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사회특성

은퇴후 주거생활 니즈 은퇴 후 주거생활양식, 주거이전의사, 주거지역선택요인 등 최승호(2009),이승권(2011)
은퇴자마을 주거환경 은퇴자마을 이미지, 은퇴자마을 거주의사, 은퇴자마을 선호
최승호(2009),이승권(2011)
니즈
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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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빈도(명)

비율(%)

성
별
(N=840)

남자

498

59.3

연
령
(N=840)
거주지역
(N=840)

여자

342

40.7

45~49세

249

29.6

50~54세

159

18.9

55~59세

312

37.1

60~64세

120

14.3

서울

496

59.0

경기

344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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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은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표 5>와 같이 분석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주거지역 선택의 중요도를 측정하고, 신뢰도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은퇴자의 주거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은퇴 후 주
거선택 요인이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5> 변수설정 및 분석방법
구분

측정변수

분석방법

독립변수

주거지역 선택 중요도 등
(1~5점, 등간척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종속변수

은퇴자마을 거주의향
(있다/없다, 명목척도)

상관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Ⅳ. 실증분석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주거 특성, 경제적 특성에 따라 은퇴 후 은퇴자마을 거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차이분석을 한 결과는 <표 6, 7, 8>과 같다. 총 840명 중에서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는 사람은 370명(41.3%),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없는 사람이 493
명(58.7%)으로 나타났으며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는 사람이 17.4%가 낮았다.

1) 인구사회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인 성별, 연령, 지역, 직업, 학력, 가족수와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을 카이제
곱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 남자가 높았으며 연령별
은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동일하게 55~59세, 45~49세, 50~54
세, 60~64세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에서는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거주자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
는 사람은 사무/기술직, 자영업, 전업주부, 경영관리직 순으로 나타났으나 은퇴자마을 거주의
향이 없는 사람은 사무/기술직, 전업주부, 자영업, 경영관리직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전
업주부가 생각하는 은퇴자마을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학력별로는 은퇴자마을 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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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동일하게 대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원 이상 순으로 나
타났으며 가족수별로는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 동일하게 4인 가
족, 3인 가족, 2인 가족, 5인 가족, 1인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인구사회적 특성별 거주의향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학력

가족수

남자
여자
총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총계
서울
경기
총계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전업주부
기타

은퇴자마을
있다
201(57.9)
146(42.1)
347(100)
99(28.5)
61(17.6)
135(38.9)
52(15.0)
347(100)
215(62.0)
132(38.0)
347(100)
48(13.8)
21(6.1)
4(1.2)
10(2.9)
119(34.3)
48(13.8)
20(5.8)
70(20.2)
7(2.0)

거주의향
없다
297(60.2)
196(39.8)
493(100)
150(30.4)
98(19.9)
177(35.9)
68(13.8)
493(100)
281(57.0)
212(43.0)
493(100)
83(16.8)
17(3.4)
17(3.4)
19(3.9)
169(34.3)
58(11.8)
40(8.1)
80(16.2)
10(2.0)

498(59.3)
342(40.7)
840(100)
249(29.6)
159(18.9)
312(37.1)
120(14.3)
840(100)
496(59.0)
344(41.0)
840(100)
131(15.6)
38(4.5)
21(2.5)
29(3.5)
288(34.3)
106(12.6)
60(7.1)
150(17.9)
17(2.0)

총계

총계

347(100)

493(100)

840(100)

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이상
총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6)
73(21.0)
229(66.0)
43(12.4)
347(100)
16(4.6)
55(15.9)
97(28.0)
162(46.7)
17(4.9)

6(1.2)
82(16.6)
330(66.9)
75(15.2)
493(100)
29(5.9)
62(12.6)
135(27.4)
227(46.0)
40(8.1)

8(1.0)
155(18.5)
559(66.5)
118(14.0)
840(100)
45(5.4)
117(13.9)
232(27.6)
389(46.3)
57(6.8)

총계

347(100)

493(100)

8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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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특성
주거특성인 주택유형별, 주택규모별, 주택점유형태와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을 카이제곱 차
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 주택유형별에서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 동일하게 아파
트/주상복합,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
규모별에서도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 86㎡~120㎡(약 27평~36
평), 61㎡~85㎡(약 18평~26평), 121㎡(약37평 이상), 60㎡(약18평)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주택점유형별에서도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 동일하게 자
가, 전세, 월세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주거 특성별 거주의향
은퇴자마을 거주의향

주거특성

주택
유형

주택
규모

주택
점유형태

총계

있다

없다

단독주택

35(10.1)

44(8.9)

79(9.4)

다세대/다가구주택

45(13.0)

55(11.2)

100(11.9)

연립주택

32(9.2)

39(7.9)

71(8.5)

아파트/주상복합

230(66.3)

348(70.6)

578(68.8)

오피스텔

4(1.2)

6(1.2)

10(1.2)

기타

1(0.3)

1(0.2)

2(0.2)

총계

347(100)

493(100)

840(100)

60㎡
(약18평) 미만

38(11.0)

59(12.0)

97(11.5)

61㎡~85㎡
(약 18평~26평)

101(29.1)

127(25.8)

228(27.1)

86㎡~120㎡
(약 27평~36평)

162(46.7)

218(44.2)

380(45.2)

121㎡
(약 37평 이상)

46(13.3)

89(18.1)

135(16.1)

총계

347(100)

493(100)

840(100)

자가

243(70.0)

357(72.4)

600(71.4)

전세

74(21.3)

80(16.2)

154(18.3)

월세

30(8.6)

56(11.4)

86(10.2)

총계

347(100)

493(100)

8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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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특성
은퇴자마을 거주의향 여부에 따라 경제특성인 월평균소득, 순자산규모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순자산규모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 지만 월평균소득은 유의한 차이(χ²=18.414(p<.05)를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월평균소득에서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는 사람은 월 500~599만 원 84명(24.2%), 월
400~499만 원 56명(16.1%), 월 300~399만 원 49명(14.1%), 월600~699만 원 35명
(10.1%), 월700~799만 원 28명(8.1%)순으로 나타났으나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없는 사람
은 월 400~499만 원 85명(17.2%), 월 300~399만 원 78명(15.8%), 월500~599만 원 77
명(15.6%), 월600~699만 원 55명(11.2%), 월700~799만 원 49명(9.9%)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월 평균소득이 높은 사람들로 은퇴자마을에 대
한 관심이 높았다.
순자산규모에서는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는 사람은 1억~3억 140명(25.6%), 5~10억
85명(24.5%), 3~5억 75명(21.6%), 1억 미만 61명(17.6%), 10억 원 이상 37명(10.7%)순으
로 나타났으며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없는 사람은 3억~5억 129명(26.2%), 1억 미만 106명
(21.5%), 5~10억 100명(20.3%), 10억 이상 62명(12.6%)순으로 나타났다.

<표 8> 경제적 특성에 따른 거주의향
은퇴자마을 거주의향

경제적 특성

경제
특성

월평균
소득

총계

있다

없다

월 99만원 이하

5(1.4)

7(1.4)

12(1.4)

월100 - 199만원

25(7.2)

21(4.3)

46(5.5)

월200 - 299만원

24(6.9)

44(8.9)

68(8.1)

월300 - 399만원

49(14.1)

78(15.8)

127(15.1)

월400 - 499만원

56(16.1)

85(17.2)

141(16.8)

월500 - 599만원

84(24.2)

77(15.6)

161(19.2)

월600 - 699만원

35(10.1)

55(11.2)

90(10.7)

월700 - 799만원

28(8.1)

49(9.9)

77(9.2)

월800 - 899만원

19(5.5)

25(5.1)

44(5.2)

월900 - 999만원

13(3.7)

25(5.1)

38(4.5)

월1,000만원 이상

9(2.6)

27(5.5)

36(4.3)

총계

347(100)

493(100)

8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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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특성

순자산
규모별

총계

있다

없다

1억원 미만

61(17.6)

106(21.5)

167(19.9)

1~3억원 미만

89(25.6)

96(19.5)

185(22.0)

3~5억원 미만

75(21.6)

129(26.2)

204(24.3)

5~10억원 미만

85(24.5)

100(20.3)

185(22.0)

10억원 이상

37(10.7)

62(12.6)

99(11.8)

총계

347(100)

493(100)

840(100)

카이제곱

p

9.113

.058

2. 은퇴 후 주거선택 중요도
〈표 9〉와 같이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에 대한 중요도 측정을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를 활
용하여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시 중요도(6개), 은퇴 후 생활방식 중요도(4개), 은퇴자 마을 이
미지 평가(6개), 은퇴자 마을 거주의향 이유(6개) 등 총 22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 시 중요도(.71), 은퇴 후 생활방식 중요도(.60), 은
퇴자마을 이미지 평가(.60), 은퇴자마을 거주의향 이유(.60)로 항목 간 크론바하 알파계수
(Cronbach's alpha) 값이 0.6이상으로 각 항목별 측정 변수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항목별 평균을 살펴보면,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 시 중요도에서 자연 등 쾌적한 주거환경
이 평균 4.38점 (SD=.645), 의료시설과의 거리가 평균 4.25점(SD=.669), 방범, 안전 등 환
경이 평균 4.23점(SD=.658), 생활편의시설과의 거리가 평균 4.14점(SD=.675), 소득, 일자리
연계가 평균 3.64점(SD=.821), 자녀, 친지와의 거리가 평균 3.55점(SD=.900)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므로 자녀, 친지와 가까운 인접지역을 굳이
선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은퇴 후 생활방식 중요도에서는 쾌적한 자연에서 여유로운 삶이
평균 4.26점(SD=.681), 여행, 취미, 오락 활동이 평균 4.08점(SD=.684), 적정한 근로활동 유
지가 평균 3.84점(SD=.732), 봉사활동 등 사회기여 활동이 평균 3.49점(SD=.752) 순으로 나
타났는데 은퇴 후 취미 활동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반면 적정한 근로활동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다소 적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은퇴자마을의 이미지는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평균 3.86점
(SD= .763), 의료, 식사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생활이 편리한 곳이 평균 3.81점

(SD=.729), 공동체 활동으로 외롭지 않은 곳이 평균 3.68점 (SD=.719), 인생의 마감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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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곳이 평균 3.59점(SD=.873),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곳이 평균 3.57점
(SD=.790),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 평균 3.41점(SD=.995)으로 나타나 노인들만이 거주하
는 주거단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은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안심할 수 있어서가 평균 4.14점(SD=.635), 유사한 처지의 사람들과 공동체
활동으로 외롭지 않게 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와 식사제공, 편의시설 등 노후생활이 편리해서
가 각각 평균 4.07점(SD=.646),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서 평균 4.06점
(SD=.649), 노후 자녀의 신세를 지기 싫어서 평균 4.01점(SD=.756) 순으로 나타나, 자녀에
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여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표 9> 은퇴 후 주거선택 중요도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자녀, 친지와의 거리

840

3.55

.900

항목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시
중요도

은퇴 후
생활방식
중요도

의료시설과의 거리

840

4.25

.669

생활편의시설 과의 거리

840

4.14

.675

방범, 안전 등 환경

840

4.23

.658

자연 등 쾌적한 주거환경

840

4.38

.645

소득, 일자리 연계

840

3.64

.821

쾌적한 자연에서 여유로운 삶

840

4.26

.681

적정한 근로활동 유지

840

3.84

.732

여행, 취미, 오락 활동

840

4.08

.684

봉사활동 등 사회기여 활동

840

3.49

.752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 하는 곳

840

3.57

.790

공동체 활동으로 외롭지 않은 곳

840

3.68

.719

840

3.81

.729

840

3.86

.763

인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곳

840

3.59

.873

은퇴자 마을 의료,식사,편의시설 등 구비,생활이 편리한 곳
이미지 평가 쾌적한 환경,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곳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는 이유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

840

3.41

.995

새로운 일거리와 제2의 인생에 대한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34712)

3.82

.738

유사한 처지의 사람들과 공동체 활동으로
외롭지 않게 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347

4.07

.646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안심

347

4.14

.635

식사제공, 편의시설 등 노후생활이 편리해서

347

4.07

.676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

347

4.06

.649

노후 자녀의 신세를 지기 싫어서

347

4.01

.756

Cronbach의
알파

12) 설문응답자 840명 중 은퇴자마을 거주의향 의사가 있는 사람 347명을 측정변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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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퇴 후 주거선택 요인
등간척도로 측정된 데이터들은 <표 10>과 같이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
도가 0.775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수준 0.001 이하로 나타나 수집된 데이
터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였다. 한편 누적분산이 54.5%로 나타나 설명력이 60%가 안
되긴 하지만 이대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주축 요인 추출법을
적용하고 변수들 간 유의한 항목끼리 묶이도록 베리멕스 회전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최
종적으로 10개 인자가 도출되었으며 인자별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 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나 각 인자별 측정 항목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표 10> 요인분석 결과
item
생활편의
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1

2

3

4

Q12_3

.779

.187

.178

.068

Q10_3

.620

.101

.099

.235

Q12_4

.531

.247

.099

.147

Q4_5

.129

.753

.080

.056

Q5_1

.173

.723

.046

.148

Q12_5

.390

.494

.023

.171

Q5_2

.178

.109

.798

.033

Q4_6

.079

.014

.710

.189

Q10_1

.176

.224

.068

.778

Q12_1

.257

.060

.306

.509

적정
근로활동
제2의
인생실현

아이겐값

3.106

1.088

.663

.592

공통분산(%)

31.063

10.878

6.635

5.923

누적분산(%)

31.063

41.941

48.576

54.499

KMO= .775

Cronbach's alpha
.73

.74

.73
.65

, Bartlett’s x2= 969.241 (p<0.001)

<표 11>과 같이 각 요인별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1요인과 2요인은 3개 항목이, 3요인과
4요인은 2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각각의 인자에 포함 되어 있는 세부항목들의 특성을 고려하
여 1,2요인은 임기홍(2015),이정수외(2014)연구를 참조하여 각각 ‘생활편의시설’, ‘쾌적한 주
거환경’으로 명명하였으며, 3,4요인은 이훈(2013), 권경숙(2007)연구를 참조하여 ‘적정 근로
활동’, ‘제2인생 실현’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의료, 식사, 편의시설 등이 근거리에 인접한 경우에 대해 ‘생활편의시설’로 명명된 요인 1
과 쾌적한 자연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명명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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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임기홍(2015)은 베이비붐세대가 은퇴 후
에 주거를 선택할 때에는 쾌적성과 편의성을 중시하고 이정수외(2014)는 노후에 희망하는 주
거입지로 주변 환경, 의료 및 편의시설을 꼽았다. 소득, 일자리 연계, 적정한 근로활동 등과
관련하여 ‘적정 근로활동’이라고 명명 된 요인 3과 같은 결과에 대해서 이훈(2013)은 은퇴 이
후에도 근로를 지속해나가는 한국만의 독특한 고령화 현상의 영향이라고 하였다. 제2의 새로
운 인생이 시작되는 인생 2막을 ‘제2의 인생실현’이라고 명명 된 요인 4를 권경숙(2007)은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은퇴자들에게 은퇴가 단순히 삶의 마지막단계가 아닌 현재의
삶을 좀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하며 보다 더 가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
였다.
<표 11> 주거 선택 요인 도출
구분

요인명

변수요인

선행연구

요인 1

생활편의시설

의료, 식사,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생활이 편리한 곳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안심 할 수 있어서
식사제공, 편의시설 등 노후생활이 편리해서

임기흥(2015)
이정수외(2014)

요인 2

쾌적한 주거환경

자연 등 쾌적한 주거환경
쾌적한 자연에서 여유로운 삶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서

임기홍(2015)
이정수외(2014)

요인 3

적정 근로활동

소득, 일자리 연계
적정한 근로활동 유지

요인 4

제2인생 실현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 하는 곳
새로운 일거리, 제2의 인생에 대한 삶의가치 실현

이훈(2013)
권경숙(2007)

4. 은퇴 후 주거선택 요인이 은퇴자 마을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에 따라 나타난 4개의 독립변수를 ‘생활편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적정 근로
활동’, ‘제2의 인생 실현’으로 각각 명명하고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은퇴
후 주거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되
어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한 변수의 설정은 <표 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종속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다 또는 없다(있다=1, 없다=2)의 이항변수로 구성하였다. 주거지역
선택요인으로 도출된 ‘생활편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적정 근로활동’, ‘제2인생 실현’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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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에 미치는 변수의 설정
독립변수

내용

종속변수

생활 편의시설 구비
생활 편의시설

건강 등 의료 서비스 제공
노후생활 서비스
쾌적한 자연환경 구축

쾌적한 주거환경

여유로운 삶의 공간

은퇴자마을거주의향
(1= 있다, 2= 없다)

여우로운 공간과 쾌적한 주위환경
소득, 일자리 연계

적정 근로활동

적정한 근로활동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곳

제2의 인생실현

제2의 인생 가치를 실현

먼저, ‘생활편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적정 근로활동’, ‘제2인생 실현’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표 13〉와 같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활편의시설
은 쾌적한 주거환경(r=.255, p<.01), 적정 근로활동(r=.177, p<.01), 제2의 인생 실현
(r=.378, p<0.1)과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적정 근로활동
(r=.238, p<0.1), 제2의 인생 실현(r=.231, p<0.1)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적정 근로
활동은 제2의 인생 실현(r=.259,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표 1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

생활 편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적정 근로활동

생활 편의시설

1

쾌적한 주거환경

.255**

1

적정 근로활동

.177**

.238**

1

제2의 인생실현

.378**

.231**

.259**

제2의 인생실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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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생활편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적정 근로활동, 제2의 인생실현이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4>와 같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Hosmer & Lemeshow test : x2=14.249, p=.075), 회귀모형
의 설명력은 14.8%(Nagelkerke R-제곱=.148)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생
활편의시설은(OR=.443, p<.05), 쾌적한 주거환경(OR=1,586 p<.05), 제2의 인생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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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549, p<.05)이 은퇴자마을의 거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
활편의시설이 한 단계 증가하면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은 .443배 감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한 단계 증가 할수록 1.586배 증가하며, 제2의 인생실현은 .549배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적정 근로활동은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편의시설’ 요인은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는 이유를 묻는 항목에 우선 순위로 나타
났으나 실증분석 결과 ‘생활편의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은퇴예정자의 은퇴자마을 거주 니즈와 생활편의시설 근접에 대한 니즈는
상호 반비례함을 알 수 있는데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있는 사람은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니
즈가 낮고, 반대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니즈가 높은 사람은 거주의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요인은 설문조사에서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 은퇴 후 생활방식, 은퇴자
마을 이미지 평가의 세가지 항목에서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으며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쾌적
한 주거환경’ 수요가 한 단계 증가할수록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은 1.586배 증가로 나타났다.
‘쾌적한 주거환경’요인은 은퇴자마을 거주의향과 정비례 관계로 은퇴자마을 거주 시 가장 우
선적 고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의 인생실현’요인은 제2의 인생 실현의 욕구가 증가할수록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은 오
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반비례 기울기보다는 완만하나 ‘제2의 인생 실
현’ 역시 반비례를 나타내고 있어, ‘제2의 인생 실현’에 대한 니즈가 높은 사람은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이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14〉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은퇴자마을
거주의향

독립변수

B

SE

OR

95% CI

p

생활 편의시설

-.814

.133

.443

.341 ~ .576

.000

쾌적한 주거환경

.461

.146

1.586

1.192 ~ 2.110

.002

적정 근로할동

.064

.116

1.066

.849 ~ 1.338

.581

제2의 인생실현

-.599

.116

.549

.437 ~ .690

.000

상수항

3.479

.708

32.424

-2LL=1040.957, Nagelkerke R-제곱=.148, Hosmer&Lemeshow test ; x2=14.249 (p=.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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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거주하고, 가족수축기(45세~64세)에 해당하는 은퇴예정자를 대
상으로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에 대한 요인을 조명하고 이러한 영향요인이 실질적으로 은퇴
자마을 거주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 시 영향요인은, 4개의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1,2,3,4요
인은 각각 ‘생활편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적정 근로활동’, ‘제2의 인생 실현’으로 도출되
었다.
은퇴예정자가 은퇴 후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고 의료, 식사, 편의시설
이 잘 갖추어져 있거나 인접한 주거지역을 선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기흥(2015), 이정수외(2014)는 은퇴 후 주거선택 시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편의성
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소득, 일자리 연계 등 적정한 근로활동은 은퇴 이후에도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욕보
다는 계속되어온 노동력을 중단하기를 원하지 않고 최소한의 제공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의
미를 지속적으로 찾고자함이다. 따라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근로활동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훈(2013)은 적정한 근로활동 선호를 은퇴 이후에도 근로를 지속해나가
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고령화 현상의 영향이라고도 하였다.
제2의 인생에 대한 삶의 가치 실현은 경제적, 시간적 소비가 아닌 모든 면에서 가치가 창
출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생 2막의 주거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있다. 권경숙
(2007)은 은퇴가 단순히 삶의 마지막단계가 아닌 현재의 삶을 좀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하며
보다 더 가치 있는 시기 및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주거선택 요인 중 은퇴자 마을 거주의향에 미치는 주거선택요인은 ‘생활편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제2의 인생실현’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정 근로활동’요인은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편의시설’ 요인에서는 의료, 식사, 편
의시설 등의 편리성을 고려하는 은퇴예정자일수록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에 부(-)의 효과를 가
지고 있었다. 반면 ‘쾌적한 주거환경’은 자연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은퇴예정자일수
록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에 매우 높은 정(＋)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제2의 인생실현’
을 주거지역 선택요인으로 생각하는 은퇴예정자일수록 오히려 은퇴자마을 거주의향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퇴예정자들이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 요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은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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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에 대한 거주의향을 제시하여 은퇴 후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대안으로서 성공적인 은퇴
자마을에 대한 접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단지 ‘쾌적한 주거환경’만이 은퇴예정자가 은
퇴자마을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은퇴자 마을에 대한 은퇴예정자
의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큼을 알 수 있다. 반면, ‘생활편의시설’, ‘제2의 인생실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경우 거주의향이 낮다는 것은 은퇴자마을에 대한 경제적 활동이 비교적 어렵
고, 생활이 불편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자마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은퇴자마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더 나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은퇴 후 쾌적
한 자연환경에서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은퇴예정자들의 최우선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그
외 생활편의, 제2의 인생가치 실현을 위한 욕구,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은퇴자마을
의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결과에 따라 은퇴자마을의 주거환경에 대해 제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
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은퇴자마을의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이항 로짓분석 모형으로는 설명력이 다소 낮으므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
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은퇴자마을은 지금까지 은퇴자의
주거환경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으나, 향후 개발자 측면에서 국내외 은퇴자마을의 개발사례
와 실패요인 분석 등에 초점을 두고 은퇴자마을의 실패요인과 성공적인 주거환경을 분석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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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people returning to farming is increasing due to retirement of baby boomers,
lack of jobs and the economic recession. A diverse community of residents is being formed in rural areas
due to the continued influx of returning farmers, and the new culture is being formed. This phenomenon
is seen as a major cause of community change. The detailed research is needed to ensure successful
settlement of returning farmers. This study was empirically analyzed influence factors of residential
settlement satisfaction by reflecting human, economic, residential environment, migration, and policy
characteristics focused on returning farmers in Gyeongsangbukdo.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awareness of natural environment, awareness of relationship with their neighbors, awareness of
community activities, and total income are main factors that contribute to increase in residential
settlement satisfaction. The policy implications for residential settlement satisfaction of returning farmers
are as follows. The first, awareness of natural environment should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in order
to enhance the rural image and preserve original appearance. The second, awareness of relationships
with neighbors and community activities needs to expand communication by establishing exchange
programs with the natives and supporting the community and supporting the local community in order
to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by the returning farmers.
Keywords : Returning farmers, Residential settlement satisfaction, Gyeongsangbukdo, phenomena of
returning to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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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도시 내 일자리 부족, 경기침체 등으로 귀농현상이 증가하고 있
다. 농촌지역은 귀농인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다양한 주민공동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귀농인을 중심으로 인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이주 특
성, 정책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주만족도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귀농인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인식, 소득총액 등
이 정주만족도를 상승시키는 데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귀농인의 정주만족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은 농촌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무
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해야 한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와 커
뮤니티 활동에 대한 인식은 귀농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지원 및
원주민과의 교류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귀농인의 금전적 지
원은 경제적 상황 및 영농형태 등을 구분하여 보다 실효성이 높은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제어 : 귀농인, 정주만족도, 경상북도, 귀농현상.

Ⅰ. 서 론
그 동안 중앙 및 지방정부는 농촌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귀농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다시 감소추세로 전
환되었고, 2000년대 후반, 도시 내 일자리 부족, 경기침체, 은퇴인구 증가 등 귀농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였다.1)
귀농에 대한 관심 및 증가현상은 농촌지역으로 새로운 계층이 유입되면서 농촌사회의 원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새로운 인구유입은 농촌문화의 계승, 커뮤니티 활동 등 농촌문화를 변
화시키고 있다. 이에 귀농인의 지속적인 유입과 성공적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귀농인의 정
주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임설아⋅정성호, “귀농귀촌인의 사회자본이 농촌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제18권 제1
호, 사단법인 지역사회학회, 2017, pp.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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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귀농인을 중심으로 인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이주 특성, 정책적 특성을 반영하여 귀농인의 정주만족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계층에게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
에서 귀농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경상북도 귀농인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5일부터 11월 31일까
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자료 294부를 구축하였다. 경상북도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것
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자료에 의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경상북도 지역으로 귀농 희망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상북도를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
다. 연구의 방법은 조사지역을 경상북도로 한정하여 귀농인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고,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귀농인의 정주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관련 선행연구는 귀농인의 실태조사, 농촌이주의향, 귀농동기, 귀농지원정책 등 최근 귀농
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촌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허철무·하규수2)의 연구는 귀농자의 연령, 학력, 소득이 높을수록 귀농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손능수·이재모3)의 연구는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 특성과 복지욕구를 확인하고,
농촌정착을 위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복지욕구 부문은 농업 이외 소득 향상, 전문적
집수리 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등 경제적 및 법적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강은택·홍석동·마강래4)의 연구는 개인 및 지역단위 측면에서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원정책이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높은 실효
2) 허철무·하규수, “귀농자의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2호, 사단
법인 한국벤처창업학회, 2014, pp.233∼250.
3) 손능수·이재모, “귀농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와 정책방안 : 경상북도를 사례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4호,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 2014, pp.49∼79.
4) 강은택·홍석동·마강래, “지역의 소득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 관계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3권
제2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2015, pp.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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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정진화·김새봄5)의 연구는 예비귀농인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확보하고, 귀농결정 및 귀농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배우
자 유무, 배우자 동행 여부가 귀농유형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로 주장하였다. 또한 농촌 연고
지 귀농(U형)은 귀농소요비용, 가업승계 등 경제적 요인이 자연환경, 노후생활 등 비경제적
요인 보다 귀농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성진용·신동훈·장희순6)의 연구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실효성 여부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는 5년 이상 귀농인의 경우, 신축, 개량 및 수리비 지원
이 주거지원 정책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왕재억·김갑열7)의 연구는 귀촌인의 거주이전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거주만족도 간의 영
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한나·김승희8)의 연구는 강원도 준고령자와 고령자 특성 차이를 확인하고,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준고령자의 커뮤니티 요인과 고령자의 주거환경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호·정성호9)의 연구는 마을주민 간 관계, 마을 커뮤니티 활동 등이 귀농인의 생활만족
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는 귀농인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지역사회
의 적응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권오성·여준호10)의 연구는 귀농인의 유인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책적, 사회적, 경제
적, 환경적 변수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귀농인에게 의료 및 주거시설을 확충해
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5) 정진화·김새봄, “귀농인의 귀농 결정요인과 귀농유형 선택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6권 제4호, 사
단법인 한국농업경제학회, 2015, pp.139∼164.
6) 성진용·신동훈·장희순, “귀농인 주거지원 정책 효과분석”, ｢주거환경｣, 제14권 제3호, 사단법인 한국
주거환경학회, 2016, pp.59∼70.
7) 왕재억·김갑열, “귀촌거주자의 귀촌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3권 제1
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2016, pp.59∼79.
8) 이한나·김승희,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분석 : 강원도를 중심으로,” ｢대한부
동산학회지｣, 제35권 제1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2017, pp.83∼101.
9) 김경호·정성호, “귀농·귀촌인의 농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사회학｣, 제19권 제1
호, 사단법인 지역사회학회, 2018, pp.5∼26.
10) 권오성·여준호, “경상북도 시군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도시민들의 귀농 유발요인 분석”, ｢농업경영정
책연구｣, 제45권 제3호, 사단법인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8, pp.43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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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차별성
관련 선행연구는 귀농인의 정주현황 및 커뮤니티 실태, 지역 원주민과의 갈등, 귀농지원정
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관련 연구들은 귀농 증가
현상, 귀농인의 경제적 문제, 귀농인과 원주민 갈등, 정부의 지원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
여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귀농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유의한 결과를 기초로 인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환경, 이주 특성, 정책 특성으로 구분하고, 세부변수를 고려하여 귀농
인의 정주만족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고, 향후 정부에서 귀농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귀농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
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Ⅲ. 분석의 틀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귀농인의 인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이주 특성, 정책 특성을 고려
하여 정주만족도에 대한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은 귀농인의 인적 특성(연령, 배우자 여부, 동거가구원 수)에 따라 정주만족도
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는 귀농인의 경제적 특성(가구소득, 자산규모, 생활비)에 따라 정주만족도의 차
이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은 귀농인의 주거환경 특성(자연환경,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
동, 공공기관의 접근성, 의료복지시설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접근성)에 따라 정주만족도의 차
이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4는 귀농인의 이주 특성(귀농준비기간, 귀농정착자금, 거주기간)에 따라 정주만
족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5는 귀농인의 정책 특성(영농기술 지원, 영농교육 지원, 금전적 지원)에 따라 정
주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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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설정

2. 변수 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유의미한 변수를 종합하고, 귀농인의 정주만족도 영향요
인을 도출하기 위해 <표 1>에서 변수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종속변수는 5점 척
도를 활용하여 정주만족도를 측정하고, 변수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5개 특성으로 인적 특
성, 경제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이주 특성, 정책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인적 특성에서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고, 연속변수로 설
정하였다. 배우자 여부는 있음(기혼)과 없음(미혼, 이혼, 사별)으로 구분하고, 명목변수로 설정
하였다. 동거가구원은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으로 구분하고, 연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경제적 특성에서 월 평균 소득총액은 100만 미만, 100～200만 미만, 200～300만 미만,
400～500만 미만, 500만 이상으로 구분하고, 연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자산 규모는 1억 미
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 이상으로 구분하고, 연속변수로 설
정하였다. 생활비는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연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주거환경 특성에서 자연환경,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 공공기관 접근성,
의료복지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연속변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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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주 특성에서 농촌생활 경험은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여 명목변수로 설정하였다. 귀농
준비기간은 3~6개월 미만, 6~9개월 미만, 9~12개월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
분하고, 연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귀농정착자금은 2천만 미만, 2천만～5천만 미만, 5천만～7
천만 미만, 7천만~1억 미만, 1억 이상으로 구분하고, 연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귀농거주기간
은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연속변
수로 설정하였다.
정책 특성에서 영농기술 지원, 지역정보 홍보, 영농교육, 금전적 지원에 대한 인식은 5첨
척도를 이용하여 연속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1> 변수 설정
변수
종속변수

정주만족도
인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
환경
독립변수 특성

이주
특성

정책
특성

연령

설명

척도

선행연구

귀농인의 정주만족도

연속척도

허철무·하규수
(2014)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연속척도

배우자 여부

있음(기혼), 없음(미혼, 이혼, 사별)

명목척도

동거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연속척도

소득총액

월 평균 소득총액

연속척도

자산규모

월 평균 자산총액(부동산+금융+기타) 연속척도

생활비

월 평균 생활비에 대한 인식

연속척도

자연환경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연속척도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연속척도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커뮤니티 활동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인식

정진화·김새봄
(2015)
강은택·홍석동·
마강래(2015)

공공기관 접근성

공공기관 접근에 대한 인식

의료복지시설 접근성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

연속척도 김경호·정성호
(2018)
연속척도
성진용·신동훈·
연속척도 장희순(2016)
연속척도

대중교통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에 대한 인식

연속척도

농촌생활 경험

귀농 이전에 농촌생활 경험 여부

명목척도

귀농준비기간

귀농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

귀농정착자금

귀농정착자금 규모

거주기간

귀농 이후, 거주기간

연속척도 왕재억·김갑열
(2016)
연속척도
연속척도

영농기술 지원

시군청의 영농기술 지원에 대한 인식 연속척도

지역정보 홍보

시군청의 지역정보 홍보에 대한 인식 연속척도 손능수·이재모
(2014)
시군청의 영농교육에 대한 인식
연속척도

영농교육 지원
금전적 지원

시군청의 금전적 지원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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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귀농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귀농인(n=294)의 일반적 특성을 <표 2>에서 정리하였다. 연령은 20대가 3.1%,
30대가 17.3%, 40대가 21.8%, 50대가 24.5%, 60대 이상이 33.3%로 고령자 비중이 높았
다. 정주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3.47,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은 평균 3.69, 이웃과의 관계
에 대한 인식은 평균 2.93, 영농기술 지원에 대한 인식은 평균 2.84, 금전적 지원에 대한 인
식은 평균 2.93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소유형태는 주택이 29.6%, 토지가 8.2%, 주택+토지가
56.1%, 임야가 6.1%로 나타났다. 농촌이주유형은 U턴형(농촌고향→도시→농촌고향)이
46.9%, J턴형(농촌고향→도시→타향농촌)이 30.6%, I턴형(도시→농촌)이 22.4%로 나타났다.
<표 2> 귀농인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빈도 수 / 평균

%

20대

9

3.1

30대

51

17.3

40대

64

21.8

50대

72

24.5

60대 이상

98

33.3

정주만족도에 대한 인식

3.47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3.69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2.93

영농기술 지원에 대한 인식

2.84

금전적 지원에 대한 인식

2.93

부동산소유형태

농촌이주유형

주택

87

29.6

토지

24

8.2

주택+토지

165

56.1

임야

18

6.1

U턴형(농촌고향→도시→농촌고향)

138

46.9

J턴형(농촌고향→도시→타향농촌)

90

30.6

I턴형(도시→농촌)

66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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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농인의 정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는 경상북도 귀농인(n=294)을 대상으로 인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이주 특성, 정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는 회귀분석을 사
용하여 귀농인의 정주만족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표 3>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회귀모형 적합성은 R2=0.692, adjusted R2=0.627로 62.7%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F값은 14.774, p=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하였다.
인적 특성에서 연령은 높을수록 정주만족도가 0.087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배우자 여부, 동거가구원 수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경제적 특성에서 소득총액은 높을수록 정주만족도가 0.095 만큼 높았고, 자산규모는 높을
수록 정주만족도가 0.093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활비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
하지 못했다.
주거환경 특성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일수록 정주만족도가 0.180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일수록 정주만족도가 0.140 만큼 높았
고,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일수록 정주만족도가 0.110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의료복지시설 접근성이 높을수록 정주만족도가 0.089 만큼 높았다.
이주 특성에서 귀농정착자금은 많을수록 정주만족도가 0.055 만큼 증가하였다. 하지만 농
촌생활 경험, 귀농준비기간, 거주기간은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책 특성에서 영농기술 지원에 대한 인식은 만족할수록 정주만족도가 0.031 높았고, 금
전적 지원에 대한 인식은 만족할수록 정주만족도가 0.093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지역정보 홍보, 영농교육 지원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표 3> 변수 설정
종속변수 : 정주만족도

인적
특성
경제적
특성

구분

비표준화
계수(Β)

상수

0.836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Β)

t

0.199

-

2.796***

0.006

***

0.008

0.536

1.866

1.202

0.231

0.719

1.390

p

2.686

Tol
-

VIF
-

연령

0.087

0.033

0.086

배우자 여부

0.050

0.042

0.033

동거가구원 수

0.020

0.034

0.018

0.610

0.543

0.643

1.555

소득총액

0.095

0.031

0.101

3.096***

0.002

0.574

1.743

**

자산규모

0.093

0.044

0.100

2.111

0.037

0.524

1.909

생활비

0.035

0.041

0.035

0.865

0.389

0.340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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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정주만족도
구분

비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Β)

t

0.180

0.036

0.157
0.061

자연환경
이웃과의 관계
주거환경
특성

이주
특성

정책
특성

0.140

0.068

p

Tol

VIF

5.023***

0.000

0.567

1.764

**

0.040

0.643

1.554

**

2.070

지역사회

0.103

0.040

0.099

2.563

0.011

0.369

2.708

커뮤니티 활동

0.110

0.038

0.105

2.862***

0.005

0.413

2.420

공공기관 접근성

0.025

0.050

0.022

0.502

0.617

0.584

1.712

0.007

0.402

2.490

***

의료복지시설 접근성

0.089

0.032

0.102

2.738

대중교통 접근성

0.030

0.037

0.008

0.219

0.827

0.794

1.259

농촌생활 경험

0.024

0.035

0.028

0.693

0.490

0.345

2.899

귀농준비기간

0.025

0.034

.039

1.781

.075

.594

1.684

**

귀농정착자금

0.055

0.024

0.071

2.293

0.023

0.574

1.743

거주기간

0.003

0.029

0.002

0.088

0.930

0.743

1.345

**

영농기술 지원

0.031

0.022

0.047

2.046

0.041

0.617

1.621

지역정보 홍보

0.021

0.030

0.021

0.699

0.486

0.640

1.563

영농교육 지원

0.035

0.041

0.035

0.865

0.389

0.340

2.941

0.037

0.892

1.121

금전적 지원

0.093
2

0.044

0.100
2

**

2.111

***

R =0.692, adjusted R =0.627, F=14.774
**p<0.05, ***p<0.01

Ⅴ. 결 론
최근 사회적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도시 내 일자리 부족, 경기침체 등으로 귀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유입은 지역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새로운
농촌문화를 발생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귀농계층의 지속가능한
정주생활을 위하여 지원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귀농인을 대상으로 인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이주 특
성, 정책 특성을 종합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귀농인의 다양한 특성을 기초로 회
귀분석을 사용하여 정주만족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귀농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50대 이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소유형태는 주택+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귀농인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농촌이주
유형은 U턴형(농촌고향→도시→농촌고향)이 J턴형(농촌고향→도시→타향농촌)과 I턴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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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의 정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농인의 정주만족도 영향계수는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0.180),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0.140),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인
식(0.110), 소득총액(0.095), 자산규모(0.093), 금전적 지원(0.093), 의료복지시설 접근성
(0.089), 연령(0.087), 귀농정착자금(0.055), 영농기술 지원(0.0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귀농인의 정주환경에 있어서 이전 도시생활과 달리 자연환경과 함께 편안
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이웃과의 관
계,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인식은 기존에 정주하고 있던 원주민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
용했다고 판단된다. 소득총액, 자산규모, 귀농정착자금은 귀농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소
득과 소비 측면에서 정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귀농인의 정주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은 농촌 이미지 제고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 그
대로의 모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존하여 정주만족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와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인식은 정착 초기에 귀농인의 자발적인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원주민과의 교류프로그램을 신설
하여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귀농인의 금전적 지원은 기존 지원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귀농인의
경제적 상황 및 영농형태 등을 파악하고, 실효성이 높은 경제적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정주만
족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연구의 한계는 귀농인의 거주지역을 경상북도로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지역
비교를 통하여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표본의 부족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귀농인의 금액 부분을 실금액이 아닌 구간으로 조사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증분석 측면에서 세부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귀농인의 거주 지역을 추가하여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하고, 지역별 귀농인의 정주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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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macro and dynamic structure of the land market networks by applying MST
method into land sales markets in the Capital Region over the period 2005.1~2018.12.
An analysis of the entire analysis period revealed that the network of the land sales markets was a
Y-shaped structure with a weak focus. And the hub of the network is Seongnam City, and Three districts
in Gangnam, Seoul, is located in the outermost part of the network. In addition, the Capital Region
markets was divided into six sub-markets.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the three sides showed that the basic structure of the less cohesive
Y-shaped (reverse Y-shaped) was maintained, but the structure of the network and the sub-markets
continued to change with time. And the hub of the network has changed from Seongnam to Gwangjin-gu
and Gwangju City. In addition, it was also clear that there was a clear breakdown of the correlation in
the face of the stock market's decline.
This indicates that the land markets in the Capital Region has a property of the asset market. However,
differences between the stock and apartment markets have also been found, which seems to reflect the
specificity that exists in the land markets.
Keywords : MST(minimal spanning tree), Network, Land Sales Markets, The 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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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MST기법을 2005년 1월~2018년 12월 기간 동안의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에
적용하여 토지시장의 거시적, 동적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한다.
전체 분석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토지시장의 네트워크는 집중성이 약한 Y자형 구
조로 나타났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허브는 성남시이며, 서울 강남3구는 네트워크의 최외곽에
위치하였다. 또한, 수도권 시장은 6개의 하위시장으로 구분되었다.
한편, 세 국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덜 응집된 Y자형(역Y자형)의 기본 구조는 유지
되었으나 시기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와 하위시장은 계속해서 바뀌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허브는 성남시에서 광진구, 광주시로 변화해갔다. 또한, 주식시장의 하락국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관성 붕괴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토지시장은 자산시장의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주식시
장 및 아파트 시장과는 다른 차이점도 발견되었는 바 이는 토지시장에 존재하는 특이성이 반
영된 결과로 보인다.
주제어 : 최소신장트리, 네트워크, 토지 매매시장, 수도권

Ⅰ. 서 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경제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복잡계(complex system)임을 알 수 있다.1) 학문적으로 복잡계는 구
성요소 간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의 체계라고 정의한다.2) 여기서 복잡계는 질서 없는 무질서가
아닌, 씨줄과 날줄이 얽혀 직물을 이루는 것처럼 나름의 질서 있는 무질서로서, 무질서 속에
서 질서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일리야 프리고진의 표현에 따르면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order out of chaos)라고 할 수 있다.3)
주식시장으로 대표되는 복잡한 경제현상 속에서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를 찾고자 하는 도구

1) 정하웅·강병남, “복잡계 네트워크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물리학과 첨단기술」, October, 한국물리
학회, 2007, p.7.
2) 윤영수·채승병, 「복잡계개론」, 삼성경제연구소, 2005, p.59.
3) 일리야 프리고진, 이사벨, 스텐저스 저, 유기풍 역, 「혼돈 속의 질서」, 민음사, 1990,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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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방법론으로 1990년대부터 경제물리학이라는 분야가 태동하였다. 경제물리학은 경제학과
의 융합을 통해 물리학의 실용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물리학의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응용함으
로써 기존 경제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학제 간 연구의 한 분야
이다.4)
이러한 경제물리학에 기반하여 Mantegna(1999)는 주식시장을 복잡계 네트워크로 인식
하고 주식 수익률의 상관성 구조를 MST(minimal spanning tree, 최소신장트리)라는 새로
운 방법론을 도입하여 주식시장 분석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5) MST기법은 자산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유클리드거리(euclidean distance)에 기초한 초거리(ultrametrics) 공간
내에서 대폭적으로 단순화하면서도 유용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한다.6)
Mantegna(1999)의 연구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의 위상학적 구조와 상관성의 동역학 분석(Onnela et al.,
2003)7), 세계 주식시장의 상호관련성 변화 분석(Coelho et al., 2007)8),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제적 충격에 의한 주식시장 수익률 하락의 전염 확산과정 파악(Smith, 2009)9)을 예로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조하현·이승국(2004)10)이 MST 방법론을 소개하고 주식시장에 적용한
이후 주식시장의 다양한 측면(허화 외, 200611); 고일용·이승국, 200712)), 외환시장(장우석,
2011)13), 채권시장(고일용·이승국, 2007)14) 등 금융시장 전반의 네트워크 분석에 다양하게
4) 양재석, “행위자 기반 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의 시장에 대한 불균일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 「조선자연
과학논문집」, 제1권 제2호, 조선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2008, p.67.
5) Mantegna, R. N., “Hierarchical structure in Financial markets”, 「The European Physics
Journal B 11」, 1999, pp.193~197.
6) Gower,J.C. and Ross, G.J.S, "Minimum spanning trees and single linkage cluster analysi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C(Applied Statistics)」, 18(1), 1969,
pp.54~64; 고일용·이승국, “포트폴리오의 편중리스크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연구: 네크
워크 기반의 MST기법을 중심으로”, 「금융리스크리뷰」, 봄호, 예금보험공사, 2007, pp.70~95.
7) Onnela, J.-P., Chakraborti, A., Kaski, K., Kertész, J., and Kanto, A., “Dynamics of market
correlations: Taxonomy and portfolio analysis”, 「Physical Review E68(056110)」, 2003,
pp.1~12.
8) Coelho, R., Gilmore, C. G., Lucey, B., Richmond, P. and Hutzler, S., 2007, “The evolution
of interdependence in world equity markets: Evidence from minimum spanning trees”,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vol.376, 2007, pp.455~466.
9) Smith, R. D., "The Spread of the Credit Crisis: View from a Stock Correlation Network",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54(6), 2009, pp.2460~2463.
10) 조하현・이승국, “MST기법을 이용한 주식시장의 상관성 구조와 체계적 위험에 관한 연구”, 「한국금
융학회 발표논문」, 한국금융학회, 2004, pp.1~30.
11) 허화・김승환・강석규・엄철준, “주식간 연결구조와 효율적 포트폴리오”, 「금융공학연구」, 한국금융
공학회, 제5권 제2호, 2006, pp.65~84.
12) 고일용・이승국, 상게논문.
13) 장우석, “최소신장트리를 이용한 환율과 외환위기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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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자료 축적과 함께 학제 간 연구의 흐름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도 MST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 정준호(2014)는 아파트 매매시장이 금융시
장처럼 자산시장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이종아·정준호, 2010)16) 근거하여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네트워크 구조를 부동산 분야에 최초로 MST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17) 이
후 이강용 외(2015)가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과 주식시장의 비교 분석에18), 김상진 외(2016)
가 서울, 경기 아파트 전월세시장에 MST기법을 적용하였다.19)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시기를 포함한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을 대상으
로 MST기법을 적용하여 네크워크 구조의 거시적 특성과 동적 속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의 자산적 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편으로 주식시장 및 아파트 매매시장과 토지 매매시장의 네크워크 구조가 유사한가
라는 가설을 검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이다. 분석 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한 이
유는 국내 인구의 약 49.5%,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48.9%, 종사자수의 약 51%를 차지하
는 국내 최대 인구 및 경제력을 가진 대도시권으로20) 주된 관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자체가 상당한 동질성을 지닌 지역으로 분석과 해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21)
그리고, 분석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다. 분석 기간을 2005년 전으
로 확장하지 않은 이유는 월별 지가변동률 자료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가변동률은
2005년 전에는 분기별로 조사·평가하여 발표하였으나,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가격의 급
대학원, 2011.
14) 고일용・이승국, 전게논문.
15) 금융분야에서 적용되는 기법을 부동산시장에 응용한 연구의 또 다른 축으로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그 예로 김행조,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스왑옵션의 가치와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4권 제2호, 대한부동산학회, 2016, pp.463~477가 있다.
16) 이종아・정준호, “주택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활용한 위험과 수익
분석: 서울 강남 3개구 아파트시장의 경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 제13권 제2
호, 2010, pp.234~252.
17) 정준호, “주택시장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사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 제17권 제2호, 2014, pp.280~295.
18) 이강용·이종아・정준호,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의 동적 네트워크 구조 비교-시가총액 상위 자산을 중
심으로-”, 「부동산학보」, 제61권 제61호, 한국부동산학회, 2015, pp.195~207.
19) 김상진·이강용・정준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과 시장금리와의 동조화 및 지역별 차이”, 「경제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경제통상학회, 2016, pp.51~77.
20) 이상대·강식·이혜령·이주일·윤혜림·이종현·최민아·정진원, 「수도권 광역계획 수립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기초연구」, 경기연구원·서울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 2017, p.6.
21) 정준호, 상게논문,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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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상승기를 거치면서 조사주기가 분기에서 월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이용가능한 시간적
범위 안에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분석 방법은 MST기법이다. MST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Excel'를 이용하여 지가변
동률 자료로부터 상관계수 행렬을 생성하고, 이후 유클리드거리 행렬로 전환한 다음,
'R(version 3.5.2)'를 활용하여 초거리 행렬로 변환한다. 초거리 행렬을 'UCINET 6'를 통해
그래프로 시각화함으로써 MST를 완성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1. 선행연구의 검토
MST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해외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국내 부동산시
장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antegna(1999)는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주식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
로 MST기법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이 기법을 적용한 결과 주식 종목들이 업종 간 분류에 따
라 군집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MST가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
다.22) 이후 Onnela et al.(2003)은 주식시장의 위상학적 구조와 상관성의 동역학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위상학적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시장붕괴 시에 초거리가 짧아
지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MST를 포트폴리오 관리에 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23) Coelho et al.(2007)은 국제적 분산투자의 관점에서 세계 주식시장의 상
호관련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ST 자산나무가 점진적으로 응집화(compact)하
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세계 주식시장의 상관성이 점증하는 것으로 국제적 분산투자
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4) Smith(2009)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제적 충격
에 의한 상관성에 따른 주식시장 수익률 하락의 전염 확산과정을 MST를 통해 시현하였다.25)
오갑진(2010)은 미국 NASDAQ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구조상 연결개수가
Power-Law(멱함수) 분포를 따르지만, 랜덤워크(random walk) 자료 및 비선형성이 제거된
이론적 자료에서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밝혀냈다.26)
22)
23)
24)
25)

Mantegna, op.cit.
Onnela et al., op.cit.
Coelho et al., op.cit.
Smith,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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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시장에 이어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
어 왔다. 조하현·이승국(2004)은 MST기법을 적용하여 개별 주식들을 군집화하여 세분화된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동태적으로 체계적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27) 엄철준(2004)은 주식시장의 상황변화에 의한 수익률 간 상관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 변화에 따라 주식수익률 간 상관성의 평균치는 뚜렷한 음
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위기상황에서는 급격한 평균치의 증가가 목격되었다.28) 허화 외
(2006)는 주식 간 네트워크 구조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식은 대부분 연결 개
수가 1~2개에 불과하며, 네트워크 상 중심부가 아닌 외곽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
다.29) 고일용·이승국(2007)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자산 간 상관성
구조와 편중리스크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30)
외환시장을 대상으로 MST기법을 적용한 연구도 발견된다. 장우석(2011)은 국가 간 환율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전후로 통화 간 평균 상관계수는 감소하는 반
면, MST의 링크(link) 길이는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네크워크 내에서 아시아 국가의 통
화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였다.31)
한편, MST기법이 정준호(2014)에 의해 국내 아파트 시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준호(2014)는 MST기법을 적용하여 2003년 7월부
터 2014년 3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대상으로 주택시장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 네트워크의 위상학적인 구조의 특성들이 주식시장에
서의 특성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32) 이강용 외
(2015)는 MST기법을 이용하여 200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과 주식
시장의 동적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도 주식시장
과 같은 MST 구조상의 시변성을 확인하였고, 상관관계의 고조 시점, 즉 초거리의 급감시점이
아파트 시장에서는 대세 상승기에, 주식시장은 대세 하락시에 나타난다는 차이점을 밝혀냈
다.33) 김상진 외(2016)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전
26) 오갑진, “미국 주식시장의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비즈니스리뷰」, 제3권 제1호, 조선
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0, pp.27~38.
27) 조하현·이승국, 전게논문.
28) 엄철준, “주식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른 주식수익률간 상관관계의 영향연구”, 「금융공학연구」, 제3권
제1호, 한국금융공학회, 2004, pp.61~77.
29) 허화·김승환·강석규·엄철준, 전게논문.
30) 고일용·이승국, 전게논문.
31) 장우석, 전게논문.
32) 정준호, 전게논문.
33) 이강용·이종아·정준호,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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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MST기법을 통해 전염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경기지역으로 전염도가
확산되었음을 밝혔다.34)

2. 본 연구의 차별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ST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대부분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
시장 등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국내 부동산시장에 MST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여 연구 성과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연구 또한 대상이 아파트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MST기법의 적실성을 보강하고,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산인 토지 매매시장에 MST기법을 적용하고자 한
다. 이러한 시도는 토지 매매시장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MST기법에 관한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은 경제학과 물리학의 학제 간 연구인 경제물리학 분야에
서 태동한 MST기법이다.35) MST기법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변량 통계
분석인 군집분석의 최단연결법과 매우 유사하다. MST기법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자산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정한 후 유사성에 따라 대상 간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 자산 간의
유사성이 높은 관계를 우선적으로 연결해가면서 그 거리 합을 최소화시키는 나무(tree) 구조
의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MST기법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관
계를 갖는 네트워크로부터 가장 짧은 거리를 갖는 연결구조를 찾는 것이다. MST기법을 이용
하여 도출한 네트워크 구조는 N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NxN의 연결 가능한 관계들 중에서 N
개의 노드(node)와 N-1개의 링크(link)로 이루어진 루프(loop)가 없는 네트워크가 된다.
MST기법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적 단순화시켜 잘 설명해줄 수
있고 자산의 군집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다. MST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매지 않고 사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
34) 김상진·이강용·정준호, 전게논문.
35) MST기법에 관한 내용은 고일용·이승국, 전게논문, pp.73~78과 정준호, 전게논문, pp.282~283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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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데 기여하고,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위상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36)
MST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단계

상관계수 행렬 구축

2단계

유클리드거리 행렬 구축

3단계

초거리 도출

4단계

그래프로 변환

[그림 1] MST 구축 프로세스
우선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구축해야 한다. 상관계수  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1)

여기서  는 수익률,  는 시간, 〈〉 는 시간 평균을 의미한다. 상관계수 행렬   는
NxN개의 원소를 갖는 대칭행렬이며 대각행렬에 해당하는 원소의 값은 1이다. 그러나 상관계
수 행렬은 비대각 부분 N(N-1)/2에 해당하는 상관계수만으로 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상
관계수의 값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런데 자산 간의 상관계수는 거리 척도를 규
정하는 세 가지 공리, 즉 ①    ⇔    , ②    , ③  ≤    를 충족할 수 없
기 때문에 거리 척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37)
이에 Mantegna(1999)가 제시한 방법으로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식 (2)와 같은 유클리드
거리 척도를 만들 수 있다.

  
   

(2)

36) Onnela et al., op.cit, pp.1~12.
37) Mantegna, op.cit, pp.19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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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리드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간개념에서 정의되는 거리로서 앞의 세 가지 공
리를 모두 충족한다. 첫 번째 공리의 경우 두 변수가 동일하면 상관계수는 1이 되고  는 당
연히 0이 된다. 두 번째 공리의 경우 대칭행렬인 상관계수행렬로부터 도출된 거리 행렬 또한
대칭행렬이므로    이 성립한다. 세 번째 공리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성립하
는 삼각부등식에 의해 유효하다. 여기서 유클리드거리의 값은 비선형이고, 0과 2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거리 행렬   는 상관계수 행렬에 대응되는 NxN의 원소를 갖는 대칭행렬이며 대
각행렬에 해당하는 원소의 값은 0이다. 거리 행렬 또한 상관계수 행렬과 마찬가지로 비대각
부분 N(N-1)/2에 해당하는 원소만으로 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유클리드거리 척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너무 복잡한 형태가 되
어 실제 상관성 분석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위상학
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리 공간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38), 이것이 초거리 공간(ultrametric space)이다. 이중에서도 단순성의 이유로 서브도
미넌트(subdominant) 초거리 공간이 적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39) 이러
한 초거리 공간은 유클리드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상관성 구조의 분석에 무의미
한 정보를 제거하고, 유의미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 정의되는 공간이다.40) 초거리 공간에
서 정의되는 새로운 거리 
 는 유클리드거리의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외에


≤ max

 라는 조건을 충족한다. 이 조건은 삼각부등식의 개념보다 더 강한 조건이

다.41)
새로운 거리 
 를 적용하여 자산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 그것이 바로 MST이다. 이러한 MST는 N개의 자산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서 
 의 합,
즉,



   


 이

최소화되는 N-1개의 링크를 가지는 그래프이다. Gower and Ross(1969)는

MST를 ① 각 자산은 적어도 하나의 링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② 폐쇄된 루프가 없고, ③ 모
든 자산이 링크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정의한다.42)
결국 초거리 공간에 기초한 MST는 대칭행렬인 상관계수 행렬   와 유클리드거리 행렬

  의 N(N-1)/2 개의 정보를 (N-1)개의 정보로 압축한 것이다. 그러나 MST에 내재된 유클
38)
39)
40)
41)
42)

Mantegna, op.cit, pp.193~197.
Onnela et al., op.cit, pp.1~12.
고일용·이승국, 전게논문, p.74.
정준호, 전게논문, p.283.
Gower,J.C. and Ross, G.J.S, "Minimum spanning trees and single linkage cluster
analysi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C(Applied Statistics)」, 18(1),
1969,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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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거리의 분포는 상관계수 분포의 중요한 특성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즉, MST는 상관계
수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를 축약적으로 담고 있으면서 전체 상관계수 행렬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43)

Ⅳ. 실증 분석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토지시장을 이용시장과 자산시장으로 구분할 때 자산시장에 해당하는 수도권
내 66개 시·군·구 토지 매매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분석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8년 12
월까지이다. 이에 따라 월별 수익률의 관측치는 168개이다. 토지가격의 수익률은 국토교통부
에서 발표하는 지가변동률 자료로 대용한다. 지가반동률은 국토교통부의 의뢰에 따라 한국감
정원에서 지역별·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로 조사·산정하고 있다.44)
토지는 주식과 달리 거래비용이 높은 편이고 고가의 실물자산으로 유동성이 높지 않은 경
향이 있다. 그러나 토지는 부동산을 대표하는 유형으로서 주식, 예금과 함께 투자의 주요한
대상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이득보다는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관
심이 높은 편이다. 이에 주식 시장의 분석처럼(Mantegna, 199945); Onnela et al., 200
346); Coelho et al., 200747))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수익률은 임대소득과 사용자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본이득을 반영하는 수익률 지표인 지가변동률이다.48)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시간종속적인 MST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고정 이동창
(rolling window) 분석을 수행한다. 고정 이동창 분석은 시간의 길이가 고정된 창을 설정하
고 창의 시작시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하여 각 고정창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정창의 길이는 1년이고, 고정창의 이동주기는 3개
월 단위로 한다.
43)
44)
45)
46)
47)
48)

Onnela et al., op.cit, pp.1~12.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r-one.co.kr) 참조.
Mantegna, op.cit.
Onnela et al., ibid.
Coelho et al., op.cit.
김승욱, “모형들의 비교에 의한 수도권 아파트시장의 기대가격상승률의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부
동산학회지」, 제35권 제3호, 대한부동산학회, 2017, pp.321~338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자본이득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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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 자료 요약표
구 분

정태적 분석

동태적 분석

대상

수도권 66개 시·군·구

수도권 66개 시·군·구

기간

2005.1~2018.12

2005.1~2005.12, 2005.4~2006.3, …, 2018.1~2018.12

MST 개수

1개

53개

2. 분석 결과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 네트워크의 거시적 구조와 동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 1월
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전체 분석 기간에 대한 MST 분석(정태적 분석)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MST 분석(동태적 분석) 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1) 정태적 분석 결과
[그림 2]는 200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체 분석 기간에 대한 수도권 66개 토지
매매시장의 MST를 나타낸다. 그래프의 형태는 주식시장의 사례(예: Mantegna, 1999)에서
일반적으로 도출되는 원형의 응집된 네트워크 구조와는 달리 집중성이 약한 Y자형이다. 이러
한 형태는 정준호(2014)가 분석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Y자형)49)과 이강용 외(2015)가
분석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구조(역Y자형)50)와 유사하다. 이는 노드 간의 상관성이 주식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동산시장의 지역 간 이질성에 따른 결
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의 거시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형태 외에 네트워크의 중심성에 대
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의 ‘중심적’인 정도를 가리키는 척도로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아이겐벡터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노드의 파워에 대한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연결중심성이다.51) 연결중심성은 특정 노드와 다른 노들들 간의 연결관계를 링크의 수로 파
악하는데 연결된 노드의 수가 많을수록 연결중심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결중심성은 해당 노드의 체계적 위험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
다.52) 특정 노드에 연결된 링크의 수가 많다는 것은 해당 노드가 전체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
49)
50)
51)
52)

정준호, 전게논문.
이강용·이종아·정준호, 전게논문.
곽기영, 「소셜 네트워크분석(2판)」, 청람, 2017, pp.184~213.
고일용·이승국, 전게논문,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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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의 MST
주: 노드의 크기는 연결중심성의 정도이며, 색이 같은 노드는 동일한 하위 매매시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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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체계적 위험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할수록 연결중심성의
크기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네트워크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에 위치할수록 시장 전체와
의 상관성은 적어지며, 체계적 위험은 낮다는 것을 뜻한다.53) 그런데 MST에서 말하는 체계
적 위험은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서의 체계적 위험과 다르다. MST에서의
체계적 위험은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들과의 상관성의 크기를 말하는 반면, CAPM에서의 체
계적 위험은 β로 표시되는 시장수익률과의 상관성을 말한다.54)
[그림 2]에 표시된 노드의 크기는 연결중심성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남시
가 6으로 가장 크고, 광진구, 성북구, 은평구, 이천시, 동두천시, 의정부시가 4이다. [그림 2]
에서 보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허브에 해당하는 지역은 연결중심성의 수치가 가장 큰 성남시
이다. 성남시는 6개의 지역과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네트워크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심부
에 위치하고 있다.55)
[그림 2]에 나타난 수도권 지역의 네크워크 내 위치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결과와 전혀
다르다.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의 중심지는 서울의 강남3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강남3구가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MST상에서 강
남3구는 네트워크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정준호(2014)가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56)와 일치한다. 세계 주식시장의 통합을 분석한 Coelho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네트워크의 허브는 미국시장이 아닌 프랑스로 나타났으며57), 국내
주식시장을 분석한 고일용·이승국(2007)의 연구에서도 삼성전자는 네트워크의 허브가 아니었
다.58)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MST에서 의미하는 체계적 위험은
CAPM에서 말하는 시장수익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체계적 위험과 다르기 때문이다. CAPM
에서 체계적 위험은 시장수익률과의 동행성을 측정하는 것이고, MST에서 체계적 위험은 네
트워크 내 다른 노드들 간의 상관성을 측정하는 것이다.59)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외곽에 위치하는 지역은 해당 지역에 특수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강남3구의 경우는 사회간접자본이 잘 구축되어 있고,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라는 특수성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53) Mantegna, op.cit, pp.193~197.
54) 고일용·이승국, 전게논문.
55) 중심성의 척도를 매개중심성으로 할 경우 네트워크의 허브는 안양시가 된다. 중심성의 척도에 따라
네트워크의 허브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연결관계가 많고 중심부에 위치할수
록 중심성은 높아진다.
56) 정준호, 전게논문.
57) Coelho et al., op.cit.
58) 고일용·이승국, 상게논몬.
59) 고일용·이승국, 상게논문,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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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역인 성남시와 연결중심성의 척도가 4인 6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특수한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공통적인 충격에도 영향을 받
는다는 의미이다.60)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의 크기는 노드 간의 링크 거리에 의해 정량적으
로 측정할 수 있는데, 후술하는 동태적 분석 결과에서 링크 거리의 변화 내역을 제시한다.
MST를 통해 네트워크 내 서브그룹(subgroups)을 구분해낼 수도 있다. [그림 2]는
Girvan-Newman(2002)이 제시한 알고리즘에 따라 네트워크 내 서브그룹, 즉 모듈
(module)로 분할하여 200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체 분석 기간을 대상으로 수도권
토지의 하위 매매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Girvan-Newman 알고리즘은 서브그룹 분할 결과에
대한 적합도를 계산해주는데, 이를 Q값이라고 한다.61) 해당 그림의 Q값은 0.751이다.62) Q
값은 식별된 서브그룹 내부 라인의 개수와 네트워크 내 라인들이 무작위적으로 연결될 경우
기대되는 라인의 개수를 비교하여 구하게 된다.63)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 Q값이64) 클수
록 알고리즘이 더 유의한 서브그룹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65)
[그림 2]에 따르면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은 6개의 하위시장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먼
저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성남권역(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광명시, 과천시, 수원시, 광주시)이
존재하고, 그 좌측에 광진권역(광진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중랑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
구, 도봉구, 강서구,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과 성북권역(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마포구, 중구, 강북구, 용산구, 인천동구, 서대문구, 관악구, 동작구)이, 그 우측에
동두천권역(동두천시, 의정부시, 양주시, 가평군, 고양시, 연천군, 구리시, 인천미추홀구, 인천
중구, 포천시, 파주시)과 부천권역(부천시, 양평군,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오산시, 인천연수
구, 인천계양구, 시흥시, 남양주시, 인천서구, 인천강화군, 인천옹진군)이 각각 자리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남권역의 하단부에 이천권역(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 여주시,
하남시, 김포시)이 형성되어 있다.
[그림 2]로부터 네트워크 링크의 묶음은 대체로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파트 매매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준호(2014)66), 이강용(2015)67)의 결과와
60) 고일용·이승국, 전게논문, p.81.





 
δ   여기서   는  와  사이의 가중치,  
61)      







호, 전게논문, p.294).
62) 서브그룹의 수와 그에 해당하는 Q값은 다음과 같다.
2(Q=0.461), 3(Q=0.627), 4(Q=0.689), 5(Q=0.733), 6(Q=0.751), 8(Q=0.742)
63) 곽기영, 전게서, p.310.
64) 정준호, 상게논문, p.287.
65) 곽기영, 상게서.
66) 정준호, 상게논문.
67) 이강용·이종아·정준호,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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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68) 그러나 정준호(2014), 이강용(2015)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서브그
룹의 구분이 지리적 인접성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지리적 인접성이 토지의 하위시장
을 구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리적 인접성과는 다른 소위 도시의 기
능, 경제적 규모 등에 의한 계층적 확산의 기제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69)

2) 동태적 분석 결과
네트워크의 구조는 시간종속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MST를 통해
네트워크의 구조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시변하는
(time-varying) MST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 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수도권 명목지가지수를 바탕으로 HP필터를 활용하여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의 경기순환주기를 도출한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실질가격을 사
용해야 하지만 실질가격과 명목가격 간의 변동패턴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의견70)을 반영
하여 명목지가지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은 크게 세 국면으로 구분이 가능하
다. 즉, 2005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상승 국면과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의 하락 국면, 그리고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상승 국면으로 나뉜다.
[그림 4~6]은 경기변동의 국면별로 작성된 MST로서 토지 수익률의 네트워크 구조가 국
면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전체 분석 기간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시장의 응집된 구조와는 달리 덜 응집된 Y형(역Y자형)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동산의 지역 간 이질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
라서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68) 미국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Mantegna(1999), Onnela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서브그룹이
대체로 같은 업종의 주식들로 구성된다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69) 정준호, 전게논문, p.287.
70) 서승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과 거시경제 연계성의 변화”, 조만·차문중 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상권)」, KDI, 2012,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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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P 필터에 의한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의 경기변동
한편, 네트워크의 허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첫 번째 상승국면에
서 네트워크의 허브는 성남시(연결 링크의 수 6), 이천시, 강동구, 동대문구(연결 링크의 수
5)인 반면, 하락국면에서 네트워크의 허브는 광진구(연결 링크의 수 5), 부천시, 안양시, 양천
구, 동두천시, 인천계양구, 인천남동구(연결 링크의 수 4)이며, 두 번째 상승국면에서 네트워
크의 허브는 광주시(연결 링크의 수 7), 고양시, 용인시, 인천부평구(연결링크의 수 5)로 모두
다르다. 주된 관심 대상지역인 강남3구는 국면에 상관없이 네트워크의 허브가 아닌 최외곽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공통적인 영향에 충격을 받는 지역은 계속해서 변화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남3구는 여전히 특별한 영향권 아래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상반된 모습이
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는 상관성의 안정이라는 가정에
입각한 CAPM 모형이 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71)

71) 고일용·이승국, 전게논문,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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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첫 번째 상승국면(2005.1~2008.9)의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의 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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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하락국면(2008.10~2009.9)의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의 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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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두 번째 상승국면(2009.10~2018.12)의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의 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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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은 경기변동의 국면별로 네트워크 내 서브그룹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 첫 번
째 상승국면에서 서브그룹은 10개인 반면, 하락국면과 두 번째 상승국면에서 서브그룹은 각
각 8개로 분화되고 있다.72) 또한, 서브그룹 내 구성지역은 기본적으로 지리적 인접성에 의거
하지만 그 범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편입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도시의 기능이나 경제적 규모 등의 요
인도 변화해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 수익률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시간종속적인 속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주기적으로 MST를 만들어 토지시장 간의 상관성 구조와 체계적 위험을 파악해야 필
요가 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요한 지표로 중심성 외에 응집성이 있다. 응집성은 일반적으로 네트
워크 분석에서 밀도로 측정하는데, MST의 그래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이러한 밀
도 기준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평균초거리의 길이를 대용한다.73) 평균초거리를 구하는 공
식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평균초거리와의 비교를 위해 평균상관계수도 함께 살펴본다.74)



평균초거리    
    ∈   



(3)




평균상관계수 ρ  
    

ρ
ρ




(4)

[그림 7]은 1년의 고정창을 3개월 단위로 이동한 고정창 분석을 통해 도출된 53개의 데이
터에 기반한 평균초거리와 평균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초거리와 평균상관계수 사이
에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준호(2014)75), 이강용 외(2015)76)의 결과
와 동일하다.
한편, [그림 7]은 시변하는 네트워크의 동적 속성을 적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72) 서브그룹수에 해당하는 Q값은 각각 0.759(n=10), 0.765(n=8), 0.756(n=8)이다.
73) 김상진, “아파트 전월세전환율과 시장금리 간 동조화 및 지역별 차이: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7, p.95.
74) Onnela et al., op.cit, pp.1~12.
75) 정준호, 전게논문.
76) 이강용·이종아·정준호,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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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주변에 네트워크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
는데 그것은 허브와 연결된 노드의 수가 훨씬 많아지고, 노드 사이의 거리가 짧아진다는 ‘블
랙 먼데이’ 효과가 밝혀졌다.77) [그림 7]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 토지시장에서도 주식시
장의 ‘블랙 먼데이’ 효과의 한 단면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정준호(2014)78)와 이강용(2015)79)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한데, ‘블랙 먼데이’와 같은 급격한
폭락이 발생하면 네트워크 내 노드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발생하여 군집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80)

[그림 7]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의 평균초거리와 평균상관계수, 평균표준편차
[그림 7]은 평균초거리 및 평균상관계수와 함께 평균표준편차81)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
77) Vandewalle, N., Brisbois, F, and Tordoir, X., "Non-random Topology of Stock Markets",
「Quantitative Finance」, vol. 1(3), 2001, pp.372~374.
78) 정준호, 전게논문.
79) 이강용·이종아·정준호, 전게논문.
80) 변동성 군집현상은 부동산경매낙찰가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종하, “금리변동성에 대한 국면별 부
동산경매낙찰가의 비대칭적 반응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6권 제3호, 대한부동산학회, 2018,
p.353.).
81) 평균표준편차는 상관계수와 동일한 하위 분석기간(1년)을 대상으로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전체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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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산시장의 상관성은 변동성에 기반한 시장의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데, 특히 주식시장
에서는 변동성이 높아질 때 상관성이 높아지는 ‘상관성 붕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82) [그림 7]도 경기변동의 하락국면에서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상관성이 높아지고 네트워
크의 노드 간 거리가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는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정준호(2014)8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처럼 주식시장 및 아파
트 매매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지 매매시장에서도 상관성 붕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토지 또한 자산의 근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울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9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강용(2015)84)이 밝혀낸 상승국면에서 나타나는
‘역상관성 붕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도권 전역과 서울지역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라는 분석 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경제물리학에 기반하여 주식시장을 복잡계 네트워크로 인식하고 주식 수익률의
상관성 구조 분석에 적용하던 MST기법을 2005년 1월 ~ 2018년 12월 기간 동안 66개 시·
군·구로 구성된 수도권 토지 매매시장에 적용하여 토지시장 네트워크의 거시적 구조와 동적
속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태적 분석과 관련하여 첫째, 토지시장의 네트워크는 주식시장에서 도출되는 응집된 네
크워크와 달리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나타나는 집중성이 약한 Y자형 구조로 나타났다. 둘째,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표인 연결중심성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가 네트워크의 허브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강남3구는 기대와 달리 네트워크의 최외곽에 위치하였다. 셋째, 수도권 시장은
6개의 하위시장으로 구분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 구성되었으나 일부는
원거리에 소재하는 지역이 포함되었는 바 이는 도시의 기능 및 경제적 규모에 의해 군집이 형
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 국면으로 구분하여 수행한 동태적 분석과 관련하여 첫째, 덜 응집된 Y자형(역Y
수(66개)로 나눈 평균치를 3개월 간격으로 이동한 시계열로, 그림을 통해 토지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
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2) 고일용·이승국, 전게논문, p.82.
83) 정준호, 전게논문.
84) 이강용·이종아·정준호,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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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었으나 시기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와 하위시장은 계속적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네트워크의 허브 또한 성남시에서 광진구, 광주시로 계속해서 변화해갔다.
셋째, 네트워크의 응집성의 대용치인 평균초거리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평균초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졌으며, 주식시장의 하락국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관성 붕
괴’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토지시장 또한 자산시장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지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주식시장 및 아파트 시장과는 다른 차이점도 발견되었는 바 이
는 토지시장에 존재하는 특이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토지시장이 아파트시장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와 토지는 별개의 대상으로 다르게 인식하
고 연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MST기법이 토지시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하는 기관투자가,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해 시장을 세분화하고, 시장의 상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감정평가사, 투자의 진입과 퇴출 시
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부동산투자자,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부동산정책 담당자 등 다양한 부동산시장 참여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지가변동률은 실거래가격이 아닌 조사가격이란 점에서 평활화
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가변동률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접지역 간
의 가격균형이 고려됨으로써 지역적 인접성이 본 연구결과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66개 시·군·구로 구획함으로써 각 지역 내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하면서 분석 대상과 분석 기간
을 확대·세분화하고, 아파트, 토지 외에 다양한 자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부동산시장
에 유용하고 의미있는 정보들이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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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상품가치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실증분
석 함으로써 분석도구로서 가치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시 기획단계에서 도출
할 수 있는 내적가치에 한정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가지평가항목을 도출하여 이를 전문가 설
문조사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여 평가항목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
출되었다. 첫째, 부동산개발사업의 가치평가 항목을 도출한 결과, ‘입지가치’, ‘품질가치’, ‘컨
셉가치’, ‘시점가치’, ‘가격가치’, ‘희소가치’의 6개 항목 18개 세부항목 으로 도출되었다. 둘
째,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생활밀착형 부동산을 대상으로 선정된 가치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실증분석 한 결과, 대상지별 각 세부가치에 대하여 표준정규분포를 가지고 있어 분석도구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전 기획단계에서 상품의 가치를 위
한 분석 시 의사결정도구로서 크게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부동산가치 부동산개발사업, 가치평가항목, 실증분석

Ⅰ. 서 론
부동산 개발에서 심층적인 평가과정은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항상 경쟁적 상품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개발환경 속에서 개발사업자는 투자 대안을 선정하
기 위해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1) 그러나 부동산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의 고유의 특성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학자 및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 수많은
가치로 분류되고 있다.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 공간, 환경, 자연 등 물리적인 요인과 가격, 수요공급, 비용, 수
익성, 부동산 경기, 부동산 자금 등 화폐와 같은 가치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요인, 소비자의 접
근방식과 의식구조에 따른 사회·문화적 요인 등 유·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가에 달
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해당 부동산이 갖는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
으나 대부분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투자가치 평가와 리스크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 또
1) 정광섭ㆍ구자훈ㆍ김상원ㆍ원제무,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62
권, 국토연구원, 2009,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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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타당성 및 리스크 평가를 위한 지표들이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된 경우가 많고 전문가
집단을 폭 넓게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자가
치를 평가하거나(윤태권, 2008),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입지여건, 개발잠재력 측면에서 투자
가치를 평가하거나(정광섭 외 3인, 2009), 실물옵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방법에 의해 투자가
치를 평가하는(조주현외 1인, 2004; 장미경 외 4인, 2015; 박재용, 2008)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상품가치를 내적가치로 한정하여 사전 기획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상품의 가치평가항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2)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상품가치항목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3)를 통해 평가항목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실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대상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여 평가
항목의 타당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배
제하고, 부동산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신뢰도를 높이며,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
한 참고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는 유동성(Dynamic)과 관련성(Combined)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 현상
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의 영
향으로 일반재화의 일물일가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상품 가치가 형성된다.
상품 가치는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등의 상호 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며, 이
는 이자에 영향을 주고, 이를 움직이는 가치형성요인에 의하여 창조. 유지. 수정. 파괴되는 과
정을 거쳐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사회적인 이상과 표준, 경제적인 조절과 변화, 행정정책 및
규제, 물리적, 사회적, 개별적 요인들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의 변화는 지속된다.
2) 부동산의 가치는 외적인 가치와 내적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외적가치는 대외변수를 의미하고 국제사
회, 국가의 정책 개입, 부동산 경기, 실물경기, 사업구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변수들은 예측이 불
가능하고 정량화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3)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개략적으로나마 향후 변화에 대해 전문
지식과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만으로는 장래예측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미약한 점이 있으나 실제 부동산시장을 예측하는데 있어 기존의 통계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보완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진유, “전문가의 부동산시장 예측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부동산학연구｣, 제14집 제2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8,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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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상품 자체의 개별성이 위치의 고정성과 결합하여 고유특성을 갖게 된다. 택지의
경우 위치, 지적, 지세, 일조 등의 개별적 요인을 갖게 되고, 건물의 경우 행정적 위치의 가변
성과 결합하여 공사법상의 규제 및 제약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당 부동
산의 일반적 요인이 지역, 개별부동산의 유형과 용도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4)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과 매우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즉, 부동
산 가격은 해당 상품이 속한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기준으로 가치수준을 형성하게 되고, 해당
상품의 최고최선의 이용을 표준으로 한 가치형성요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다. 일반경제사회에서 부동산 활동과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볼 수 있
는 일반적인 요인이 있으며, 지역의 자연적 조건이 결합되는 지역요인이 있고, 상품의 미시적이
고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가격을 구체화 시키는 내재적 요인인 개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5)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내재적 요인(개별 요인)을 내적
가치로 명명하며, 부동산 상품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내적가치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자 한다.

2.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부동산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
성하는 행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표 1>과 같이 4단계로 추진된다. 기획단계에서 대상부지
를 선정하고, 주변의 입지조건, 사업조건, 시장환경분석, 사업특성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사
업방향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초기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주체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소유주와 토지매매약정 또는 계약을 통해 매입
이 진행되고, 시공사의 참여여부 및 금융사의 내부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셰획의 실현을 구체
화 시키는 개발준비단계를 거친다. 개발사업의 주요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 계획 및 자금조
달계획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면, 실제 분양을 위한 영업활동 및 설계, 시공의 개발단계로 진행
한다. 실시설계에 따라 공사 준공 후 사용검사가 마무리되면 수분양자 및 임차인의 입주가 시
4) 서순탁, ｢21세기의 새로운 토지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공청회 자료집, 2001, p.192.
5) 이종열ㆍ이원곤, “부동산 가치형성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경인
행정학회, 2010, pp.288-289.
이원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관련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
학원, 2008,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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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며, 사업추진구조방향에 따라 개발이익을 정산하고 배분하는 관리운영단계로 진행된다.6)

<표 1>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단계
단계

1단계

기획단계

2단계 개발준비단계

3단계

개발단계

4단계 관리운영단계

내용

입지조건분석

교통조건 분석(교통기관, 소요시간, 교통량 등)
부지·지구조건 분석(지형, 지가, 법적규제 등)
경제·사회조건 분석(인구, 사회경제동향, 산업구성 등)
지역의 장래성, 시장/개발환경 분석 등

사업조건분석

사업의지, 사업적합성 분석
사업규모 적정성 분석, 투입비 분석

시장환경분석

시설계획 및 유사경쟁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사업특성분석

상품유형, 소비자 선호도, 분양가, 투자동향 분석

사업성분석

최적 사업방향 검토, 현행법상 시행 가능성 검토

토지분석

용도분석, 구조분석, 가치분석, 권리분석, 법률분석, 입지분석,
상권분석, 시장경쟁분석, 환경적 문제와 보전 대책

토지계약 및 매입

개발대상부지의 지원자 파악, 대체지 알선

인허가 진행

토지 인허가, 건축 인허가, 사업인허가, 영업인허가

사업계획 수립

개발계획과 설계, 사업주체의 확인, 하도급 업체 선정

자금조달계획 수립

총 사업비 검토, 수요예측, 자금조달계획, 처분방법 검토

분양

모델하우스, 분양공고, 마케팅 계획 수립

시공

실시설계, 토목/건축/조경/인테리어/마감공사 등 전문공사
실시

입주

입주관리, 하자보수

정산

사업성과 정산, 사업주체간 사업이익 배분

부동산개발사업의 목적은 부동산을 하나의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고 부동산의 특성, 부동
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 그리고 부동산 수요자의 요구수준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 하나의 상
품으로 완성하여 부동산으로서의 가치와 효용도의 극대화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7)그러나 부
동산 상품의 가치는 개발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주관적인 가치로서8) 기획단계에서부터 최적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6) 김미진,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주체별 리스크 관리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
원 2011, p.19-20.
7) 박재용, "부동산 개발사업의 위험 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8,
p.7.
8)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제5판, 서울:양현사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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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상품 가치로서 평가되어야할 지표를 선정
하여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성 평가와 투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조주현ㆍ박홍일(2004)은 부동산 개발 투자 안 평가방법에 이항옵션모형(binomial model)
을 실물 투자 안에 적용하는 실물옵션평가법(real option valuation)을 제시하였고, 정광섭
외 3인(2009)은 서울시 중구 수표동 일대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입지여건, 개발잠재력의 측
면에서 ANP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이지향
(2010)은 서울 주택가격에 대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택가격지수, 소비자기대지수,
거시경제지표 등의 변동에 따른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가격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단기 예
측모형을 구축하였다. 박성균(2011)은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가격 및 임대료
에 대해 시계열적 거시경제변수들의 영향과 공간효과를 고려한 분석을 하고자 1993년 1분기
부터 2009년 4분기까지 서울시의 아파트와 오피스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고종완
(2012)은 표적 집단면접을 통해 부동산 경제적 가치 지표를 정립하였으며 지표별 중요도 분
석은 전문가 집단의 ANP방법을 통해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투자가치 평가를 위해 실물옵션평가기법, 계층적 가치평가기법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대상지에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상지의 범위
가 너무 제한적이거나 광범위하여 사전 기획단계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공통항목으로 적
용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가치실현이 큰 부동산
개발사업의 상품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가능한(Universal) 정량화 된 가치평가항목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Ⅲ. 부동산개발 상품가치 평가항목의 선정
1. 평가항목의 도출 및 분류
세부평가항목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 26
편과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와 관련된 연구 5편, 부동산개발 상품의 사업특성과 관련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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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4편, 부동산 시장환경과 관련된 연구 14편 등 총 59편을 참고하였다. 이를 위한 선행연
구의 선정기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분석, 즉 주변의 입지조건,
사업조건, 시장환경분석, 사업특성분석 내용에 부합하도록 구성하였다. 부동산 개발사업 중
공동주택, 오피스 같은 생활밀착형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
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와 관련한 연구는 기획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타당성 분석
이나 부지선정 및 확보 과정 등 사전 기획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을 포
함하였다. 시장환경분석은 거시경제 분석보다는 지역 내 청약경쟁율, 광역지역 내 지역격차,
주거환경 등 지역시장 내 환경에 의해 가격이 평가되는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2> 부동산개발사업 상품가치 세부항목
번호

세부항목

번호

세부항목

번호

세부항목

1

광역시

2

수도권·대도시 위치

3

인문환경

4

대중교통

5

주변학교

6

주변상권

7

정비계획·개발계획

8

개발용도 등 법규분석

9

부지형상

10

부지위치

11

기본옵션 품목

12

건축외부설계

13

건축물 품질

14

공간구성

15

내부설계

16

조명

17

난방시설

18

인테리어마감

19

홈오토메이션

20

보안시설

21

인텔리전트 시스템

22

커뮤니티 시설

23

단지규모

24

세대규모

25

수익형·주거용부동산

26

입점 가능한 주요 임차인

27

브랜드 인지도

28

건설사도급순위

29

마케팅 및 홍보

30

부동산소비심리 지수

31

경기지표

32

미분양규모 추이

33

분양시점

34

입주시점 물량

35

연간 물가상승률

36

연간 주택 거래량

37

연간 아파트 거래량

38

매매가격상승률

39

전세가격상승률

40

투자가치

41

계약면적

42

전용면적

43

공급면적

44

임대 수익률

45

주변 공실률 추이

46

프리미엄

47

주택보급률

48

아파트 인허가규모 추이

49

프리미엄 및 임대수익 기대

-

-

-

-

먼저 위의 <표 2>와 같이 49개의 평가항목이 도출되었다. 평가항목은 입지조건과 관련된
항목 10개(1∼10번), 부동산개발사업 특성 중 품질과 관련된 항목 12개(11∼22번), 사업특성
중 컨셉과 관련된 항목 7개(23∼29번), 지역시장 환경과 관련된 항목 9개(30∼37번), 사업특
성 중 상품가격과 관련 있는 항목 6개 (38-43번), 사업성과 관련 있는 항목 7개(44∼49번)에
대한 세부항목이 도출되었다. 그 다음으로 <표 3>과 같이 33개의 논문을 참고하여 부동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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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의 가치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평가항목은 1차적으로 추출된 49개의 항목을 유사항목을 통·폐합하거나 동일용어를 배제
하고, 2차 분류시 18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평가항목의 선정기준은 빈도수 검토, 상하위
항목의 층위 검토, 의미없이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여 분류하였다.
1차 분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필수 항목을 토대로 분류하였
으며, 김한·김선규(2008), 나인수 외(2008)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주요변수로는 입지조건, 사
업특성, 시장환경, 사업특성으로 분류되었다. 이 외에 본 연구는 사업조건에서 그 분류를 세
분화하여 사업성에 관한 부분을 희소가치로 명명하여 임대료, 프리미엄과 같이 미 실현이익
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먼저 사업특성에서 부동산 상품의 품질, 컨셉, 가격과 관련된 항목을 세분화 하여 분류 하
였다. 품질은 부동산 상품의 내·외부설계, 시설, 인테리어 등과 같이 물리적 품질에 대한 가치
를 의미하며, 컨셉은 부동산 사업에서 규모, 브랜드, 상품컨셉과 이에 따른 브랜드, 마케팅적
요소를 고려하는 가치로 정의하였다. 가격은 계약, 공급, 전용 면적 등 상품의 가격을 부여하
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정의하였다. 즉 품질에 대한 사업특성은 품질가치, 컨
셉에 대한 사업특성은 컨셉가치, 가격에 대한 사업특성은 가격가치로 명명하여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성과 관련하여 상품자체를 임대함으로써 실현되는 이익과 프리미엄이 형성
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를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부동산 자산이 가
질 수 있는 가치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즉, 임대수익률, 주변공실률 추이는 현재수익으로
정의하였고, 프리미엄, 아파트인허가규모 추이 등을 미래수익, 프리미엄형성과 임대수익률 모
두 기대를 복합수익(현재+미래)으로 2차 분류하였고 이를 희소가치로 명명하여 분류하였다.
따라서 총 6개 가치, 즉 입지가치(3), 품질가치(3), 시점가치(3), 가격가치(3), 희소가치(3)
로 명명하고 전체 18개의 평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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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동산개발사업 가치평가항목의 선정
입지가치
지표

품질가치

컨셉가치

시점가치

가격가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광역 부지 지역 기본 내· 인테 규모 상품 브랜 분양 입주 복합 계약
위치 위치 위치 품목 외부 리어 가치 컨셉 드 시점 시점 시점 면적
가치 가치 가치
설계 마감
가치
가격

정광섭외 (‘09)

○

○

○

김한 (‘09)

○

○

○

나인수외 (‘08)

○

○

○

○

○

○

○

○

○

○

○

○

○

○

○

○

○

14.
공급
면적
가격

희소가치
15. 16. 17. 18.
전용 현재 미래 복합
면적 수익 수익 수익
가격

이현철외 (‘09)
배동걸외 (‘06)

○

○

○

○

○

○

○

○

○

○

○

○

황재연외 (‘06)
김정기 (‘10)

○

이택수 (‘13)

○

김미진 (‘11)

○

○

○

○

○

○

○

○

○

○

○

○

○

○

○

홍주현 (‘10)

○

○

○

○

○

○

김성희 (‘12)

○

최철 (‘17)

○
○

○

○
○

○

○

○

○

○

김철수 (‘07)

○

최정동 (‘07)

○

○

이재순 (‘07)

○

○

○

○

○

심지현 (‘12)

○

○

○

○

○

○

○

○

○

○

김윤정 (‘01)

○

○

박영숙 (‘19)

○

○

김진식 (‘08)

○

○

○

이종상 (‘07)

○

○

○

○

○
○

○

○

○

○

○

○

○

○

○

○

○

○

○

○

○

○

차민호 (‘10)

○

신종칠 외 (‘06) ○

○

○

○

○

○

○

차대용 (‘18)

○

○

이충재 (‘09)

○

○

이종열 외 (‘14) ○

○

○

윤태권 외 (‘08) ○

○

○

윤동건 (‘12)

전경배 (‘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상일 (‘08)

○

○

이장우 (‘12)
고종완 (‘12)

○

○

○
○

○

○

○
○

○

○

○

김흥진 (‘10)

김민석 (‘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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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품가치 평가항목의 분류
1차분류

입지조건

사업특성
품질

사업특성
컨셉

시장
환경

사업특성
가격

사업성

2차분류

1.광역시, 2.수도권·대도시 위치

▶

1. 광역위치

3.인문환경, 4.대중교통, 5.주변학교,
6.주변상권, 7.정비계획·개발계획
8. 개발용도 등 법규분석

▶

2. 지역위치

9.부지형상, 10.부지위치

▶

3. 부지위치

11. 기본옵션 품목

▶

4.기본품목

12.건축외부설계, 13.건축물 품질
14.공간구성, 15.내부설계,
16.조명, 17.난방시설

▶

5.내·외부설계

18.인테리어마감, 19.홈오토메이션
20.보안시설, 21.인텔리전트 시스템,
22.커뮤니티 시설

▶

6.인테리어마감

23.단지규모, 24.세대규모

▶

7.규모가치

25.수익형·주거용부동산
26. 입점 가능한 주요 임차인

▶

8.상품컨셉

27.브랜드 인지도,
28.건설사도급순위
29.마케팅 및 홍보

▶

9.브랜드가치

30.부동산소비심리 지수,
31.경기지표, 32.미분양규모 추이,
33.분양시점

▶

10.분양시점

34.입주시점 물량,

▶

11.입주시점

35.연간 물가상승률, 36.연간
주택거래량, 37.연간 아파트 거래량

▶

12.복합시점

38.매매가격상승률
39.전세가격상승률, 40.투자가치

명명

▶

입지가치

▶

품질가치

▶

컨셉가치

▶

시점가치

▶

가격가치

▶

희소가치

제외

40.계약면적가격

▶

13.계약면적가격

41.전용면적가격

▶

14.공급면적가격

43.공급면적가격

▶

15.전용면적가격

44.임대수익률, 45.주변 공실률 추이

▶

16.현재수익

46.프리미엄, 47.주택보급률
48.아파트 인허가규모 추이

▶

17.미래수익

49.프리미엄 형성과 임대 수익률
모두 기대

▶

18.복합수익
(현재+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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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표 5>과 같이 부동산 개발사업 시 사전 기획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상품의 가치평가
항목을 도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5> 부동산개발사업 가치평가항목의 분류와 내용
지표

내용

광역위치가치 시, 군, 구 등으로 구분(예: 강남구, 해운대구, 종로구)
입지
부지위치가치 부지위치, 부지형상 등을 조망권, 공원, 학교,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 등을 포괄
가치
지역위치가치 사업부지 주변지역으로 동, 면, 생활권(예: 테헤란로, 해운대로, 을지로)
기본품목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 및 다양한 옵션 구성(빌트인가전 등)
품질
내․외부 설계 외부설계디자인, 내부설계, 동선, 조명, 조경설계 등
가치
인테리어마감 인테리어 마감수준, 유비쿼터스, 홈오토메이션, 광통신 등
컨셉
가치

시점
가치

가격
가치

희소
가치

규모가치

APT의 경우 규모경쟁력 500세대전후,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0세대 전후

브랜드가치 메이저(1위~10위)1군, 2군, 3군 등
상품컨셉

APT,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전체상가 등 시장이 요구하는 평형대 구성

분양시점

부동산구매심리 지수, 경기지표, 동일 수급권 내 경쟁상품유무, 미분양규모 추이

입주시점

입주시점 시장에서 필요한 물량의 적정성 여부

복합시점

분양시점, 입주시점이 모두 반영되는 시장에서의 가치

계약면적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주차장 포함 면적

공급면적

평단가 개념, 경쟁상품과 직접비교, 아파트 경우 주차장·베란다 면적 미포함

전용면적

아파트의 경우 확장면적 포함

현재가치

임대수익률, 주변 공실률 추이

미래가치

프리미엄이 형성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예: 주변 개발 계획 등)

복합희소가치 프리미엄 형성과 임대 수익률 모두가 기대되는 경우

2. 평가항목의 적합도 검증 및 선정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항목을 토대로 부동산개발사업 상품가치 평가항목 선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 169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169명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조사대상의 성별은 남자의 비율이 88.2%로 월등히 높고, 학력은
대졸이 65.1%로 가장 많으며, 경력은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3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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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성별
(N=169)
학력
(N=169)

연령
(N=169)

경력
(N=169)

빈도

백분율(%)

남자

149

88.2

여자

20

11.8

고졸이하

2

1.2

대졸

110

65.1

석사

48

28.4

박사(수료포함)

9

5.3

20대

6

3.6

30대

44

26.0

40대

87

51.5

50대

29

17.2

60대 이상

3

1.8

1년 미만

1

0.6

1년 이상∼3년 미만

6

3.6

3년 이상∼5년 미만

10

5.9

5년 이상∼7년 미만

7

4.1

7년 이상∼10년 미만

14

8.3

10년 이상∼15년 미만

52

30.8

15년 이상∼20년 미만

45

26.6

20년 이상

34

20.1

설문조사는 응답의 정량화가 용이한 5점 리커트 척도(1=매우부적합, 2=다소부적합, 3=보
통, 4=다소적합, 5=매우적합)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상품
가치에 대한 전체 18개의 평가항목, 즉 광역위치가치, 부지위치가치, 지역위치가치, 기본품목
가치, 내·외부 설계 가치, 인테리어 마감 가치, 규모가치, 브랜드가치, 상품컨셉가치, 분양시
점가치, 입주시점가치, 복합시점가치, 계약면적가격 가치, 공급면적가격 가치, 전용면적가격
가치, 미래가치, 현재가치, 복합가치에 대한 적합도를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로 기재하도록 하
였다.
분석방법은 SPSS를 이용하여 일표본 t-검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 3이상일 경우 보
통, 다소적합, 매우적합을 나타내므로 임계등급(critical rating)은 척도 3의 값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세부항목에 대한 평균은 3.99로 다소 적합에 가깝게 나타났다. 부지
위치가치, 내·외부설계 가치가 4.71점으로 가장 적합도가 높았으며, 4점 이상의 다소 적합하
다고 판정을 받은 평가항목은 부지위치, 지역위치, 내·외부설계, 브랜드, 분양시점, 전용면적
가격, 현재, 미래, 복합가치로 도출되었다. 또한 3점 이상의 보통 이상의 값을 갖는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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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광역위치가치, 기본품목, 인테리어 마감, 규모가치, 상품컨셉, 입주시점가치, 복합시점가
치, 계약면적가치, 공급면적가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적합도 결정기준은 95% 신뢰수준에서 일표본 t-검정 결과의 유의수준
(p-value)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7>과 같이 95%신뢰수준에서 모든 항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개발사업 상품가치 평가를 위한 지표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9)
<표 7> 전체항목의 일표본 t-검정 결과
구분
입지가치

품질가치

컨셉가치

시점가치

가격가치

희소가치

항목별 세부지표

평균

표준편차

P-value(* p<0.05)

광역위치가치

3.87

.833

.000*

부지위치가치

4.71

.542

.000*

지역위치가치

4.13

.779

.000*

기본품목

3.43

.894

.000*

내외부설계

4.71

.742

.000*

인테리어마감

3.81

.804

.000*

규모가치

3.97

.761

.000*

상품컨셉

3.96

.770

.000*

브랜드가치

4.11

.671

.000*

분양시점

4.06

.849

.000*

입주시점

3.44

.828

.000*

복합시점

3.90

.887

.000*

계약면적

3.41

.876

.000*

공급면적

3.69

.910

.000*

전용면적

4.16

.879

.000*

현재가치

4.14

.854

.000*

미래가치

4.36

.703

.000*

복합가치

4.10

.839

.000*

9) 일반적으로 SPSS에서는 양측검정의 결과물만을 제시하므로 각 평가항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값
보다 우향하는 경우는 p-value/2로, 평균값보다 좌향하는 경우에는 1-(p-value/2)로 보정한 단측검
정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p-value가 0.000이므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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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정된 가치평가항목의 실증분석
1. 분석개요
앞에서 도출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례대상지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 하였다. 설문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8월 25일까지 약 3개월 간 건설, 개발, 중
개, 감정평가, 자산관리, 금융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181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 상태가 불성실한 12부를 제외한 169부를 최종 유효부수로
사용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표 8>과 같이 선정된 가치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사례대상지에 대해 10개
의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A+의 경우 10점 만점으로 부여하였으며 D는 1점으로 부여하
여 평가항목으로 선정된 가치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표 8> 입지가치 설문항목 예시
세부항목

10

9

8

7

6

5

4

3

2

1

광역위치가치

A+

A0

A-

B+

B0

B-

C+

C0

C-

D

지역위치가치

A+

A0

A-

B+

B0

B-

C+

C0

C-

D

부지위치가치

A+

A0

A-

B+

B0

B-

C+

C0

C-

D

분석대상은 <표 9>과 같이 생활밀착형 부동산10)으로 한정하여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
차,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3곳으로 선정하였다. 위 사례지
3곳은 1998년 이후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에 지어진 특화된 아파트로서 중 컨셉, 품질, 면
적, 희소가치 등에서 우월한 부동산개발상품이라 할 수 있다. 대단위 개발사업이 이루어 졌던
곳이며 대규모 단지로서 심의, 수주 과정에서 사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는 곳으
로 판단된다. 또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부동산이면서 다양한 내적가치를 지닌 부동산 상품
으로서 사례대상지에 대한 설문응답자의 정보획득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선정
하였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는 2002년에 준공되었으며 지상 66층에 이르는 국내 최초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상징성이 큰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해운대의 엘시티 더샵과 두산위브
10) 생활밀착형 부동산은 주택지역과 생활편의시설이 동시에 형성되어 있는 곳을 말하며 상가주택, 주상
복합아파트, 오피스텥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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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제니스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도시개발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 동부산관광단지의 국제
적 관광 휴양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된 주상복합아파트이다. 해운대 엘시티 더샵의
경우 2019년 11월 입주예정이나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타대상지와 동일하게 시장거래
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9> 사례대상지의 개요
구분

사례
대상
1

사례
대상
2

사례
대상
3

개요

명칭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위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

세대

1,297

평형

105~327㎡

입주

2002년

분양

1998년

시공

삼성물산

분양가

약 1100만원/평

현재시세11)

약 5000만원/평

명칭

해운대 엘시티 더샵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058-2 일원

세대

882

평형

194~320㎡

입주

2019년 11월 예정

분양

2015년

시공

포스코건설

분양가

약 2730만원/평

현재시세

프리미엄 약50~600만원/평 형성

명칭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7

세대

1,788

평형

148~325㎡

입주

2012년

분양

2008년

시공

두산건설

분양가

약 1700만원/평

현재시세

약 2000만원/평

자료 : 해운대 엘시티 더샵 http://thesharp.lct.kr/ 두산 위브아파트 www.weveapt.co.kr

11) 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018년 8월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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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분석
<표 10>를 살펴보면 사례대상지의 세 곳 모두 18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B+(7.0)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의 경우, 브랜드가치의 평가점수가
9.51점으로 가장 높았고, 입지가치, 컨셉가치, 희소가치, 시점가치의 분양시점, 입주시점 항
목 등 총 11개의 항목에서 A-(8.0)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그 외 나머지 7개의 품질가치의
기본품목, 내외부설계, 인테리어마감, 시점가치의 복합시점, 가격가치의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항목에서는 는 B+(7.0)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해운대 엘시티더샵은 인테리어마감
의 평가점수가 8.8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고, 입지가치, 품질가치, 컨셉가치, 시
점가치, 희소가치 등 총 15개의 항목에서 A-(8.0)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계약면적,
적용면적, 공급면적의 세부가치는 B+(7.0)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는 상품컨셉가치의 평가가 9.04점으로 가장 높았다. 입지가치, 품질가치, 컨셉가치, 시점가치
의 분양시점 등 9개의 항목에서 A-(8.0)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시점가치의 복합시점,
입주시점, 가격가치, 희소가치에 대한 항목은 B+(7.0)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표 10> 상품가치항목의 평균값 분석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M(SD)

해운대 엘시티 더샵
M(SD)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M(SD)

광역위치가치

9.47(0.887)

8.54(1.149)

8.26(1.221)

부지위치가치

9.27(0.885)

8.62(1.195)

8.36(1.227)

지역위치가치

8.99(1.118)

8.64(1.311)

8.22(1.285)

기본품목
내외부설계

7.71(1.192)
7.72(1.291)

8.85(1.027)
8.84(1.212)

8.44(0.981)
8.31(1.165)

인테리어마감

7.76(1.256)

8.89(1.024)

8.31(1.211)

규모가치
브랜드가치

8.60(1.265)
9.51(0.741)

8.69(1.170)
8.69(1.097)

8.26(1.267)
8.14(1.149)

상품컨셉

9.02(0.929)

8.63(1.022)

9.04(0.963)

복합시점
분양시점

7.90(1.841)
8.47(1.585)

8.56(1.068)
8.14(1.407)

7.95(1.317)
8.13(1.198)

입주시점

8.47(1.566)

8.28(1.397)

7.99(1.412)

계약면적
공급면적

7.94(1.405)
7.67(1.467)

7.94(1.184)
7.70(1.256)

7.76(1.241)
7.58(1.294)

전용면적

7.70(1.491)

7.61(1.363)

7.54(1.354)

미래가치
복합가치

8.33(1.335)
8.70(1.267)

8.66(1.164)
8.40(1.087)

7.92(1.296)
7.89(1.175)

현재가치

8.49(1.301)

8.58(1.121)

7.92(1.260)

구분

입지가치

품질가치

컨셉가치

시점가치

가격가치

희소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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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11>과 같이 가치평가항목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통해 표준
정규분포를 확인하였다.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로서,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정규분포는 다양한 모양을 가진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모양을 갖는 분포는 상호 비교하거나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여 확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표준화 한 표준정규분포를 통해 분석도구의 타당성
을 검증할 수 있다.12) 왜도는 ±3의 범위에서 첨도는 ±8의 범위에 있을 때 표준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13)

12) 윤동건, “불확실성하의 부동산 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p.12 부
동산 상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평가결과는 달라 질 수밖
에 없다. 정규분포에서 평균은 P로 동일하나, 가격의 분포가 다르므로, 부동산상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표준정규분포의 왜도와 첨도를 통해 분석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p.12.
13)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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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상품가치평가항목의 왜도와 첨도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구분

평균

왜도

첨도

해운대 엘시티 더샵
평균

왜도

첨도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평균

왜도

첨도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광역위치가치

.00
(1.00)

-2.276
(.187)

6.908
(.381)

.00
(1.00)

-.753
(.187)

.211
(.381)

.00
(1.00)

-.650
(.187)

.252
(.381)

입지
부지위치가치
가치

.00
(1.00)

-1.608
(.187)

3.692
(.381)

.00
(1.00)

-1.033
(.187)

.820
(.381)

.00
(1.00)

-.700
(.187)

.310
(.381)

지역위치가치

.00
(1.00)

-1.089
(.187)

.902
(.381)

.00
(1.00)

-1.083
(.187)

.894
(.381)

.00
(1.00)

-.565
(.187)

.303
(.381)

기본품목

.00
(1.00)

-1.645
(.187)

4.400
(.381)

.00
(1.00)

-.988
(.187)

.650
(.381)

.00
(1.00)

-.742
(.187)

.863
(.381)

내외부설계

.00
(1.00)

-.125
(.187)

-.103
(.381)

.00
(1.00)

-.965
(.187)

.705
(.381)

.00
(1.00)

-.705
(.187)

.728
(.381)

인테리어마감

.00
(1.00)

-.644
(.187)

3.190
(.381)

.00
(1.00)

-2.187
(.187)

7.730
(.381)

.00
(1.00)

-1.994
(.187)

6.806
(.381)

규모가치

.00
(1.00)

-.005
(.187)

-.588
(.381)

.00
(1.00)

-.862
(.187)

.475
(.381)

.00
(1.00)

-1.886
(.187)

7.608
(.381)

브랜드가치

.00
(1.00)

.116
(.187)

-.455
(.381)

.00
(1.00)

-.844
(.187)

.568
(.381)

.00
(1.00)

-1.296
(.187)

2.874
(.381)

상품컨셉

.00
(1.00)

-.848
(.187)

.315
(.381)

.00
(1.00)

-1.432
(.187)

3.874
(.381)

.00
(1.00)

-1.475
(.187)

5.922
(.381)

복합시점

.00
(1.00)

-1.429
(.187)

1.310
(.381)

.00
(1.00)

-.898
(.187)

1.365
(.381)

.00
(1.00)

-.056
(.187)

-.494
(.381)

분양시점

.00
(1.00)

-.847
(.187)

.399
(.381)

.00
(1.00)

-.417
(.187)

-.414
(.381)

.00
(1.00)

-1.124
(.187)

1.670
(.381)

입주시점

.00
(1.00)

-.922
(.187)

.704
(.381)

.00
(1.00)

-.985
(.187)

2.437
(.381)

.00
(1.00)

-.375
(.187)

.841
(.381)

계약면적

.00
(1.00)

-.876
(.187)

.590
(.381)

.00
(1.00)

-.772
(.187)

.531
(.381)

.00
(1.00)

-.680
(.187)

.765
(.381)

공급면적

.00
(1.00)

-1.465
(.187)

2.872
(.381)

.00
(1.00)

-1.325
(.187)

3.804
(.381)

.00
(1.00)

-1.620
(.187)

6.983
(.381)

전용면적

.00
(1.00)

-1.468
(.187)

3.117
(.381)

.00
(1.00)

-2.364
(.187)

7.552
(.381)

.00
(1.00)

-1.684
(.187)

5.777
(.381)

미래가치

.00
(1.00)

-1.037
(.187)

.949
(.381)

.00
(1.00)

-1.024
(.187)

2.480
(.381)

.00
(1.00)

-.808
(.187)

1.030
(.381)

복합가치

.00
(1.00)

-.533
(.187)

.165
(.381)

.00
(1.00)

-.669
(.187)

1.154
(.381)

.00
(1.00)

-.638
(.187)

.543
(.381)

현재가치

.00
(1.00)

-.589
(.187)

.537
(.381)

.00
(1.00)

-.918
(.187)

1.515
(.381)

.00
(1.00)

-.646
(.187)

.438
(.381)

품질
가치

컨셉
가치

시점
가치

가격
가치

희소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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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상지별 각 세부가치에 대한 표준정규분포와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입지가치,
품질가치, 컨셉가치, 시점가치, 가격가치, 희소가치에 대한 각 세부가치들의 표준정규분포의
곡선은 종 모양으로서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따라서 가치평가항목 도구는 도곡동 타워
팰리스 1차, 해운대 엘시티 더샵,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등 3곳의 대상지에 대해 모두 적
용 할 수 있으며, 위 사례지에 대하여 평가항목의 가치평가지표 도구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즉 성별, 학력, 연령 경력에 따라 가치평균값의 차
이를 검증해 보았다. 먼저 t-test를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12>와 같
이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해운대 엘시티더샵, 두산위브더제니스의 경우 규모가치, 상품컨셉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가치와 상품컨셉가치에서 남자의 가치평균값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각 대상지의 규모가치와 상품컨셉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12> 성별 상품가치항목의 차이분석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구분

남
M(SD)

여
M(SD)

해운대 엘시티 더샵
남
M(SD)

여
M(SD)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남
M(SD)

여
M(SD)

P-value

컨셉 규모가치 8.66(1.223) 8.15(1.496) 8.75(1.102) 8.25(1.552) 8.26(1.295) 8.20(1.056) 0.043*
가치 상품컨셉가치 9.05(0.925) 8.80(0.951) 8.68(1.007) 8.20(1.056) 9.07(0.973) 8.75(0.851) 0.012*
* p<0.05

학력에 따른 가치 평균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3>과 같이 기본품목, 내·외부설계, 인
테리어마감, 규모가치, 브랜드가치, 상품컨셉, 분양시점, 입주시점, 복합가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보다 가장 많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대상지별 학력 간 평균값을 살펴보면 대체로 고졸이하에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브랜드가치, 기본품목, 분양시점가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타 항목보다 높으며, 이는 낮
은 학력에서 각 대상지의 마케팅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높은 평가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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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학력별 상품가치항목의 차이분석
구분

기본품목

품질
내외부설계
가치

인테리어
마감

규모가치

컨셉
브랜드가치
가치

상품컨셉

분양시점
시점
가치
입주시점

희소
가치

복합가치

고졸이하
대졸
석사
박사(수료포함)
고졸이하
대졸
석사
박사(수료포함)
고졸이하
대졸
석사
박사(수료포함)
고졸이하
대졸
석사
박사(수료포함)
고졸이하
대졸
석사
박사(수료포함)
고졸이하
대졸
석사
박사(수료포함)
고졸이하
대졸
석사
박사(수료포함)
고졸이하
대졸
석사
박사(수료포함)
고졸이하
대졸
석사
박사(수료포함)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M(SD)

해운대
엘시티 더샵
M(SD)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M(SD)

9.50(0.707)

10.00(0.000)

9.50(0.707)

7.66(1.206)

8.90(1.013)

8.47(0.926)

7.75(1.101)

8.71(0.967)

8.35(1.021)

7.67(1.414)

8.78(1.481)

8.22(1.394)

9.50(0.707)

9.00(1.414)

8.50(0.707)

7.78(1.192)

9.01(0.963)

8.41(0.932)

7.54(1.458)

8.46(1.570)

8.08(1.528)

7.56(1.424)

8.78(1.481)

8.22(1.563)

9.00(0.000)

9.50(0.707)

9.00(0.000)

7.78(1.222)

9.07(0.936)

8.45(1.001)

7.60(1.333)

8.46(1.051)

8.02(1.495)

8.00(1.323)

8.89(1.364)

8.00(1.732)

9.50(0.707)

9.50(0.707)

9.00(0.000)

8.55(1.317)

8.64(1.239)

8.26(1.186)

8.54(1.129)

8.73(1.067)

8.06(1.435)

9.22(1.302)

9.00(0.866)

8.89(1.269)

10.00(0.000)

10.00(0.000)

9.00(0.000)

9.45(0.785)

8.64(1.163)

8.09(1.138)

9.58(0.679)

8.63(0.959)

8.04(1.110)

9.89(0.333)

9.44(0.527)

9.50(0.707)

9.00(1.414)

9.00(1.323)
10.00(0.000)

8.94(0.960)

8.55(1.037)

8.95(0.932)

9.15(0.875)

8.77(0.951)

9.08(1.048)

9.22(0.833)

8.67(1.225)

9.56(0.726)

10.00(0.000)

9.50(0.707)

9.00(0.000)

8.60(1.581)

8.07(1.318)

8.17(1.065)

8.04(1.487)

8.17(1.602)

7.94(1.435)

8.78(1.922)

8.44(1.424)

8.44(1.424)

9.00(1.414)

9.50(0.707)

9.50(0.707)

8.59(1.467)

8.32(1.219)

8.03(1.223)

8.13(1.671)

8.08(1.808)

7.79(1.786)

8.67(2.121)

8.56(0.882)

8.33(1.323)

9.50(0.707)

9.50(0.707)

9.00(1.414)

8.75(1.215)

8.46(0.955)

7.91(1.088)

8.50(1.429)

8.21(1.336)

7.77(1.276)

9.00(1.000)

8.44(1.130)

8.11(1.616)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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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가치 평균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인테리어마감, 규모가치, 브랜드가치, 상품컨셉, 미래가치, 현재가치항목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각 대상지의 연령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대체로 60대 이상에
서 위 가치들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20대는 미래가치 항목에서만 높이 평가하고 있
었다. 즉, 연령에 따라 기대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0대에서는 상품 자체의
품질이나, 컨셉, 현재가치에 가장 높은 기준을 두고 있으며, 20대는 향후 프리미엄이 형성될
개연성 등을 고려한 부동산 자산으로서 가지는 가치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4> 연령별 상품가치항목의 차이분석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해운대
엘시티 더샵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M(SD)

M(SD)

M(SD)

20대

7.67(1.751)

9.00(1.265)

9.00(0.894)

30대

8.07(1.283)

9.18(0.947)

8.61(1.061)

40대

7.62(1.232)

8.70(1.047)

8.14(1.313)

50대

7.67(1.144)

8.89(0.974)

8.19(1.145)

60대 이상

8.00(1.732)

9.67(0.577)

8.67(0.577)

20대

8.17(2.317)

7.83(2.483)

8.00(1.414)

30대

8.64(1.222)

8.61(1.316)

8.09(1.378)

40대

8.51(1.219)

8.67(1.064)

8.24(1.257)

50대

8.78(1.281)

8.96(0.808)

8.37(1.115)

60대 이상

9.67(0.577)

9.67(0.577)

9.67(0.577)

20대

8.83(1.169)

8.67(2.338)

9.17(1.169)

30대

9.50(0.665)

8.77(0.859)

7.95(1.140)

40대

9.51(0.776)

8.53(1.140)

8.00(1.089)

50대

9.63(0.629)

9.00(0.920)

8.44(1.219)

60대 이상

10.00(0.000)

9.00(1.000)

9.00(0.000)

구분

품질
인테리어마감
가치

규모가치

컨셉
브랜드가치
가치

상품컨셉

시점
가치

미래가치

20대

8.67(1.033)

8.00(1.673)

9.00(0.894)

30대

9.05(1.033)

8.66(0.963)

8.82(1.126)

40대

8.94(0.907)

8.56(0.985)

9.06(0.894)

50대

9.22(0.801)

8.85(1.064)

9.33(0.679)

60대 이상

9.00(1.000)

9.00(1.000)

8.67(2.309)

20대

8.67(0.816)

9.00(1.265)

8.67(1.506)

30대

8.34(1.256)

8.91(1.053)

8.05(1.219)

40대

8.21(1.415)

8.45(1.301)

7.70(1.313)

50대

8.56(1.368)

8.81(0.786)

8.30(1.235)

60대 이상

8.67(0.577)

9.00(1.000)

8.3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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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구분

해운대
엘시티 더샵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M(SD)

M(SD)

M(SD)

20대

8.33(1.506)

8.50(0.837)

8.33(1.633)

30대

8.59(1.085)

8.89(0.945)

8.20(1.002)

40대

8.32(1.418)

8.34(1.265)

7.67(1.273)

50대

8.74(1.228)

8.74(0.813)

8.19(1.302)

60대 이상

9.00(1.000)

9.00(1.000)

8.67(1.528)

현재가치

P-value

0.005*

* p<0.05

경력에 따른 가치 평균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5>와 같이 지역위치가치, 인테리어마
감, 공급면적, 미래가치, 복합가치, 현재가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경력에 따른 가치 평균값 차이분석
구분

입지 지역위치
가치
가치

품질 인테리어
가치
마감

가격
공급면적
가치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M(SD)

해운대
엘시티 더샵
M(SD)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M(SD)

1년 미만

9.00(1.000)

9.00(1.265)

8.00(0.000)

1년 이상∼3년 미만

8.17(1.722)

8.17(0.753)

8.00(0.632)

3년 이상∼5년 미만

9.60(0.699)

9.00(0.816)

9.20(0.919)

5년 이상∼7년 미만

9.29(0.756)

8.86(1.069)

8.71(1.113)

7년 이상∼10년 미만

9.14(0.949)

8.07(1.685)

8.00(1.617)

10년 이상∼15년 미만

8.85(1.349)

8.50(1.553)

8.04(1.427)

15년 이상∼20년 미만

8.93(1.074)

8.78(1.259)

8.22(1.126)

20년 이상

9.12(0.808)

8.85(0.989)

8.26(1.263)

1년 미만

7.00(0.000)

10.00((1.414)

9.00(0.000)

1년 이상∼3년 미만

8.50(1.049)

9.17(0.753)

9.00(0.894)

3년 이상∼5년 미만

8.20(1.135)

9.60(0.516)

9.30(0.675)

5년 이상∼7년 미만

8.86(0.900)

8.86(1.069)

8.43(0.787)

7년 이상∼10년 미만

7.71(1.383)

9.00(1.301)

8.14(1.406)

10년 이상∼15년 미만

7.67(1.354)

8.79(1.109)

8.08(1.493)

15년 이상∼20년 미만

7.64(1.171)

8.73(1.031)

8.38(1.093)

20년 이상

7.59(1.209)

8.94(0.851)

8.21(0.880)

1년 미만

8.00(0.000)

7.00(0.000)

8.00(0.000)

1년 이상∼3년 미만

9.00(0.632)

8.17(0.983)

8.67(1.033)

3년 이상∼5년 미만

8.10(1.287)

7.90(1.101)

8.10(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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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M(SD)

해운대
엘시티 더샵
M(SD)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M(SD)

5년 이상∼7년 미만

7.86(1.215)

7.86(1.215)

7.86(0.900)

구분

미래가치

희소
가치 복합가치

현재가치

7년 이상∼10년 미만

7.71(1.590)

7.71(1.139)

7.21(1.424)

10년 이상∼15년 미만

7.38(1.682)

7.58(1.526)

7.40(1.418)

15년 이상∼20년 미만

7.73(1.136)

7.71(1.079)

7.44(1.216)

20년 이상

7.59(1.598)

7.74(1.238)

7.76(1.281)

1년 미만

8.00(0.000)

9.00(0.000)

8.00(0.000)

1년 이상∼3년 미만

9.00(0.632)

8.83(1.329)

8.83(1.472)

3년 이상∼5년 미만

8.30(1.494)

9.20(1.033)

8.50(0.972)

5년 이상∼7년 미만

8.86(1.069)

8.57(1.272)

8.29(1.254)

7년 이상∼10년 미만

8.43(1.158)

9.14(0.864)

8.07(1.492)

10년 이상∼15년 미만

8.00(1.358)

8.50(1.180)

7.56(1.320)

15년 이상∼20년 미만

8.27(1.421)

8.47(1.392)

7.73(1.286)

20년 이상

8.68(1.296)

8.79(0.845)

8.26(1.109)

1년 미만

8.00(0.000)

9.00(0.000)

8.00(0.000)

1년 이상∼3년 미만

9.33(0.516)

7.83(0.753)

8.00(0.894)

3년 이상∼5년 미만

8.70(1.703)

8.20(1.317)

8.40(0.699)

5년 이상∼7년 미만

9.14(1.069)

8.57(0.787)

8.29(0.756)

7년 이상∼10년 미만

8.86(1.167)

8.93(0.917)

8.14(1.167)

10년 이상∼15년 미만

8.40(1.287)

8.21(1.226)

7.63(1.284)

15년 이상∼20년 미만

8.60(1.214)

8.33(1.108)

7.82(1.248)

20년 이상

9.03(1.291)

8.68(0.843)

8.03(1.114)

1년 미만

7.00(0.000)

9.00(0.000)

8.00(0.000)

1년 이상∼3년 미만

8.33(1.211)

8.17(0.983)

8.50(1.378)

3년 이상∼5년 미만

8.30(1.337)

9.20(1.033)

8.40(0.966)

8.57(0.787)

5년 이상∼7년 미만

9.29(0.488)

9.14(0.690)

7년 이상∼10년 미만

8.86(0.864)

9.07(0.829)

8.29(1.267)

10년 이상∼15년 미만

8.23(1.436)

8.37(1.189)

7.58(1.391)

15년 이상∼20년 미만

8.27(1.338)

8.38(1.319)

7.67(1.168)

20년 이상

8.97(1.141)

8.74(0.790)

8.24(1.156)

* p<0.05

- 205 -

P-value

0.002*

0.027*

0.000*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7券 第1號(通卷 第51號)

Ⅴ. 결 론
본 연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불투명성을 해소시키기 위한 가치평가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내적가치로 한정지어 정량화된 생활밀착형 부동산의 가치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가치평가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가치평가항목을 도출하고 분류하였으며, 전문
가 설문조사를 통해 가치평가항목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최종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도출된
가치평가항목을 부동산상품의 내적가치 평가항목이 다양하고, 대단위, 대단지의 심의 수주가
필요한 개발로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생활밀착형 부동산 사례대상지 3곳에 적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개발사업 시 상품의 가치평가항목은 총 6개 가치항목, 전체 18개 세부항목으
로 선정되었다. 최종 6개 항목은 입지가치, 품질가치, 컨셉가치, 시점가치, 가격가치, 희소가
치로 선정되었다. 세부항목으로는 입지가치 내 광역위치가치, 부지위치가치, 지역위치가치가
선정되었으며, 품질가치 내 세부항목은 기본품목, 내·외부설계, 인테리어 마감 수준을 평가하
는 항목이 선정되었고, 컨셉가치 내 규모가치, 브랜드 가치, 상품컨셉이 선정되었으며, 시점
가치 내 분양시점, 입주시점, 복합시점으로 도출되었다. 시점가치는 분양시점, 입주시점, 복합
시점 인 세부항목으로 선정되었며, 가격가치는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으로, 희소가치
는 미래가치, 복합가치, 현재가치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사례대상지인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해운대 엘시티 더샵, 해운대 두산
위브더제니스는 개발된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가치평가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8개의
세부가치 평가항목에 대해 B+(7.0)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개발사업상품
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력에 따라 가장 많은 항목에
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학력에 따라 기본품목, 내외부설계, 인테리어마감, 규모가치, 브
랜드가치, 상품컨셉, 분양시점, 입주시점, 복합가치에서 차이가 있었다. 고졸이하의 낮은 학력
에서 각 대상지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높은 평가를 하는 것
으로 추측되며 부동산 가치 분석을 위해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사례대상지의 각 세부가치항목에 대한 표준정규분포곡선을 살펴본 결과 모두 종 모
양으로서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 3개의 사례대상지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의 적정성이 검증
되었다.
본 연구는 부동산개발과정 중 사전기획단계에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검토해야 할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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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도출하고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부동산개발 사업은 투자규모가 매우 크고, 상품사업성
및 투자가치 판단이 기업의 존폐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크다. 따라서 공통의 평
가항목 선정을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사업결정권자의 의사결정과정이 단순하고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는 평가도구로서 활용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동산 상품의 내적가치
가 큰 사례대상지에 평가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생활밀착형 부동산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대상지는 인테리어의 고급화, 최신식설비 등 상품가치
가 최고급에 해당하는 사업성을 담보로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완료한 곳으로 성공사례만을 실
증분석 한 한계를 가진다, 본 평가항목이 대단위 부동산 개발사업의 상품가치 분석도구로 사
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례대상지 뿐만 아니라 실패한 생활밀착형부동산 등을 선정
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가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변수의 선정과 도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
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상품의 가치는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개발상품을
이용하는 일반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평가 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부동산 개발상품 일반투자
자 입장에서도 부동산 상품의 가치평가항목을 도출하여 종합적인 가치평가항목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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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re is an emerging research question concerning the existence of rental adjustment of Seoul
office properties corresponding to the vacancy rate’s hike-ups under the pressure of ceaselessly
increasing office space stoc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ypothetical impact of
vacancy upon the market rents implied in the four quadrant model, based on the office dataset from the
first quarter of 2003 to the third quarter of 2018.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was used to
eliminate the time series trend from the non-stationary variables: which hedges the potential research
risk of spuriou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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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rast, higher rent is suspected to cause a rapid upswing of vacancy in a very short period. The
study findings imply that it is needed to revisit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office rental adjustment
responding to vacancy fluc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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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속적으로 공실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우상향하는 서울시 오피스 임대료는 기존
이론들의 적실성에 대해서 연구자들로 하여금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본 연구는 2003년 1분
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63분기 동안의 오피스 임대료와 공실률을 벡터오차수정모형
(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으로 분석하여 공실률 변동에 적응하는 임대료의
조정과정을 확인하였다. 거시경제변수 중 임대료에 유의한 변수는 회사채금리뿐이었고, 공실
률에 유의한 변수는 공급물량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부호방향은 GDP, CP금리, 고용자수,
공급물량 모두 임대료에 대해서 ⊕를 나타내며, 공실률에 대해서는 (CP금리를 제외하고 모
두) ⊖의 방향을 보이고 있다. 차분을 통하여 추세가 제거된 거시경제지표의 추정은 설명력이
높지 않았고, 이는 곧 추세를 제거하지 않은 거시경제지표를 사용할 경우 가성회귀의 위험에
서 자유로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론적으로 가정하는 공실률의 임대료에 대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지만, 반대로 임대료가 선행하여 공실률에 단기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
다.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중장기 가격경직성을 갖는 임대료가 공실률의 단기 등락을 반영하
여 효율적으로 조정될는지 이론적 환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주제어 : 오피스. 임대료 조정. 공실률. 벡터오차수정모형

Ⅰ. 서 론
왜 서울시 오피스 임대료는 공실률이 계속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가? 최근 오피스 관련 실무종사자들과 학자들이 제기하는 이 질문은 이론적 설명을 난처하게
만든다. 일견 이 지적은 타당성을 갖는다. 2018년 3/4분기 말 서울시 평균임대료는 80,035
원/3.3㎡이지만, 이를 2003년 초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55,834원/3.3㎡으로서 당시 평균
임대료 56,570원/3.3㎡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동 기간 공실률이 1.8%에서 9.5%로 상
승한 것을 고려하면 공실률에 적응하는 임대료조정이 존재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게 한
다.1)2)
1) 위의 <그림 1>에서 보듯이, 서울시 임대료는 수급 괴리가 컸었던 2000년대 중반 높은 상승률을 보이
고 있다. 2003.1/4~2018.3/4 기간 중 분기당 평균상승률은 0.56%이고(연상승률로 환산하면
2.27%), 가장 높은 상승률은 ′08.1/4분기 3.24%인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분기당 상승률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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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코람코자산신탁, 과년도, 시장조사자료

[그림 1] 서울시 임대료상승률, 공실률 및 공급증가율(′03.1/4 ~ ′18.3/4)

최근 국내외 오피스 연구들은 DiPasquale and Wheaton (1992)의 4사분면모형에 기초
해서 임대료, 자산가격, 신축물량 및 오피스 저량(Office Stock) 간의 장기균형을 탐색하는
흐름을 형성한다.3) 공실률은 1사분면의 임대료와 4사분면의 오피스 저량을 잇는 연결고리로
서 일종의 공급변수로 간주되며, 국내 다수 연구 역시 해외 연구 성과와 유사하게 임대료에
대한 부(負)의 영향을 보고한다. 하지만 이런 연구결과는 상술한 현실과 배치되는 바, 이론의
현실 설명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특히 시계열자료를 분석할 때 가장 큰 연구위험인 가
성회귀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관행이 현실을 적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4)5) 최근 시계열분석이 활발하게 수행되지만, 이 또한
이내에서 유지된다.
2) 공급물량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코람코 자산신탁의 시장조사자료에 따르면, 2003년 1/4분기 서울시
중대형 오피스 저량은 287만평이었던 반면 2018년 3/4분기에는 502만평으로 7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3) DiPasquale, D. and Wheaton, W. C., “The Markets for Real Estate Assets and Space: A
Conceptual Framework,” ｢Real Estate Economics｣, Vol. 20, No. 1, 1992, pp. 181~197.
4)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 또는 허구적 회귀란 추세가 내포되어 있거나 비정상적(Non-Stationary)
시계열을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으로 회귀분석할 경우, 실제 변수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관 상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결정계수(   ),   통계량 등)을 가진 것처럼 산출
되는 인위적이고 오도된 결과를 묘사한다. (유지성, ｢계량경제학원론 전정판｣, 박영사, 1998, p. 659)
5) 자료기간 인 2003.1/4분기에서 2018.3/4분기까지 63분기 중, 음의 상승률은 단지 11회에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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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석방법의 전제를 위반하거나 사전에 수행하는 검정결과를 충실히 모형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된다.6)
본 연구는 서울시 중대형 오피스를 중심으로 임대료·공실률의 균형관계를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확인함에 그 목적을 갖는다. 연구자료는
2003년 1/4분기에서 2018년 3/4분기까지(63분기) 코람코 자산신탁이 구축한 시장조사자료
이며, 연면적 5,000평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들이 그 대상이 된다. 상기 두 변수들 외에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선행연구들이 수급여건의 대리변수들로 관행적으로 사용하였던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3년만기 AA- 회사채(Commercial Paper:
CP) 금리, 서울시 사무직 고용자수 그리고 중대형 오피스 총량 등이다. 실증분석은 1) 단위근
검정; 2) 공적분 검정; 3) 그랜저 인과관계검정(Granger Causality Test); 4) VECM의 추정;
5) 충격반응함수; 및 6) 분산분해의 순서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오피스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론적 기여를 갖는다. 우선 (차분
후 추세를 제거한) 거시경제변수의 임대료 및 공실률에 대한 실제영향이 크지도 유의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즉 ‘(추세를 제거하지 않은) 몇 분기 전 거시지표의 현재 임대료에 대한 영향’
과 같은 접근은 가성회귀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한편 임대료·공실률의
인과방향에 대한 이론적 재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임대계약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고
정되는 임대료가 공실률의 단기변동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Ⅱ장의 선행연구 검토 이후, 본 연구는 Ⅲ장에서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그리고 연구변수에
대해서 설명한다. Ⅳ장은 상술한 일련의 실증분석결과 즉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그랜저
인과관계검정, VECM의 추정, 충격반응함수 및 분산분해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게 된다.

고 그나마 –1%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서울 오피스 임대료에 대해 역시 증
가 일로에 있는 거시경제지표로 추정하는 것은 개별 변수들의 단위근문제 뿐 아니라 가성회귀에 직면
할 위험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6) 흔한 오류로서 공적분의 시차와 VAR(Vector Autoregressive Model: 벡터자기회귀모형) 또는
VECM의 시차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공적분 결과에 제시된 방정식수와 VECM에 삽입된 추세항
의 수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시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지
않고 수준변수를 그대로 VAR 추정에 사용하는 경우 역시 자주 발견되는 오류라 할 수 있다.

- 216 -

서울시 오피스의 공실률 변동에 대응한 임대료 조정

Ⅱ. 선행연구의 검토
1. 시차변수를 활용하는 오피스 시계열분석
부동산시장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은 대별하여,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개별 자산의 임대료·자산가격을 일련의 설명변수들을 통해서 분석하려는 시
도이며,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후자는 시장의 임
대료·가격·공실률의

변동추이를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VAR(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 등 시계열분석으로 접근하는 최근의 연구동향
을 보인다(김승욱·성주한;7) 2014; 김동환, 2015;8) 이태용·김영곤, 20189)).
시계열적 접근의 선도적 연구는 런던 대도시권 오피스시장의 순환행태를 분석한
Wheaton, Torto and Evans (1997)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1970~1995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오피스 총량과 공실수준을 순흡수량, 임대료변동, 건축허가 등의 상호조정
을 통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동 연구는 공급물량은 임대료와 대체비용, 공실률 등에 의해서
결정됨을 보고하고 있다.10) Hendershott, Lizieri and Matysiak (1999)은 1977~1996 런
던시 자료에 근거해서 수급지표들인 착공물량, 흡수량, 공실 및 임대료를 고용성장률과 실질
금리의 변동과 연계하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실질금리는 건축물량과 실질임대료수준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11) 후속연구인 Hendershott, MacGregor and Tse
(2002)은 공급요인·수요요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을 전기의 오차수정항을 통해서 통
합시키는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 ECM)으로 발전시킨다. 이들의 제안 모형
은 일반적인 공실률모형보다 효율성이 높고,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을 통과한다고 주장한
다.12) 이후 ECM으로 상업부동산시장의 균형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데, Ibanez and
7) 김승욱·성주한, “주택가격결정의 이론 및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32권 2호, 2014, pp. 5~20.
8) 김동환, “VAR 모형을 이용한 토지시장의 가격예측”, ｢대한부동산학회지｣, 33권 1호, 2015, pp.
411~430.
9) 이태용·김영곤, “VAR 모형을 이용한 국내 REITs와 거시경제변수들간 동태적 상관관계분석”, ｢대한부
동산학회지｣, 36권 4호, 2018, pp. 41~58.
10) Wheaton, W. C., Torto, R. G. and Evans, P., “The cyclic behavior of the Greater London
office market,”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Vol. 15, No. 1, 1997,
pp. 77~92.
11) Hendershott, P. H., Lizieri, C. M. and Matysiak G. A., “The Workings of the London
Office Market,” ｢Real Estate Economics｣, Vol. 27, No. 2, 1999, pp. 365~387.
12) Hendershott, P. H., MacGregor, B. D., and Tse, R. Y. C., “Estimation of the Rental
Adjustment Process,” ｢Real Estate Economics｣, Vol. 30, No. 2, 2002, pp. 16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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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ington-Cross (2013)은 1990~2009년 동안 미국 34개 대도시권의 임대료 조정과정을
자산 용도별(오피스, 산업, 판매시설 및 가변용도)로 비교분석하고 있다.13) 이 연구는 오피스
용도가 산업 및 가변용도보다 장기균형으로의 복귀가 더딘 것으로 보고한다. 국내에서는 김
지현(2014)이 ECM으로 ′03~′12년 서울시 오피스 임대료를 분석하였다. 전기 오차수정항의
계수가 –0.1895로 분석되는 바, 분기당 약19%의 속도로 균형으로 회귀한다고 연구자는 해석
하고 있다.14)
오피스 시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초기 국내 연구는 주로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의 시차를 조정하여 시장균형 또는 임대료 추정하고 있다. 이경민 외 3인(2009)은
1987~2006년 기간 동안 서울시 오피스 공급량을 3년전 산업활동, 3년전 임대료, 2년전 금
리, 현재 공공부문 GRDP 등의 독립변수들에 시차를 부여하여 추정하고 있다.15) 이상경 외
3인(2009) 역시 1991~2008년 동안 서울시 오피스 임대료를 GDP, 소비자물가지수, CP금
리, 통화량(M2), 환율, 취업자수, KOSPI지수, 건축허가면적, 국내건설수주액, 지가지수, 지가
변동률, 산업생산지수의 시차변수로 회귀한 결과, 4분기 전 GDP, 11분기 전 취업자수, 3분
기 전 건축허가면적이 임대료에 양의 유의성을 보인다고 보고한다.16)
한편으로 임대료·공실률 간의 균형을 분석하는 연립방정식모형 역시 활발하게 시도되었
다. 김경민·김준형(2010)은 2000년 1/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까지의 서울시 오피스 임
대료와 공실률을 2SLS(Two-Stage Least Squares)로 추정하였다. 임대료 추정에는 전기 임
대료와 당기 공실률이 유의하였고, 공실률에는 당기 GDP성장률만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17)
2001년 1/4분기에서 2011년 4/4분기까지 자료를 분석하는 류강민·이창무(2012) 역시 임대
료·공실률의 연립방정식을 2SLS로 풀고 있다. 공실률 추정방정식은 3기 전 임대료, 3기 전
고용자수, 당기 GDP, 5기 전 공급물량 및 전기 공실률로 구성되며, 임대료는 전기 공실률,
당기 소비자물가지수 및 금리, 금융위기 더미 그리고 전기 임대료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는
모든 독립변수들이 유의한 것으로 보고된다.18)
13) Ibanez, M. R. and Pennington-Cross, A., “Commercial Property Rent Dynamics in U.S.
Metropolitan Areas: An Examination of Office, Industrial, Flex and Retail Space,” ｢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Vol. 46, No. 2, 2013, pp. 232~259.
14) 김지현, “서울시 오피스 임대시장의 장기균형과 단기조정 분석”, ｢도시행정학보｣, 27권 2호, 2014,
pp. 133~146.
15) 이경민·정창무·이건수·유상균, “서울시 오피스 공급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0권 4
호, 2009, pp. 209~227.
16) 이상경·이현석·손정락·최지희,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오피스 임대료 모형 구축”, ｢부동산학연구｣,
15권 3호, 2009, pp. 5~17.
17) 김경민·김준형, “연립방정식을 활용한 오피스시장 예측모형 -서울 오피스시장을 대상으로-”, ｢국토계
획｣, 45권 7호, 2010, pp. 21~29.
18) 류강민·이창무, “서울시 오피스 임대시장의 공실률과 임대료의 상호결정구조 분석”, ｢부동산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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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는 오피스 시계열분석
각주4의 설명처럼 상술한 접근방법은 연구타당성 관련 의문이 제기되는데, 단위근을 갖는
비정상적 시계열을 (설령 시차를 몇기 조정하였더라도) 그대로 분석하면 가성회귀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최근의 계량경제학은 단위근을 갖더라도 공적분
(Cointegration)이 존재한다면 일치성을 갖는 회귀계수들을 추정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구자
라티·프로터, 2009). 즉 공적분(장기추세)이 존재하면 VECM을 사용하여 가성회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그것이다.
VECM을 이용한 국내 오피스 연구로는 이수정·조주현(2010)이 주목되는데, 동 연구는
1998~ 2010년 동안 서울 오피스의 자본환원율을 거시경제지표(GDP·CP금리·국고채금
리·KOSPI지수·환율·통화량·소비자물가지수·경제활동인구)와 부동산지표(오피스 공급량·지
가지수·공실률·임대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자본환원율의 추정에는 전기의
KOSPI지수가 유의성을 보였고, 국고채 금리 대비 자본환원율의 스프레드(Spread)를 추정함
에 있어서는 전기의 CP금리가 유의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9)
양영준·임병준(2012)은 2000~2010년 동안 서울시의 분기 오피스 자료를 이용하여,
DiPasquale and Wheaton (1992)의 4사분면 중 1·2·3분면의 핵심변수인 임대료, 자산가
격, 착공물량을 거시경제변수(GDP·CP금리)를 이용하여 VECM으로 분석하였다. 3사분면의
착공물량 관련 유의한 변수를 찾지 못하였으나, 1사분면의 임대료는 GDP에 대해서 양의 충
격을 보였고, 2사분면의 자산가격은 임대료에 대해서 양의 충격을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음
의 충격을 보이고 있어서 이론과 부합하고 있다.20)
전해정(2012)은 2001~2011년 동안 분기자료를 통해서 임대료와 공실률을 VECM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충격반응함수의 결과에 기초하여 임대료는 GDP에 ⊕, 공실률에 ⊖,
CP금리에 ⊕ 반응을 보이고, 공실률은 임대료에 ⊕, 고용자수에 ⊖, 건축허가에 ⊕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한다. 다만 동 연구는 VECM의 추정결과를 제시하지 않아서, 변수들의 시차영
향, 계수의 유의성을 파악할 수가 없다. 또한 그랜저 인과검증의 시차를 1기로 제한한 바, 중
장기적인 변수관계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21)
18권 2호, 2012, pp. 91~102.
19) 이수정·조주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서울 오피스시장의 Cap Rate 결정요인 분석”, ｢부동산
연구｣, 20권 2호, 2010, pp. 133~152.
20) 양영준·임병준, “서울 오피스시장의 균형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18권 1호, 2012, pp.
5~24.
21) 전해정, “오피스 임대료, 공실률 모형의 동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2권 3호, 2012,
pp. 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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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김종진(2016)은 2005~2013년 동안 분기자료에 기초하여, GDP·통화량·소비자물
가지수·환율을 이용하여 공실률을 VECM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선행연구들의
전통인 공급물량, 시장금리, 고용자수, 임대료 등 4사분면모형 관련 변수들을 생략하고 철저
하게 거시경제지표들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하겠다.22)
본 연구는 최근 추세인 VECM을 이용하여 임대료와 공실률의 조정과정을 분석하되, 공적
분 검정에 충실하도록 장기추세를 모형에 반영하여 모형의 정치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VECM, 충격반응함수, 분산분해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공실률에 대한 임대료 조정은 증거가
부족한 반면, 그 반대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차별성을 갖는다.

Ⅲ. 연구모형과 연구변수
1. 임대료·공실률의 추정모형
DiPasquale and Wheaton (1992)의 4사분면모형이 부동산 시장분석에 주는 함의는 지
속적인 단기 및 장기 조정을 통한 시장균형의 수렴에 있다. 공간시장인 1사분면은 공간의 수
급에 따라서 균형임대료가 형성되고, 자산시장인 2사분면은 공간시장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을
자산시장의 요구수익률인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자산가격을 책정한다. 개발사업인 3사분면
은 자산가격에 대응하여 신규착공물량이 결정되며, 이로 인해서 4사분면의 공간저량이 변동
한다. 주지하듯이 1·2사분면은 단기 변동인 반면 3·4분면은 장기 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간 오피스 관련 시계열 연구들, 특히 장기균형상태를 가정하고 임대료·공실률의 결정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위 4사분면을 모형화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1사분면의 공간
수요를 측정하는 대리변수로서 GDP와 고용자수, 시장가격인 임대료, 2사분면의 주요 결정요
인인 자본환원율(또는 대리변수로서 시장금리), 3사분면의 신규착공물량(또는 대리변수로서
인허가건수), 4사분면의 공간저량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연구변수들이라 할 수 있다. 연구목
적에 따라서 여타 거시경제변수들의 첨삭이 수반되었으나, 절약의 원리(Principle of
Parsimony)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추정변수의 개수를 줄이고 충분한 자유도를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 추정태도라 할 것이다. 특히 VECM은 시차변수들과 공적분방정식으로 인해서 많은
자유도를 상실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은 수의 독립변수로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22) 주대한·김종진, “VECM을 활용한 오피스 공실률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4권 2호,
2016, pp. 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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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 역시 상기한 분석관행과 인용한 변수들을 위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임대료(  )
는 공간수급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수요요인으로 국내총생산(  )와 오피스 관련 고용자수
(  )를 그리고 공급요인으로 오피스 공급저량(  )과 개발사업의 금융환경을 대리하는 CP금리
(  )를 가정하였다. 공실률(  ) 추정을 위해서 독립변수들을 첨삭하는 연립방정식과 달리,
VECM은 공실률 추정을 위한 별도의 모형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는 사전에 방정식형태를 가
정하지 않아도, 연구변수 모두를 추정에 사용하는 VECM의 특성에 기인한다. 논의를 정리하
면, 임대료와 공실률은 아래와 같은 함수형태를 가지게 된다.

             

<식1>

             

<식2>

2. 연구의 방법
1) 단위근 검정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은 시간 경과에 따른 시계열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정상적 시계열이란 평균·분산 등이 체계적·주기적 변화가 없는 안정성을 갖는 반면, 비정상적
시계열이란 어떤 추세를 가지고 시간경과에 따라서 평균·분산 등이 증폭된다. 각주 3에서 설
명한 대로, 불안정 시계열을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할 경우 가성회귀의 문제에 봉착할 연구위
험이 내재해 있다.
198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시계열 분석은 시계열 변수들이 정상성을 만족한다는 가정 하
에서 수행되었지만, 이후 연구들은 다수의 경제변수들이 안정적인 시계열보다 단위근(또는 확
률적 추세)을 가지는 불안정적인 시계열에 의해서 모형적합이 더 높다고 보고한다. 초기 단위
근 검정은 Dickey and Fuller가 제시한 DF(Dickey Fuller)검정이였지만 자기시차에 대해 1시
차만 검정하는 한계 때문에 이를  시차까지 확대한 Said and Dickey의 ADF(Augmented
Dickey Fuller) 검정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김우석, 2018: 78).
단위근 검정 결과 단위근의 존재가 확인되면 차분을 통해 안정화시키는 차분정상과정
(Difference Stationary Process: DSP)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준자료의 단위근을 확
인한 후에, 차분 이후 시계열의 정상성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 역시 이 과정을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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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분 검정
또한 개별 변수들이 모두 단위근을 갖는 불안정한 시계열이라고 할지라도, 변수들로 구성
된 선형방정식은 안정성(장기추세)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선형결합을 공적분(Cointegration)
이라고 하고, 그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공적분 검정이라 한다. 공적분을 확인하는 이유는
차분을 통한 추세의 제거가 경제이론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있는 정보를 버리기 때문이다(유
지성, 전게서: 672-3). 검정 결과 공적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변수들을 차분하여 VAR로 분석
하고, 공적분이 존재하면 공적분방정식들을 포함하여 VECM으로 분석한다.
검정은 일반적으로 다변량 시계열 분석방법인 요한슨 공적분 검정(Johansen’s
Cointegration Test)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모든 변수를 내생변수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종속변수를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여러 개의 공적분 관계를 식별하는 장점이 알려져 있다(주
대한·김종진, 상게서: 102). 본 연구 역시 이 방법을 통하여 공적분 방정식의 유무 및 개수를
판별하였다.

3)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그랜저 인과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은 전통적인   통계량을 이용하여 두 변수
사이의 선후관계를 추론하는 방법이다.  를 추정할 때  의 과거값 뿐 아니라  의 과거값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만으로 추정한 것보다 정확하다면  로부터  로 그랜저 인과가 존재
한다고 본다. 반대의 경우  로부터  로 그랜저 인과가 존재한다고 해석하며, 두 방향 모두
유의할 경우 두 변수는 그랜저 인과가 양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이 검정방법은 두 사건의
선후를 분별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랜
저 인과검정은 다음 두 방정식에 대한 검정과정이고, 귀무가설(   :









 , :

  )을 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우석, 상게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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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

  이면,   가   에 그랜저 인과하는 것이고, 반대이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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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인과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0이 아닐 경우 상호 인과하는 것이고, 양자 모두 0이라면
독립으로 해석한다.

4) VECM모형
상술한 대로, 공적분이 존재할 경우 변수들 간의 장기적인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데,
VECM은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이탈하는 부분을 단기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정
하는 오차수정모형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식으로 표시하면 아래 <식 4>와 같다. 방
정식들의 우변은 모두 오차수정항을 표시하는데, 장기적으로 0에 수렴하지만, 만약   과  
가 장기균형에서 이탈하면 0이 되지 않는다(구자라티·프로터, 전게서).

                  
                  

<식4>

5)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 분산분해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는 VECM의 추정계수를 바탕으로 모형 내
어떤 변수에 대하여 1 표준편차의 충격을 가할 때 모형 내 모든 변수들이 시간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한다. 통상 촐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를 이용한
직교화된 충격반응함수(ORIF; Orthogon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사용하며,
본 연구도 이를 따른다.
예측오차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는 어느 시점에서 특정 변수의 예측 표준
오차 중에서 다른 연구변수들이 각각 어느 정도를 설명하는지를 비율로서 분석한다. 비율의
합은 1이고, 각 변수의 상대비율은 시점에 따라서 변동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기, 4기, 6
기, 8기, 10기 및 12기의 시차에서 임대료·공실률 및 공급물량의 예측오차 중 연구변수들이
설명하는 비율을 제시하였다.

3. 연구변수의 설명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표시기호와 분석단위 그리고 자료출처를 보여주고 있
다. 임대료(  ) 및 공실률(  )의 기초자료는 2003년 1/4분기부터 2018년 3/4분기까지 연면적
5,000평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를 대상으로 코람코 자산신탁이 구축한 시장조사자료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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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공급총량(  )의 대리변수로서 서울시의 신규착공물량 또는 인허가물량을 사용하지 않
고, 임대료·공실률과 표본단위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준공되어 새로 입주하는 5,000평 이상의
오피스면적을 사용하였다. 그 외 GDP(  ) 및 3년 AA- 회사채금리(  )는 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을 이용하였고,23) 고용자수(  )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사무직 고용
자수(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를 인용하였다.
<표 1> 연구변수의 표시, 단위 및 자료출처
변수명

기호

분석단위

임대료








천원/3.3㎡

공실률
공급총량
명목GDP
회사채금리
고용자수

%
3.3㎡

자료
코람코 자산신탁 시장조사자료
(′03.¼ ~ ′18.¾)

십억원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년 AA-, 장외)

천명

KOSIS 국가통계포털

Ⅳ. 실증분석의 결과
1. 기초통계량과 단위근 검정
전술한 바, ’18년 9월말 서울시 평균임대료는 80,035원/3.3㎡이고 공실률은 9.48%로 집
계된다. <표 2>는 임대료상승률(   ) 및 공실률(  )을 포함한 연구변수들의 기초통계를 제시
한다. 자료기간 중 분기당 GDP의 평균상승률(   )은 0.85%(연 3.43%), 공급증가율
(   )은 0.90%(연 3.63%), 고용증가율(   )은 0.49%(연 1.99%) 그리고 CP금리(  )는
4.19%로 분석된다.

23) 선행연구 중에는 CP금리로 BBB-를 사용한 경우(양영준·임병준, 전게서)가 발견되는데, 서울시 중대
형 오피스의 공사는 대부분 신용등급이 매우 높은 대형 건설회사에서 수행하는 현실을 고려하였다.
시행사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신용보강주체인 건설회사의 신용에 대출신용등급이 연동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므로, BBB-와 같이 너무 높은 금리를 인용해야 할 실익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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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통계량 (’03.1/4 ~ ’18.3/4)
(단위: %)

항

목

 











최소값

-3.30

0.00

-2.10

-0.76

1.67

1.43

최대값

2.80

3.74

5.81

3.24

8.29

9.73

평

균

0.85

0.90

0.49

0.56

4.19

5.27

표준편차

0.81

0.87

1.39

0.74

1.52

2.66

<표 3> 연구변수들의 단위근 검정결과
변수

수준

차분

τ-값

확률

τ-값

확률

ln  

-1.6411

0.4558

-7.5534

0.0000

ln  

-1.4123

0.5707

-7.4004

0.0000

ln  

0.4313

0.9828

-6.6158

0.0000

ln  

-2.5982

0.0989

-10.0829

0.0000



-0.9896

0.7517

-6.3232

0.0000



-0.7468

0.8266

-8.7300

0.0000

주)   : 단위근이 존재한다.

<표 3>은 연구변수들의 단위근 검정결과를 소개한다. 연구변수들 모두 단위근을 갖고 있
지만, 차분할 경우 비정상성이 제거되어 단위근을 갖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

2. 공적분 및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표 4>의 요한슨 공적분 검정결과에서 보듯이, 연구변수들 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며
따라서 차분변수들을 VAR로 추정하는 것보다 VECM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추정된다. 적정한 방정식수는 4개이고, 이들 4개 공적분방정식의 정규화계수는 <표
5>에서 관찰할 수 있다. 모든 방정식에서 공급량과 고용자수는 공통되게 삽입되고, 각 방정식
은 임대료·공실률·CP금리·GDP 중 하나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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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한슨 공적분 검정결과
방정식수
0개
최대 1개
최대 2개
최대 3개
최대 4개
최대 5개*

λ_Trace
84.85
58.45
37.10
21.18
9.54
3.90

확률
0.2217
0.2861
0.3430
0.3466
0.3179
0.0483

λ_Max
26.40
21.35
15.92
11.64
5.64
3.90

확률
0.6750
0.6575
0.6728
0.5835
0.6598
0.0483

주) *는 유의확률 5%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의미한다.

<표 5> 공적분방정식의 정규화계수
방정식

ln  





ln  

ln  

ln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22
(0.0680)
0.20
(0.0467)
12.45
(5.7925)
1.40
(0.3117)

1.01
(0.1491)
0.22
(0.1024)
28.35
(12.6905)
0.70
(0.6830)

1
2
3
4

주) (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표 6>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결과
귀무가설

 ln  
ln   ⇒
 ln  
ln   ⇒

ln   ⇒
 ln  
 ⇒
 ln  
 ⇒
 
ln   ⇒

 ⇒ 
 
 ⇒
 ln  
ln   ⇒
 ln  
ln   ⇒

ln   ⇒
 ln  
 ⇒
 ln  
ln   ⇒
 ln  
ln   ⇒

1기
2.83**
1.42
4.65*
0.25
0.91
2.86*
0.00
7.23***
1.05
3.57*
4.98**
0.43
0.56
3.13*

2기
0.89
0.67
2.04
0.57
6.56***
2.09
0.07
4.82**
0.78
2.47*
2.92*
0.24
0.98
1.45

- 226 -

3기
0.70
0.39
1.21
0.38
4.60***
2.56*
0.06
2.61*
0.73
1.53
1.78
0.20
2.01
1.22

4기
0.44
6.33***
1.20
0.43
4.05***
1.68
0.16
2.49*
0.96
1.35
2.26*
0.40
1.35
2.17*

5기
0.53
5.28**
2.41*
0.42
3.61***
1.41
0.32
2.03*
0.79
2.03*
2.48**
0.21
1.6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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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무가설


ln   ⇒

 
⇒ ln  

ln   ⇒
 ln  
 ⇒

1기
6.42**
1.69
4.97**
0.04

2기
4.44**
2.14
2.23
0.36

3기
3.25**
1.00
1.63
0.30

4기
2.49*
0.66
1.47
0.34

5기
3.13**
0.91
1.22
0.37

주) *, **, ***은 각각 10%, 5% 및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거시경제변수들과 서울시 오피스 임대료·공실률 간의 인과관계 검정결과가 <표 6>에 요약
되어 제시된다.  의  및  에 대한 인과관계는 전자만 1분기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관
찰된다(다만 4·5분기 이상에서  이  에 그랜저 인과하는 부분은 해석에 신중함이 요구
된다).  는 중장기적으로  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1·2분
기에서  의  에 대한 유의성은 시간의 선후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는

 보다  에 보다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5기 이상의 장기 뿐 아니라 1기 이내의
단기에서도  에 그랜저 인과하는 현상이 분명하게 관찰된다. 오피스 저량인  역시  보다

 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단기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고, 장기로 갈수록 영향이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주제인  과  상호 간에는 전자의 후자에 대한 유의한 그랜저 인과관계
가 단기에서만 발견된다. 임대료 급등은 단기 공실률 증가의 원인이 되지만, 반대관계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즉 공실률의 증감이 임대료의 조정을 가져오는 균형과정이 존재하는 것
인지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VECM모형의 추정결과와 충격반응함수
<표 7>은 차분한 임대료 및 공실률의 VECM 추정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차분임대료
의 추정에는 임대료의 1기 차분변수, CP금리의 1기 차분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
다. 차분공실률의 추정에는 공적분방정식 1·2와 공급물량의 1기 차분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할 점은 공적분방정식 1은 임대료 위주로, 2는 공실률 위주로 그리고 3은 CP금
리 위주로 각각 방정식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즉 차분임대료는 CP금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지만 차분공실률은 임대료, 공실률 및 공급물량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을 차치하고 1기 전 설명변수에 대한 계수의 부호만을 관찰하면, 임대료는
GDP에 ⊕, 공실률에 ⊖, CP금리에 ⊕, 고용자수에 ⊕ 반응을 보이고 있고, 공실률은 임대료
에 ⊕, 고용자수에 ⊖, CP금리에 ⊖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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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공급량의 공실률에 대한 유의한 음의 부호는 상충되는 바 신중한 해석
이 필요한 부분이다.
거시경제변수의 충격에 대한 임대료·공실률의 반응이 그림 2에서 그림6까지 제시되고 있
다. GDP 충격에 대한 임대료의 반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실률은 3분
기에 하락반전하여 5분기 이후 음으로 전환되고 있다. CP금리의 상승이 임대료를 3기까지
상승시키고 있고, 공실률을 단기적으로 급등시켰다가 지속적으로 낮추는 추세를 야기하고 있
다. 고용자수 증가에 대해서 임대료는 단기적으로 증가하지만 점점 낮아져서 9기에 0과 만나
고 있고 이는 상식과 부합하지만,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은 설명에 어려움이 따른다.
공급물량 증가에 대해서 임대료는 단기 상승 후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행태를 보이고, 공실률
은 단기급등하였다가 2기 이후 0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실률의 증가는 3기 이후 임대
료를 낮추고 있고 임대료의 충격은 공실률의 단기급등 및 이후 급격한 하락추세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VECM의 추정결과
독립변수
공적분방정식1
공적분방정식2
공적분방정식3
공적분방정식4

 ln   
 ln   
   
   
 ln   
 ln   
   
   
 ln   
 ln   
 ln   
 ln   


 ln  
-0.0615
0.0888
0.0026
0.0115
-0.3564
0.0562

[-0.85]
[0.61]
[1.63]
[0.42]
[-2.39]
[0.43]

  
-0.1858
-0.3917
-0.0022
0.0330
0.0205
-0.1014

[-2.43]
[-2.53]
[-1.33]
[1.13]
[0.13]
[-0.73]

-0.0906 [-0.49]

0.1178 [0.60]

0.0278 [0.16]
0.0064 [0.07]
-0.1220 [-1.32]

0.1659 [0.88]
0.0258 [0.27]
0.0788 [0.80]

0.0066 [2.51]
-0.0006 [-0.23]

-0.0007 [-0.26]
0.0025 [0.88]

0.1089
0.1113
0.1182
-0.1228
0.0074

-0.2849
-0.2376
-0.1184
0.0410
0.0050

[0.83]
[0.82]
[1.45]
[-1.52]
[2.96]

[-2.05]
[-1.65]
[-1.36]
[0.48]
[1.89]



0.4614

0.2792

    
   

0.2610

0.1494

2.9811

2.3025

주) [ ] 안은   값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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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임대료(左)·공실률의 GDP에 대한 충격반응

<그림 3> 임대료(左)·공실률의 CP금리 대한 반응

<그림 4> 임대료(左)·공실률의 고용자수 대한 반응

<그림 5> 임대료(左)·공실률의 공급량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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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임대료(左)·공실률의 상호 간 충격반응

4. 임대료·공실률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이 길어질수록 두 변수 모두 그 분산에서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이 강해짐을 발견할 수 있
다. 시차 12기에 해당하는 분산분해를 관찰하면, 임대료의 분산 중 22%는 CP금리로, 7.4%
는 GDP로, 4.5%는 공급물량으로 설명되고 있다. 공실률의 임대료 영향은 장기로 갈수록 분
명해지는 바, 12기에 4.6%까지 상승하고 있다.
같은 기간 공실률의 분산은 CP, GDP 및 공급물량이 각각 25.6%, 0.21% 및 4.2%를 설
명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공실률이 장기로 갈수록 고용자수 및 임대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추세라 할 것이다. 타 연구변수들의 공급물량에 대한 영향은 장기로 갈수록 분명하게 나타난
다. <표 10>에서 보듯이, 12기 공급량 분산의 50.7%가 CP금리 그리고 19.3%가 공실률에 의
해서 설명된다. 공사기간이 3년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착공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임
대료가 아니라 공실률이며 무엇보다 실세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추론하게 된다.
<표 8> 임대료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기간

ln  

ln  

ln  





ln  

2

2.79

1.39

0.28

15.73

0.80

79.01

4

2.31

4.97

1.46

22.49

1.53

67.24

6

2.23

6.49

3.19

21.94

2.54

63.61

8

1.73

6.29

4.46

21.73

3.68

62.11

10

1.43

5.46

5.92

21.37

4.32

61.48

12

1.53

4.52

7.41

21.98

4.62

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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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공실률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기간

ln  

ln  

ln  





ln  

2

0.09

3.22

0.01

2.57

91.07

3.04

4

2.81

6.21

0.07

8.71

76.19

6.00

6

3.92

5.19

0.14

12.51

68.64

9.60

8

5.57

4.75

0.13

16.04

61.46

12.05

10

6.56

4.61

0.16

20.46

54.88

13.32

12

6.80

4.15

0.21

25.88

49.32

13.64

<표 10> 공급물량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기간

ln  

ln  

ln  





ln  

2

2.41

60.78

11.34

2.13

17.49

5.84

4

12.50

43.58

12.10

11.99

13.36

6.47

6

12.70

30.83

9.55

28.08

13.19

5.65

8

10.23

21.65

7.77

41.57

14.11

4.68

10

7.87

16.43

6.60

48.70

16.43

3.97

12

6.32

13.86

6.17

50.70

19.32

3.63

Ⅴ. 결 론
본 연구는 임대료가 공실률의 변화에 반응하여 조정되는 과정을 확인할 목적으로 2003년
1/4분기부터 2018년 3/4분기까지 63분기 동안의 서울시 중대형 오피스를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변수는 GDP, CP금리, 서울시 사무직 고용자수 등의 거시지표와 서
울시 중대형 오피스 공급물량을 포함하였으며, 분석모형은 요한슨 공적분 검정의 결과에 기
초하여 4개의 장기추세(공적분방정식)를 내생변수로 포함하는 VECM을 이용하였다.
VECM 분석결과, 거시경제변수 중 임대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CP금리뿐이고,
타 변수들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거나 제한적이었다. 공실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공
급물량 뿐인데, 부호방향이 이론과 다르게 음으로 나타나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그림 1>
에서 보듯이, 자료기간 중 공급증가율은 완만한 감소세인 반면 공실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대추세가 원인이 아닐까 추측하게 된다.
통계적 유의성에 무관하게 1기의 차분변수들을 기준으로 GDP, CP금리, 고용자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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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의 임대료에 대한 부호방향은 모두 ⊕인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변수들의 공실률에 대
한 부호방향은 각각 ⊕, ⊖, ⊖, ⊖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자수를 제외한 나머지 거시변수들
의 부호방향은 사실상 일반적 예상과 반대된다고 하겠다.
4개 공적분방정식 중 임대료에 가중치가 높은 1번 방정식과 공실률에 가중치가 높은 2번
방정식이 공실률을 추정하는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CP에 가중치가 높은 3번
방정식은 임대료의 추정에서 미약한 유의성을 보였다.
연구주제인 공실률과 임대료의 관계에서 본 연구는 VECM모형에서 유의한 추정계수를 발
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공실률 추정에서 임대료의 부호방향과 그랜저 인과관계검정의 결과에
기초해서 추론하면, 임대료의 공실률에 대한 영향이 단기적으로 선행하는 반면 반대방향의
영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즉 임대료 급등이 단기 공실률을 상승시킬 수는 있어도,
공실률의 상승이 후속하여 임대료를 하락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상술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몇 가지 이론적 환기의 단초를 제공한다. 우선 차
분을 통하여 추세가 제거된 거시경제지표의 임대료 또는 공실률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세를 제거하지 않은 거시경제지표를 회귀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칫 가성회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한편 실세금리의 대리변수인 CP금리의
임대료에 대한 주목할 만한 통계적 유의성은 Hendershott et. al. (1999)의 연구성과를 지지
하게 만든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료와 공실률의 인과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서울시 중대형
오피스들 특히 임대목적의 오피스들은 간접투자기구나 기관투자자가 소유한 경우가 많고, 이
들은 장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헤지(Hedge)하기 위하여 장기 임대차계약을 선호하는 경
향을 보인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가격경직성을 갖는 임대료가 단기적
인 공실률의 등락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정될는지는 의문시된다고 하겠다. 연구결과는 오
히려 정반대의 방향성을 함의하는데, 임대료의 상승이 단기 공실률을 급등시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추측하게 만든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서울 오피스시장의 특성과 관련된다.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임대료 변동추이로 인하여 공실변동에 대한 임대료의 조정이 존재했었는지를 의심
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추정을 하건 소위 ‘반쪽짜리’ 추정에 머무는 한계를 내재하는 것 아닌
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한편으로 추정결과에서 유의성을 확보하는 연구변수가 많지 않아서 해석과 함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향후 경제이론과 부합하는 유의한 연구변수의 개발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끝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오피스 저량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임대료와 평균공실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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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대신 기준연도의 기존 오피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리고 공급물량이 증가함
에 따라서 그 임대료와 공실률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같은 맥락에서 신축 오피스의 공실률이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임대료 조정 역시 이론적
가정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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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단체, 발표년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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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현, “간도영유권 문제의 해결방안”, ｢대한부동산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대한부동산학회, 2010. pp.31~41.
6. 정부간행물 및 통계연보 : 기관명, ｢간행물명｣, 발행년도, 페이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백문백답｣, 2011, p.10.
7. 인터넷 자료 : 홈페이지명(홈페이지 주소), 방문일자.
- 대한부동산학회 홈페이지(http://www.kres.or.kr/), 2000년 1월 1일 방문.
⑫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본문이나 주석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포함하여야 하며, 본
문이나 주석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헌의 기재 순서는 국문 문헌, 영문 문헌, 기타 언
어의 문헌, 인터넷 자료로 한다. 국문 문헌은 저자의 성명에 따라 가, 나, 다 순서
로, 영어 등 로마자 문헌은 저자의 성(성이 동일한 경우는 first name, second
name 등)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기타 언어의 문헌은 한글 발음의 가, 나, 다 순서
로, 인터넷 자료는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3.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발표년도의 순서로 기재하며, 발표 년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발
표월, 일의 순서로 년도 뒤에 “a", "b', "c" 등을 붙이고 그 순서대로 기재한다.
4. 저자는 한글 또는 한자의 경우 성(姓)과 이름의 순서로 붙여 쓰고, 영어 등 로마자의
경우 성(last name) 다음 “,”를 쓰고 first name과 second name 등을 쓴다. 영어
등 로마자의 경우 저자를 혼동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second name을 모두 이
니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니셜은 대문자로 표기한 다음 “.”를 붙인다.
5. 저자가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 공동저자 모두를 명기해야 한다.
6. 저자가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 한글 또는 한자는 “저자ㆍ저자”로, 영어 등 로
마자는 “last name, first name second name and last name, first name
second name", "last name, first name second name, last name, first
name second name, and last name, first name second name"
7. 년도는 아라비아 네 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8. 쪽(페이지)이 2쪽 이상인 경우에는 “~"로 표기하고, 쪽의 모든 숫자를 표기한다.
▶ 예 : pp.33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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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상의 원칙과 함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단행본: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 이대한,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2011.
- E. Babbie,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001.
2. 보고서: 저자, ｢보고서 명｣ , 발행기관, 발행년도.
- 이대한ㆍ이중한,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3. 학회지 게재 논문 : 저자, “제목”, 「학술지 명」, 권(호), 조직단체, 발표년도.
- 이대한, “대한부동산학회의 발전방향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12권 제1호, 사
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1996.
- Anderson, S., "Cadastre As a Base for Land Information System", FIG
International Congress, Toronto, Canada, 1986.
4. 학위논문: 저자, “제목”, 취득학교 및 학위명, 취득년도.
- 이대한, “地籍學의 接近方法에 의한 北方領土問題에 關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한국
대학교 대학원, 2008.
5. 학술대회 발표논문 : 저자, “제목”, 학술발표대회 명칭 또는 「발표논문집 명칭」, 조직단체,
발표년도.
- 이대한, “간도영유권 문제의 해결방안”, ｢대한부동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대한부
동산학회, 2010.
6. 정부간행물 및 통계연보 : 기관명, ｢간행물명｣, 발행년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백문백답｣, 2011.
7. 인터넷 자료 : 홈페이지명(홈페이지 주소)
- 대한부동산학회 홈페이지(http://www.kres.or.kr/)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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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년 4월 21일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는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을 수립하고, 부동산학의 저변확대와 특히
학문적 이론 및 응용분야를 개척･연구하여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기초 자료
로 삼는 한편, 올바른 부동산개념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
류와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립한 비영리 학술연구단체이다.
따라서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모든 회원들이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
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제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학회의 소속 회원들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논문을 발표할 경우 이 연구윤리를 철저
히 준수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회원 상호간에 인정하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부동산분야의 바람직한 학술적･체계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분
야의 학술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
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
이며, 우수한 학술지 발간을 통해 부동산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논문의 저자들
은 물론, 학회지의 편집위원들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됨
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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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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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의 모든 회원들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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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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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활동
･ 학회지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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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기별 다이제스트 발간

부동산학의 지변확대와 특히, 학문적 이론

･ 분기별 특강개최

및 응용분야를 개척･연구하여 공공의 이익실

･ 학술대토론회 개최

현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로 삼는 한

･ 부동산 Consultant 운영

편 올바른 부동산개념을 갖도록 하는데 그

･ 국제학술교류 및 제휴

목적이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자

･ 용역사업 수행 등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립한 비영리학
▣ 가입절차

술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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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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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쁘신 분은 본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입
회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국내 부동산학회의 유일한 대변자로서 민법

▶

및 건설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1길 51
세신그린코아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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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2) 3446-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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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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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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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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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인 준

20××. . .

회원

입회원서

성 명

번호

(한문)

주민등록
번

사 진

호

(3×4㎝)

전 화
현주소

휴대폰
E-mail

근무처

기관명

직 위

전 화

주 소
졸업년도

학교명

전공과목

학 위

학 력

근무기간

직장명

직 위

취득일

자격증명

발행기관

경 력

자격증

추천인

성 명

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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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성 명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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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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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국 문
단체명

한 문
영 문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FAX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단체(기업)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 첨 부
(1) 연혁서

1부

(2) 사업자등록번호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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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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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원고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 심의 후 결의에 따른다)
4. 제출방법 : 대한부동산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5. 제출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대학교 브리지관 422
(국제금융 부동산학과 內) [사]대한부동산학회 간사 조수희
[☎ 041) 570-7788 (010-2309-8927)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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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투고 신청서
(한글)

소속

(영문)

직위

성 명

주 소
전 화

이메일

논문제목

원 고 내 용 요 약

논문 심사비(10만원)
원 고

제 출

매 수

일 시

접 수

접 수

일 자

순 서

기업은행 650-020939-04-011 (대한부동산학회)
성 명
게재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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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금번 제

호

차기 제

호

회원 동정사항 통지 안내문

임･회원 여러분의 동정사항을 전체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효율적인 회원관리와 학회지 및
다이제스트 회원동정란 게재에 참고하고자 회원 동정사항 기재란을 송부하오니 해당되시는
임･회원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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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유학,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에의 취업 및 파견 등에 관한 사
항(년도, 학교명, 학위취득(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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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경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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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길 51 세신그린코아 509호
TEL. (02) 3446-2101

FAX. (02) 3446-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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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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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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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