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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ynamic aspects of regional disparities in household net 
wealth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the changes of household net wealth have been investigated among 
the two groups: people who have lived in the SMA(Seoul Metropolitan Area) and people who had lived 
in non-SMA during the case study period. The regional net wealth disparities between the two were 
analyzed using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KLIPS) from 1998 to 2019. The particular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home ownership and its impact on the accumulation of household net 
wealth.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people who lived in SMA have higher asset level than those of 
who lived in non-SMA. The asset gaps between two groups have widened according housing ownership.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clearly showed that the level of assets is relatively higher for the 
owner of the house. However, further analysis that compares net assets of non-home owning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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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of residence itself has an important impact of the accumulation of net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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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5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비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의 변화는 상 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았다.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

에는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일자리 및 인구 집중 현상’

과 관련이 깊다. 기존 문헌에서는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집중화 현상이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

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왔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실증하는 연구는 진행된 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1998년)~22차(2019년)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주택 보

유여부 측면에서 거주지가 개인(또는 가구) 단위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집단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집단 간 자산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 격차에는 ‘주택자산’이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택자에게도 수도권 거주에 따른 자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단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거주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자산 격차의 시간적 변화를 공간적 맥락으로 확장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수도권, 지역 격차, 자산 격차, 패널모형

Ⅰ. 서  론

2015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KB 국민은

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활용1)하여 2014년~2021년 7년간 아파트 중위가격을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4년 약 4억 7천만 원에서 2021년 약 9억 6천만 원으로 109%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년간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2배 넘게 상승한 데 비해, 5  

광역시 및 기타 지방도시 등 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중위가격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는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일자

리 및 인구 집중 현상’과 관련이 깊다는 지적이 있다. 1960년  20.8%였던 수도권 인구는 지

1) KB국민은행 홈페이지(https://kbland.kr/), 2021. 04. 15 방문하여 참조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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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020년 기준 2,596만 명(50.1%)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20). 일자리의 

기회가 많은 수도권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주택수요 증가 → 주택가격 상승’의 메커니

즘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국토연구원, 2020).2)

기존 문헌에서는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집중화 현상이 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개인 간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왔다. 소득, 자산, 고용 등의 경제적 요인이 집중된 수도

권에 ‘거주하는 사람’과 ‘거주하지 않는 사람’ 간 경제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이러한 자산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강은택·마강래, 20123); 장영은 외, 20174)).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 적으로 

집값 상승이 빠른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소유를 통한 자산축적의 기회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와는 별도로, 일부 학자들은 주택 보유여부만이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미 비교우위를 선점한 수도권이 가진 긍정적인 외

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effects),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s) 등으로 인해 거주에 

따른 순수한 자산증식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

실만으로도 개인이나 가구 수준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과의 자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실제 ‘주택 보유여부’를 고려하여 수도권 거주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 보유여부를 고려하여, 수도권 거주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를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8년(1차)~2019년(22차)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주택 

보유여부’ 측면에서 거주지가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에 해 실증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에 따른 개인 간 자산 격차의 시간적 변화에 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에 한 선

행연구를 검토하였고,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활용된 사용자료, 분석방법, 주요변수 

등의 분석방법론을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자산 격차에 한 실증분석

을 수행하였고, 마지막 5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토 로 연구결과에 한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

였다. 

2) 민성희·배인성,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20.
3) 강은택ㆍ마강래,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7권 제1호, 

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pp.33~43.
4) 장영은ㆍ이강용ㆍ정준호, “거주주택자산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 제15권 제3호, 한

국주거환경학회, 2017,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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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개인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더 나은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이상림, 2009)5). 소득, 자산, 고용 등의 경제적인 기회는 개인이 거주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희연, 20086); 이종수, 20177)). Munshi(2016)8)는 거주지는 개

인의 자산 축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라 개인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수의 문헌에서는 개인 및 가구 단위의 거주지가 개인 간 경제적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김준형·최명섭, 20119); 문영만, 201810); 정준호, 202011)). 이들 연구는 고용 

기회, 부동산 소유를 통한 자산 축적의 기회 등의 경제적인 기회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 간 경제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해

왔다. 김민영·임업(2017)12)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 차이가 인구 이동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였으며, 임미화(2020)13)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 고용기

회, 교육 등의 기 효과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수도권으로 유입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준형(20

09)14)은 실제 가구의 자산 형성에 자가 보유기간, 수도권 거주기간 등이 주된 영향을 미치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3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5) 이상림,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최초이동, 계속이동, 귀환이동”, ｢한국인구학｣, 제32권 제3

호, 한국인구학회, 2009, pp.43~72.
6) 이희연, ｢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분석｣, 국토연구원, 2008.
7) 이종수, “지역 간 임금격차에 한 고찰: 수도권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17권 제2

호, 한국노동연구원, 2017, pp.143~171.
8) Munshi, K., and Rosenzweig, M., “Networks and misallocation: Insurance, migration, and 

the rural-urban wage gap”, American Economic Review, Vol.106, No.1, 2016, pp.46~98.
9) 김준형ㆍ최명섭, “부동산자산의 지역불균형”,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10, 

pp. 99~129. 
10) 문영만,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2차 유출 결정요인”, ｢지역노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지역고

용학회, 2018, pp.73~105.
11) 정준호, “지역 차원의 소득과 자산 간 결합분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 ｢국토지리학회지｣, 제

52권 제2호, 국토지리학회, 2018, pp.159~176.
12) 김민영ㆍ임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지역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지역학

회, 2017, pp.3~23.
13) 임미화, “비수도권가구의 이사계획 및 수도권이주에 한 가구특성 분석”, ｢주거환경｣, 제15권 제3

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20, pp.67~77.
14) 김준형, “주택자산의 중요성과 그 형성에 관한 연구”,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 회 자료집｣, 

2009, pp.62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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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혔다. 강은택·마강래(2012)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한 집단과 이동하지 않은 집단 간 자

산 규모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우

리나라에서는 비교우위를 선점한 수도권과 같은 도시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활발히 나타나

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 간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국토연구원, 2020). 

2. 주택자산이 자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

이들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실은,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장영은 외, 2017; 정기성·홍사흠, 201915)). 주택자산

은 실제 가구의 자산 불평등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신진욱, 201316); 남상호, 201

517)) 이성재·이우진(2016)18)은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가구 순자산 불평등도를 구성 요소

별로 분해하였는데, 가구의 자산 불평등 중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약 80% 이상을 차

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준형·최막중(2010)19)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에 비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게 상 적으로 자산 증식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소득계층별로 자산소유가 자산증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모든 소득계층

에서 자가소유가 가구의 자산증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도 다

수의 연구에서 주택자산이 가구의 자산 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실증되어 왔

다(Azpitarte, 201020); Kaas. et al., 201921)). Azpitarte(2010)는 주택자산이 가구의 자산 

불평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을 실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스페인 가구재무조사(EFF)를 

활용하여 특정 자산의 자산 불평등에 한 기여도를 분석하였는데, 가구의 자산 격차에 있어

서는 금융자산, 기타자산 등에 비해 주택자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 Alba

15) 정기성ㆍ홍사흠, “공간 분석을 통한 지역별 수도권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지리정보시

스템과 지리적가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국토계획｣, 제54권 제5호, 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pp.116~127. 
16) 신진욱, “한국에서 자산 및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불평등 구조의 특

성”,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3호, 한신 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pp.44~64.
17) 남상호,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및 자산 분포 분석”, ｢재정정책논집｣, 제17권 제3호, 한국재정정책학

회, 2015, pp.143~171.
18) 이성재ㆍ이우진, “샤플리값을 이용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한국재정학회 학

술 회 논문집｣, 한국재정학회, 2016. 
19) 김준형ㆍ최막중, “소득계층별 자가소유의 자산증  효과”, ｢주택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주택학회, 

2010, pp.343~370. 
20) Azpitarte, F., “The household wealth distribution in Spain: the role of housing and 

financial wealth”, ｢Hacienda Publica Espanola｣, Vol.94, No.3, 2020, pp.65~90.
21) Kaas, L., Kocharkov, G., and Preugschat, E. “Wealth inequality and homeownership in 

Europe” ｢Annals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136, 2019,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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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는 특정 지역의 자산 가격 상승이 상 적으로 클 경우,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자산 

축적의 가능성과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어느 지

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주택자산’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수도권에서의 주택 보유여부가 개인의 

자산 증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전해정, 201423); 정준호, 201824)). 실제 최

승문(2019)25)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도권에서의 거주는 더 어려워진 반면, 수

도권에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의 자산 증식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비교적 최근 진행된 박현준·진창하(2020)26)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순자산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수도권 거주

여부, 자산 비 부동산자산 비율, 자가 보유기간 등이 가구의 순자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최근 10년 동안 진행되어왔던 수도권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수도권에서의 주택을 소유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자산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보면, 기존 문헌에서는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를 실증함에 있어, ‘주택 보유여부’

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거주지가 자산 증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하는 데 기여했으나,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이러한 자산효과가 차별적으로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실제 강은택·마강래(2012)는 주택 보유여부에 따

라 수도권으로 이동한 집단과 이동하지 않은 집단 간 부동산 격차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이를 실증하는 연구는 진행된 바 없었다. 또한, 지역의 이질성으로 인한 자

산 격차가 시간적 변화에 따라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개인적인(혹은 가

구) 수준에서 자산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에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2) Alba, R., and Forner, N., “Immigration and Geography of Polarization”, ｢City and 

Community｣, Vol.16, No.3, 2017, pp.239~243. 
23) 전해정, “부동산소득이 지역별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

지｣, 제17권 제3호, 한국경제지리학회, 2014, pp.502~516.
24) 정준호, “지역 차원의 소득과 자산 간 결합분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 ｢국토지리학회지｣, 제

52권 제2호, 국토지리학회, 2018, pp.159~176.
25) 최승문, “부동산 보유세의 주요 쟁점”, ｢지방세포럼｣, 제45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pp.4~26.
26) 박현준ㆍ진창하, “무조건부 분위회귀를 활용한 세 별 자산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제

30권 제3호, 한국부동산연구원,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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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방법론

1. 사용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1998년(1차)~2019년(22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를 활용하여, 거주지가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 국내에서 최장기간 동안 구축된 자료로(남재

량 외, 2009)27), 1998년 5,000가구와 이들 가구에 속한 약 13,000명의 가구원을 상으로 

1차 조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22차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거주

지에 따른 자산 격차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한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거주하지 않는 사람 간의 격차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노동패널 자료는 현재 거주지, 

주택 점유형태 등의 개인의 정보와 임금, 자산 등 경제적 요인에 한 방 한 정보를 담고 있

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라 발생하는 축적 자산의 동태적인 변화를 엄 하게 파악할 수 있다. 

노동패널 자료는 가구의 자산, 부채 등 가구에 관한 자료와 학력, 임금 등 개인에 관한 자

료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을 위해 1차~22차 개인자료와 가구자료

(e.g. 가구주 여부, 가구원 수 등)를 결합하여, 개인특성, 가구특성이 포함된 분석자료를 구축

하였다. 

분석 상은 2차(1999년)부터 22차(2019년) 21년의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주를 

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한 번이라도 설문에 미응답한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분가 가구, 신규 가구 또한 제외하였다). 2차(1999년) 자료부터 사용한 이유는, 1998년에는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채 등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중 조사 

초기 5개년(1998년~2002년) 동안 거주지가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인 사람과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외 광역시·도)인 사람으로 구분하였으며, 가장 최근 조사 시점인 22차(2019년)

에서도 현 거주지가 수도권인 사람은 ‘수도권 계속 거주자’로, 비수도권인 사람은 ‘비수도권 

계속 거주자’로 선정하였다. 초기 5개년을 거주지의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① 2차~22차 

모두 응답한 가구주 중 초기 5개년 동일한 지역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표본의 비중

이 약 3%의 적은 비중이며, ② 2003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

승하였고, 이로 인해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샘플은 아래의 <표-1>과 같다. 총 1,397명의 가구주 중 본 연구의 실증분석 상

으로 ‘초기 5개년 수도권 거주-2019년 수도권 거주자(수도권 계속 거주자)’ 594명과 ‘초기 5

27) 남재량, “한국노동패널 1~10차년도 조사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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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년 비수도권 거주-2019년 비수도권 거주자(비수도권 계속 거주자)’ 769명을 추출하였다. 

이를 상으로 실증분석에서는 패널 데이터를 ‘시간 공백이 없는 균형 패널’28)로 구축하였으

며, 이를 통해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에서 사용된 최종 관측치(observations)는 1,213명의 

25,473개(21개 시점)로 나타났다. 

구분
2019년 현재 거주지

수도권 비수도권 계

초기
5개년 
거주지

수도권 594(42.5%) 23(1.7%) 617(44.2%)

비수도권 11(0.8%) 769(55.1%) 780(55.8%)

계 605(43.3%) 792(56.7%) 1,397(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자료, 1차-22차 개인, 가구 결합자료.

<표 1>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22차 기준)

(단위 : 명)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패널분석(panel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에 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패널분석은 횡단면 자료(cross sectional data)와 시계열 자료(time

-series data)의 특성을 모두 포함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형으로, 횡단면 분석이나 시

계열분석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누락변수(unobservable omitted variables)에 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Baltagi, 2013)29). 따라서 계수값이 다소 과 추정되는 회귀분석과 

시계열분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3)30). 특히 패널모형은 시간적 변화

에 따른 개체의 동적(dynamic)특성 뿐만 아니라 개체 간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

ed heterogeneity)을 고려할 수 있어,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시간적 변화를 추정할 

수 있기에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3.1)

과 같다. 

28) 패널 데이터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네 가지 유형은 ‘시간 공백이 없는 균형 패널’, ‘시간 

공백이 없는 불균형 패널’, ‘시간 공백이 있는 균형 패널’, ‘시간 공백이 있는 불균형 패널’로 구분된

다(한치록, 2017).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1차 조사시점인 1998년~22차 2019년까지 모두 

응답한 가구주를 상으로,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 기간이 동일하고 시간 공백이 없는 균형패널을 구

축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29) Baltagi, B. H.,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5 th ed.｣, Chichester, UK: Wiley, 

2013.  
30) 민인식ㆍ최필선, ｢페널 데이터 분석｣, 지필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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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위 식에서 i는 패널 개체, t는 시간 변수, 는 개인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오차항, 는 개

인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순수 오차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모형 중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사용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위 식의 를 상수항으로 취급하여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보는 반면,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를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두 모형을 비교하여 최종 분석방법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주

택 보유여부의 측면에서 수도권 거주자와 비수도권 거주자의 순자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주택자 v.s. 무주택자’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모

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3.2)와 같다. 

ln                           (3.2)

여기서 는 가구 i의 t시점에서의 순자산, 는 개인특성(성별, 연령, 학력, 혼인여부, 

취업여부, 직업 등), 는 가구특성(가구원 수, 자가 보유여부, 거주주택 외 부동산 소유여부 

등), 는 부모특성(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등), 는 세  코호트 특성, 

는 수도권 거주여부, 는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개인의 미 관측된 특성(unobserved het

erogeneity),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3. 주요변수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가 자산에 미치는 순효과(net effects)를 추정하기 위해 순자산을 종

속변수로 하고, 개인특성 변수, 가구특성 변수, 부모특성 변수, 세  코호트 변수를 독립변수

로 설정하였다. 

주요변수를 살펴보면, 우선 종속변수인 순자산(net wealth)은 노동패널 자료의 부동산자

산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에서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제외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순자산의 왜도(skewness)를 줄이기 위해 로그(log)를 취한 로그

순자산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특히, 음(-)의 값을 가지는 순자산에 로그를 취할 경우에는 

종속변수를 조작하여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이상붕, 2011). 본 연구에서는 로그순자산

을 종속변수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로그 (순자산+최소값+1)’31) 의 값

31) 이상붕(2011)의 연구에 따르면, 음(-)의 값을 가지는 순자산에 로그를 취할 경우 ① 순자산, ② 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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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독립변수는 미시적 수준의 가구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Matha.  

et al., 201732); 박현준·진창하, 2020)를 참고하여, 순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변수들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여부, 취업여

부, 직업 등의 개인특성 변수, 가구원 수, 자가 보유여부, 거주주택 외 부동산 소유여부, 가구

근로소득, 총자산 비 부동산자산 비율, 총자산 비 금융자산 비율, 총자산 비 부채 비율 

등의 가구특성 변수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순자산과 같은 가구의 경제적 특성은 세  간 물림될 수 있다는 점(권오규·마강

래, 201333); 강은택 외, 201734))을 고려하여,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등의 부모특성 변수를 선정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서 부모의 경제력은 조사 상자

가 만 14세 무렵인 시점의 경제적 형편 정도를 조사한다. 응답문항은 ‘(1) 평균보다 훨씬 높

았다. (2)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3) 평균 수준이었다. (4)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5) 평균보

다 훨씬 낮았다’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균 이상이었다’와 ‘평균 미만이었다’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또한 부모의 경제력과 마찬가지로, 조사 상자가 만 14세 무렵인 

시점의 부모의 정보로 조사된다. 본 연구의 부모 학력변수는 아버지의 학력 기준, ‘ 졸 이상

의 고학력’, ‘고졸 이하의 저학력’으로 설정하였다. 연령에 따라 순자산 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통제하기 위해 총 5개의 세  코호트를 구성하여 변수에 포함했다. 

특히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거주지가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도권 거주여부’와 ‘자가 보유여부’의 상

호작용효과 변수를 핵심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산, 소득 

관련 변수는 실질순자산, 실질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생활물가지수(전·월세 포함)를 

적용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 모두 VIF

가 낮아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는 <표

-2>와 같다.

산 + 최소값 + 1, ③ 로그(순자산 + 최소값 + 1), ④ 1% 상하의 순자산 표본 제거한 순자산, ⑤ 5% 

상하의 순자산 표본 제거한 순자산 등의 방법으로 조작하여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32) Matha, T. Y., and Porpiglia, A., and Ziegelmeyer, M., “The household wealth in Euro 

Area: The Importance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 Homeownership and House Price 

Dynamics”,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Vol.35, 2017, pp.1~12.
33) 권오규ㆍ마강래, “변이할당모형을 이용한 수도권 인구 유출입 분석”, ｢국토계획｣, 제49권 제8호, 

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pp.5~19.
34) 강은택ㆍ안아림ㆍ마강래, “부동산 자산과 소득의 세 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 한부동산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부동산학회, 201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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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변수설명

종속
변수

Log(순자산) 총자산-부채의 로그값

독립
변수

개별
특성

가구주 성별 0: 여성 1: 남성

가구주 연령 연속변수

가구주 교육수준 0: 저학력(고졸 이하) 1: 고학력( 졸 이상)

가구주 배우자 유무여부 0: 배우자 없음 1: 결혼하여 배우자 있음

가구주 취업여부 0: 미취업 1: 취업

가구주 직업
0: 서비스판매직, 농어업, 기타무직

1 : 전문관리직, 사무직

가구
특성

가구원수 가구의 가구원수

자가 보유여부 0: 임차(전세, 월세, 기타 등) 1: 자가

거주주택 외 부동산소유여부 0: 미소유 1: 소유

가구소득 연간 가구총소득

총자산 비 부동산자산 비율 가구의 부동산자산/총자산 비율

총자산 비 금융자산 비율 가구의 금융자산/총자산 비율

총자산 비 부채비율 가구의 부채/총자산 비율

부모
특성

부모의 경제력
0: 평균 이하
1: 평균 이상

부모의 학력
0: 저학력(고졸이하)
1: 고학력( 졸 이상)

부모의 직업

1: 정규직 임금근로자, 종업원 있는 고용주
2: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3: 가족종사자, 무직/주부(참조변수)

코호트

20 만20~29세

30 만30~39세

40 만40~49세

50 만50~59세

60  이상 만 60세~

수도권 거주여부 0: 비수도권 거주 1: 수도권 거주

상호작용효과 수도권 거주여부*자가 보유여부

<표 2> 변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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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기초통계분석

먼저 실증분석에서는 자산의 순효과 추정에 사용한 1,213 가구패널의 기초통계량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3>과 같다. 기초통계량을 살

펴보면, 종속변수인 순자산은 최소값과 최 값의 편차는 높았으나, 연평균 23,914만원인 것

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개인특성의 경우, 응답자인 가구주의 성별은 가구의 약 90%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균나이는 약 56세로, 교육수준은 부분이 졸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

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가구가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가 취업상태

인 가구는 약 80%였으며, 전문관리직·사무직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약 20%인 것으

로 나타났다. 

가구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가구원수는 평균 약 3.2명이며, 표본가구의 약 80%가 자가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총 근로소득은 평균 약 3.22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소

득의 경우 일부 응답자가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이를 통제하여 자산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증분석에 포함

하였다. 또한, 총자산 비 부동산자산 비율이 80% 정도이며, 총자산 비 금융자산의 비율

은 1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응답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자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부분 가구는 자산 비 약 50%의 부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특성을 보면, 가구주 부모의 경제력은 평균 수준으로, 졸 이하 부모가 부분인 것으

로 파악되었다. 가구주 부모의 직업의 상당수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로 나타났다.  

세  코호트 특성을 살펴보면, 20·30 (10% 내외), 40 (20%), 50 (30%), 60  이상(4

0%)로 분석되었는데, 이를 통해 부분 응답자가 자산 축적의 정점 수준에서 벗어난 장년계

층임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수도권 거주여부는 수도권 거주자

가 약 40%, 비수도권 거주자가 약 6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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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순자산 23914.42 37851.18 -334250 976440

개인
특성

가구주 성별 0.9 0.3 0.0 1.0

가구주 연령 56.6 12.0 22.0 96.0

가구주 교육수준 0.2 0.4 0.0 1.0

가구주 배우자 유무여부 0.8 0.4 0.0 1.0

가구주 취업여부 0.8 0.4 0.0 1.0

가구주 직업 0.2 0.4 0.0 1.0

가구
특성

가구원수 3.2 1.3 1.0 9.0

자가 보유여부 0.7 0.4 0.0 1.0

거주주택 외 
부동산소유여부

0.3 0.5 0.0 1.0

가구소득 3220.1 2882.4 0.0 73122.0

총자산 비
 부동산자산 비율

0.8 0.2 0.0 1.0

총자산 비 
금융자산 비율

0.1 0.2 0.0 1.0

총자산 비 부채비율 0.5 16.7 0.0 1.0

부모
특성

부모의 경제력 0.5 0.5 0.0 1.0

부모의 교육수준 0.0 0.2 0.0 1.0

부모의 
직업

임금근로자, 
종업원 있는 고용주

0.2 0.4 0.0 1.0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0.8 0.4 0.0 1.0

가족종사자, 
무직/주부(참조변수)

0.0 0.2 0.0 1.0

코호트
특성

20 0.0 0.1 0.0 1.0

30 0.1 0.3 0.0 1.0

40 0.2 0.4 0.0 1.0

50 0.3 0.5 0.0 1.0

60  이상 0.4 0.5 0.0 1.0

수도권 거주여부 0.4 0.5 0.0 1.0

상호작용효과 0.3 0.5 0.0 1.0

<표 3> 샘플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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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본 연구는 주택 보유여부의 측면에서,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에 앞서, 일반적으로 패널분석 수행 시 필요한 세 가지의 가설검정을 통해 분석모형의 적

합성을 검증하였다(이희연·노승철, 2013)35). 먼저 합동 OLS와 고정효과 모형에 해 F-검정

을 수행하였으며, F값이 21.62로 p값이 0.01보다 작아 ‘모든 i에 해 =0’이라는 귀무가설

이 기각되었다. 이는 고정효과 모형이 합동 OLS보다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합동 

OLS와 확률효과 모형에 한 Breusch-Pegan의 LM(Lagrangian Multiplier)검정 결과, ‘v

ar()=
 =0’의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확률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두 모형 모두 합동 OLS 보다는 패널모형을 채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모형의 

적합성에 한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을 수행한 결과, 1%의 유의수준에서 ‘cov( , 

)=0’의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확률효과 모형보다는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중 가구주 성별,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교육수준, 수도권 거

주여부 등 일부 변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불변하는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변수들은 고정효

과 모형으로 분석할 시 값이 생략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할 경우,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여부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해 

남기성(2012)36)은 주된 관심변수가 성별이나 처리그룹(treatment group)과 같은 시간-불변 

변수라면, 고정효과 모형보다는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에서는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거주지에 

따른 자산효과를 살펴보았다.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에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4>의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특성을 지닌 변수의 계수를 추정하지 

못했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가구주 연령, 배우자 유무여부의 개인특성, 자가 보유여부, 거

주주택 외 부동산소유여부 등의 변수가 1%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반면에,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가구원수, 부모의 교육수준 변수는 유의수준 10% 내에서 유의하게 분

석되었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여부 등의 개인특성 변수, 자가 보유여부, 거주

주택 외 부동산소유여부, 가구소득, 총자산 비 부동산자산 비율 등의 변수는 유의수준 1% 

하에 가구의 순자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35) 이희연ㆍ노승철, ｢고급통계분석론｣, 문우사, 2013.
36) 남기성, “패널조사의 개념과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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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주여부’와 ‘자가 보유여부’의 상호작용효과 변수는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수준 1% 

내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변수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추정계수 표준편차 t값 추정계수 표준편차 t값

개인
특성

가구주 성별 - - - 0.025*** 0.006 4

가구주 연령 0.003*** 0.000 24.31 0.002*** 0.000 23.08

가구주 교육수준 0.015** 0.006 2.54 0.035*** 0.004 8.76

가구주 배우자 
유무여부

0.016*** 0.003 5.76 0.016*** 0.003 6.1

가구주 취업여부 -0.001 0.001 -0.89 -0.002 0.001 -1.13

가구주 직업 0.001 0.002 0.54 0.003 0.002 1.35

가구
특성

가구원수 -0.001*** 0.001 -0.91 -0.001* 0.001 -1.5

자가 보유여부 0.025*** 0.002 13.76 0.026*** 0.002 14.56

거주주택 외 
부동산소유여부

0.064*** 0.001 53.75 0.066*** 0.001 56.65

가구소득 0.003*** 0.001 5.13 0.005*** 0.001 7.79

총자산 비
 부동산자산 비율

0.025*** 0.003 8.54 0.025*** 0.003 8.650

총자산 비 
금융자산 비율

0.017*** 0.003 4.99 0.018*** 0.003 5.380

총자산 비 부채비율 -0.002*** 0.000 -3.29 -0.002*** 0.000 -3.360

부모
특성

부모의 경제력 - - - 0.017*** 0.004 4.37

부모의 교육수준 - - - 0.006* 0.012 0.53

임금근로자, 
종업원 있는 고용주

- - - -0.002 0.013 -0.15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종업원 없는자영업자

- - - -0.006 0.012 -0.47

코호트

30 -0.017*** 0.008 -2.15 -0.019** 0.008 -2.39

40 -0.020*** 0.008 -2.4 -0.022*** 0.008 -2.68

50 -0.016 0.008 -1.87 -0.018** 0.008 -2.17

60  이상 -0.015** 0.009 -1.68 -0.017** 0.009 -1.98

수도권 거주여부 - - - 0.033*** 0.007 5.34

수도권 거주여부*
자가 보유여부의 상호작용효과

0.043*** 0.005 8.78 0.057*** 0.009 9.33

<표 4>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에 대한 패널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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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통제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

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순자산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의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 외 부동산

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순자산에 양(+)의 자산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거주주택 외 부동산소유여부는 고정효과모형에서 6.4%, 확률효과모형에서 6.6%의 영향력을 

가지며, 이러한 결과는 거주주택 외 부동산 소유여부가 순자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또한, 총자산 비 부동산자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총자산 비 금융자산의 비율

이 높을수록, 총자산 비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순자산에 양(+)의 자산효과의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현준·진창하(2020)의 연구에서 제시된 실증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도 총자산 비 부동산자산 비율, 거주주택 외 부동산자산 소유 여부 등의 부동산자

산 관련 변수의 순자산에 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특성의 경우에는 확률효과모형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평균 이상일수록, 교육수준이 

졸 이상일수록 순자산의 방향이 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별로 구분된 코호트 변수의 영향력(참조변수: 20 )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순자산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실증분석에서는 주택 보유여부를 고려하여, 거주지에 따른 순자산효과가 달리 나타나

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 거주여부와 주택 점유형태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

를 추정하였는데, ‘자가보유여부 → 순자산’의 영향력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자산 보유여부’를 중심으로 거

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최승문(2020)의 주장과 특정 지역의 자산 가격이 

변수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추정계수 표준편차 t값 추정계수 표준편차 t값

상수 12.299 0.016 764.5 12.307 0.017 734.22



within 0.25 0.20

between 0.54 0.43

overall 0.45 0.67

F 21.72*** -

  - 218.14***

Dubin-Watson 1,363

자료수 (obs.) 1,213 (25,473)

주: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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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적으로 클 경우,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자산 축적의 가능성과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Alba(2017)의 주장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어지는 실증분석에서는 ‘주택 보유여부’를 고려하여, 개인특성 요인, 가구특성 요인, 부모

특성 요인, 코호트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거주지에 따른 순자산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3.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비교분석 

본 절의 실증분석에서는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구분하여 

거주지에 따른 순자산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는 순수히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거주지에 

따른 자산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실증하기 위해서이다. 주택 보유여부는 분석기간 

내 한 번이라도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상은 무주택자로, 보유한 상은 유주택자로 구분하

여 추정하였다.

변수
유주택자 무주택자

추정계수 표준편차 t값 추정계수 표준편차 t값

개인
특성

가구주 성별 0.031*** 0.009 3.57 0.007*** 0.006 1.22

가구주 연령 0.003*** 0.000 24.39 0.001*** 0.000 4.89

가구주 교육수준 0.042*** 0.005 8.39 0.016*** 0.004 3.76

가구주 배우자 
유무여부

0.017*** 0.004 4.57 0.003 0.003 0.9

가구주 취업여부 -0.002 0.002 -1.5 0.003 0.002 1.52

가구주 직업 0.005* 0.002 1.92 0.010*** 0.003 3.52

가구
특성

가구원수 -0.001* 0.001 -0.06 -0.001* 0.001 -1.23

거주주택 외 
부동산소유여부

0.066*** 0.001 49.13 0.064*** 0.002 34.96

가구소득 0.005*** 0.001 7.01 0.003*** 0.001 3.56

총자산 비
 부동산자산 비율

0.044*** 0.005 8.68 0.006*** 0.003 2.41

총자산 비 
금융자산 비율

0.040*** 0.006 7.09 0.014*** 0.003 4.61

총자산 비 부채비율 -0.005*** 0.000 -12.43 0.000*** 0.000 -2.67

부모
특성

부모의 경제력 0.019*** 0.005 3.88 0.005 0.004 1.15

부모의 교육수준 0.012 0.015 0.78 0.003 0.011 0.28

<표 5>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 실증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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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공통적으로 남성일 경우, 연령

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일 경우에 보다 많은 순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특성 변수에서는 거주주택 외 부동산소유여부가 두 집단 모두에게 강한 순

자산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자산 비 부동산자산의 비율의 경우에는 유주택

자에게는 순자산이 약 4.4% 증가하는 반면, 무주택자에게는 약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거주주택의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개인 간 자산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기존 연

구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수도권 거

주여부에 따른 자산효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거주자가 비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더 많은 자산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확률효과 모형

의 특성에 따라, 개인 간 변동과 개인 내 변동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도권에 거주할 때, 약 5.9%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본인이 수

도권에 거주할 때, 약 2.8%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주택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특성의 경우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이며, 고연

령, 고학력,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 순자산의 양(+)의 자산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구원수를 제외한 거주주택 외 부동산소유여부, 가구소득, 총자산 

변수
유주택자 무주택자

추정계수 표준편차 t값 추정계수 표준편차 t값

임금근로자, 
종업원 있는 고용주

0.000 0.016 0.01 0.001 0.014 0.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종업원 없는자영업자

-0.006 0.015 -0.38 0.013 0.014 0.93

코호트

30 -0.029 0.021 -1.36 -0.002 0.006 -0.27

40 -0.025 0.021 -1.17 0.000 0.007 0.06

50 -0.019 0.021 -0.91 -0.001 0.007 -0.14

60  이상 -0.018 0.022 -0.83 -0.004 0.008 -0.52

수도권 거주여부 0.059*** 0.005 9.89 0.028*** 0.004 6.97

상수 12.267*** 0.028 439.45 12.409 0.018 700.43



within 0.33 0.37

between 0.45 0.58

overall 0.34 0.41

  78.46*** 183.63***

자료수 (obs.) 849 (17,829) 364 (7,644)

주: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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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부동산자산 비율, 총자산 비 금융자산 비율, 총자산 비 부채비율이 모두 1% 유의수

준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거주주택 외 부동산을 소유할 때 순자산이 6.6% 

증가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주요변수 중 가장 높은 순자산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총자산 비 부동산자산 비율, 총자산 비 금융자산의 비율 등의 자산 관련 변수 

또한 순자산에 양(+)의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주택 외 

부동산소유여부, 총자산 비 부동산자산 비율 등의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중이 가구의 자산 

규모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집

단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집단 간 약 5.9%의 순자산격차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강은택·마강래(2012)는 수도권으로 이동한 집단

과 이동하지 않은 집단 간의 자산 격차에는 보유 주택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수도권으

로의 이동 후,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실

증결과는 수도권에서의 거주에 따른 자산효과에 ‘주택자산’이 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의 주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자산소득이 다시 자산 축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무주택자를 상으로 도출된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

었다. <표-5>의 무주택자의 수도권 거주여부 영향력을 살펴보면, 무주택자에게도 수도권에서

의 거주여부가 가구의 순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기간 내 

주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에게도 거주지에 따른 자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문헌에서는 유주택자를 중심으로 수도권 거주자와 비수도권 거주자 간 자산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되어 왔지만, 무주택자에게도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가 나타

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주택 소유여부 이외에도, 본 연구의 순자산을 구성하는 항

목인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 보험 등의 금융자산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과 같은 도시권에 거주하는 사람과 

거주하지 않는 사람 간 자산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의 논의(이번송·김용현, 

200437); 김민영·임업, 2017)와 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송·김용현(2004)은 실제 평균 인적

자본, 연구개발비, 기타 도시 특성 등의 지역적 요인이 거주자의 경제적 측면에 긍정적인 외

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effects)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실증결과

는 수도권의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분석기간 동안 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집단과 비수도권에 계속 

37) 이번송ㆍ김용현, “도시적 인적자본, R&D, 및 기타 특성이 도시의 임금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

석: 도시 삶의 질 측정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52권 제2호, 한국경제학회, 2004, pp.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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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한 집단 간 자산 격차에는 ‘주택자산’이 접한 관련이 있음을 실증하였다. 특히, 무주택

자에게도 수도권 거주에 따른 자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단지 수도권에 거주한다

는 사실만으로 거주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실증결과에서 나타난 거주지에 따른 순자산 격차는 장기적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Ⅴ. 요약 및 결론

통계청은 지난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으며, 

‘주택’, ‘직업’, ‘교육’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수도권으로의 집중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 도시 인구집중 방지 책”이 수립된 이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으로의 집

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간적 격차’는 

‘개인 간 자산 격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의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는 

심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거주지가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1차(1998년)~22차(2019년)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집단과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집단 간 순자산 차이에 한 두 가지 측면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가구를 상으로 진행한 분석을 통해 ‘수도권 거주여부’와 ‘주택 보유여부’가 

개인의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조사시작 시점 이후 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집단은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순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한 수도권 거주여부와 주택 점유형태의 상호작용 효과

(interaction effect)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가보유여부 → 순자산’의 영향력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자산

증식에 있어서 ‘수도권에서의 주택 보유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주택 보유여부’를 고려하여 두 집단 간 자산 격차를 살펴보았

다. 분석결과, 유주택자 5.9%, 무주택자 2.8%의 자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주택

자에 비해 유주택자일 경우에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집단과 비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집단의 순

자산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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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게도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주택자산 보유여부 이

외에도 수도권에서의 거주에 따른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거주하지 않는 사람과의 자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고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집단과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집단 

간의 자산 격차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들에게도 금

융자산 등의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증된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향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방

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응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기반 

조성 등의 거주지에 따른 개인 간 경제적인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의 주택 보유여부’에 따

라 개인 간 자산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책과 비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 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택 보유여부를 고려하여, 거주지에 따른 자산 격차를 밝혔다는 데 학술적 의

의가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만 조명하여, 보다 다양한 거주지역 

간 자산차이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거주지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수도권 v.s. 광역시’, ‘광역

시 v.s. 기타 도지역’ 등에 한 개인의 자산 격차를 규명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주택 보유여부’ 측면만을 조명하여, 무주택자에게 거주지에 따른 자산효과를 유발

하는 다양한 요인에 해 구체적으로 실증하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수도권의 정보 접근성, 

네트워크 효과 등에 관한 기타요인을 검토하는 것은 보다 풍부한 정책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

을 것이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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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표 척도인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주택 소유 및 점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

는 매매가격과 점유(비소유 거주)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전세가격이 상호 어떠한 반응과 영향

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택유형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에 한 매

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함께 분석하여 주택가격의 복합한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서울과 전국을 기준으로 영향구조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주택매매가격이 전세가격에 상당한 영향이 미침을 확인하였고, 그 중 아파트 

가격에 한 영향이 상 적으로 큼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과 전국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는 서울이 전국보다 주택가격 간 영향이 큼을 확인하였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매매가격은 

타 주택가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안

정화 된다면, 다른 주택 매매 가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국 보다 

서울이 상 적으로 효과가 큼을 예상할 수 있다.

 

주제어 :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상호연관성, 영향력, 주택가격안정

Ⅰ. 서  론

1. 연구 배경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표적인 사

례가 주택가격상승에서 오는 주택의 자산효과와 시세차익에 의한 심리적, 물질적 빈부격차1)

이다. 자산효과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현재의 주택가격상승에 의해 향후 이득을 고

려하여 현재의 지출에 반영되는 현상2)을 말하며, 시세차익은 주택이전 등의 원인으로 인해 

주택 처분 시 가격 차이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불로소득3)이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주택매매가

1) 임 봉, “주택가격 상승요인과 책방안”, ｢영남 학교 2007년 경제학 공동 학술 회 발표논문｣, 

2007, pp1~25.
2) 최우섭ㆍ서원석, “점유형태에 따른 가구의 주택자산효과 비교분석”, ｢ 한부동산학회지｣, 제37권 제1

호, 사단법인 한부동산학회, 2019, pp21~39.
3) 김성배, “10월1일 부동산 책중 임 주택정책과 관련 법제도에 한 검토 -문재인정부의 임 주택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호 영향력에 관한 연구

- 31 -

격을 말한다.

실제 거주생활과 관련해서 주택가격은 매매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택가격 척도를 나

타내는 것은 매매가격과 임차가격을 표하는 전세가격이 함께한다. 그런데 주택매매가격이 

변동하면 주택전세가격도 변동한다.4) 문제는 주택매매가격 변동시 발생했던 주택소유가구의 

사회 문제점들이 임차가구에게는 전혀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5) 이를 기준으로 보았

을 때 정부 또는 사회지도층에서 주택가격 안정화를 앞세우고 정책을 추진할 때 복합적인 주

택가격 구조에서 주택매매가격 또는 전세가격 하나만을 상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한다

면 많은 부작용6)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주택은 보급률에 의한 지역간 차이7)와 주택유형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

파트를 감안해 볼 때 다양한 가격 구조8)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복

합한 주택가격 구조와 주택가격 간 다양한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감안하여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이나 법령개정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관계연구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주택가격에 어떠한 구조와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상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주택 보급률 차이로 인해 수요차이가 예상되는 서울과 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

호 영향력 분석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아파트·주택 매매/전세가격의 복잡한 상호연관성 

규명을 통해 ‘어떠한 주거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설명하

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기점으로 20년간의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한 책과 향후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89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

회, 2020, pp29~59.
4) 노상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의 장기균형관계와 단기조정과정에 관한 실증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2권 제5호, 사단법인 한국자료분석학회, 2010, 

pp.2771-2783.
5) 김진우, “주택가격 변동국면에 따른 주택점유형태별 가구소비지출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 학교, 2020.
6) TBS, “(2021.01.18.)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특단 책 마련할 것”, 문재인 통령 신년기자회견, 

2021.
7) 김광수ㆍ문규현, “전국과 서울주택시장간의 매매와 전세가격의 정보이전 메커니즘을 통한 전략적 접근

에 관한 연구”, ｢ 한경영학회지｣, 제24권 제6호, 사단법인 한경영학회, 2011, pp.3137-3155.
8) 전형철ㆍ형남원,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호확산효과”, ｢한국주택학회 학술 회 발표논문집｣, 

사단법인 한국주택학회, 2016,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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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상으로 하였으며, 서울과 전국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주택가격 간의 상호 인과관계 및  VECM모형

을 활용하여 아파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공적분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택가

격 간의 충격 반응을 확인하였으며, 상호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해 분석을 진

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과 관련한 이론적 고찰에 하여서는 전세보증금과 같은 형태가 

아닌 월 납부형태의 임 료와 주택매매가격 간 관계에 한 설명이 표적이다.

Gallin(2008)은 주택의 현재가치는 향후 창출될 임 료를 할인율로 나뉜 값이며, 이를 기

준으로 할인율에 다양한 요인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식을 제시9)하였다. 

     
   

         

 : 월임 료,  : 주택매매가격,  : 할인율, 
: 부동산 보유세율,  

 : 한계소득세율, 

 : 유지비 및 감가상각율,  : 주택투자와 관련한 위험 프리미엄,    : 예상되는 자본차익

해당 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월임 료와 매매가격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유지비용, 투자와 관련한 위험 프리미엄, 기  차본차익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할

인율과 보유세율이 클수록, 한계소득세율이 작을수록 임 료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주택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서로 체관계임을 주장하며,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

격 간의 관계를 이자율을 통해 규명되기도 하였다. 이영수(2010)은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관계를 투자를 통한 자본 수익의 관점에서 설명10)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과 관련한 관계식

은 다음과 같다.

9) Joshua Gallin, “The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house prices and rents”, ｢Real estate 

economics｣, Vol.36, 2008, pp.635~658.
10) 이영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VECM분석”, ｢부동산학연구｣, 제16권 제4호,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

석학회, 2010,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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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매매가격,  : 주택전세가격,  : 이자율,   
 : t+1기의 예상 주택가격

해당 관계식을 통해 전세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의 기회비용과 전세주택보유에 따른 자본수

익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택가격에 한 전망이 일정한 경우, 주택전세가격은 주택매

매가격과 양(+)의 관계이며, 이자율에 한 영향을 받아 전세가격이 상승한다고 설명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연구시각과 분석방법을 통해 연

구되었으며, 부분 시계열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해정(2017)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간의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도를 상으로 하

였으며,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을 비롯하여 주택담보 출금, 미분양주택수 등의 다양한 변수

를 적용하여 외부 영향력에 하여서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세가격이 1%상승하면, 매매가

격은 1.309%상승하였고, 주택매매가격이 1%상승하면 전세가격은 0.345%가 상승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금리, 미분양주택 등의 외부 요인에 따른 영향력 분석에서도 다양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전형철·형남원(2016)은 서울 강남지역, 강북지역 그리고 6 광역시를 상으로 주택매매

가격과 전세가격에 한 연관성에 하여 연구하였는데, VAR모형을 기준으로 예측오차를 활

용하여 확산효과지수를 분석지표로 활용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이 주택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력은 19.3%로 나타났으며, 외환위기 이전에는 22.5%의 영향력을 보였으나, 외환위기와 글로

벌 금융위기 사이에서는 42.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서는 25%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전

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미친 영향력은 36.8%이다. 외환위기 이전은 45.9%에서 외환위기 이후 

23.2%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46.2%로 확인되어 매매와 전세가 상호 미치

는 영향의 패턴이 상반됨을 규명하였다.

김광수·문규현(2011)은 전국과 서울을 상으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 상호 정보이전 

메커니즘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랜저 인과관계분석, 충격반응함수 및 분산분해를 

통해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전국매매와 전국전세, 강남매매와 강남전세 등 상호간 예측력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수익률부분에서도 상호간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주택매매

가격 및 전세가격은 상 방의 변화에 의해 설명되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과 서울지역

간의 상호 영향력을 통해 가격발견기능 파악이 가능하다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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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정군오·임응순(2013)은 수도권 지역의 구 및 자치시를 상으로 주거용 지가와 아

파트매매가격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주거용 지가

에서 아파트매매가격으로의 단기 상호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하였고, 장기적으로도 성립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천지역은 단기분석에서 주거용 지가에서 아파트가격으로만 유의미

함을 확인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상호유의미함을 확인했다. 이는 지역적 인관 관계차이를 규

명한 사례이다.

노상윤(2010)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사이 장기적 균형관계와 단기적인 조정과정을 

VECM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장기적 균형관계 하의 5 광역시 매매가격은 서울 주택매매가

격상승에 따라 상승하였고, 광역시 및 서울 주택전세가격이 상승하면 하락하였다. 또한 서울

매매가격 하락충격에서 5 광역시 및 서울의 전세가격은 상승반응을 보인 결과를 근거로, 주

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시장에 풍선효과를 발생시킨

다고 주장하였다.

이영수(2010)은 외환위기 전후를 기준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VECM을 통해 상호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다르게 

나타남을 규명하였다. 외환위기 기전은 장기균형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나 이후에는 두 가격간 

장기균형관계가 성립됨을 규명하였다. 장기균형관계가 성립된 외환위기 이후 주택전세가격의 

주택매매가격에 한 장기 탄력성은 0.575이며, 이자율에 한 탄력성은 2.326이다. 장기적 

균형관계에서 괴리가 발생할 경우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명하였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는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간의 상호 영향 및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시계열자료 및 그 상을 기준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시계열 분석방법을 기

준으로 상호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만, 기존 선행연구가 주택의 유형과 지역에 관계없

이 분석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서울 및 전국

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택유형 중 아파트 비중이 과반을 넘고있는 상황을 고려하

여 아파트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변수로 적용하여 상호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주택가격 간 영향 부분에 하여 서울과 전국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그 차이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적용 시 주택유형과 점유형태의 상호 관계를 면 히 규

명하고자 하는 것과 서울과 전국을 기준하여 주택가격간 상호 영향력 차이를 확인함에 타 선

행연구와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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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및 대상  

2019년 기준 약 20년 전인 IMF 이후 주택가격변동을 보면 주택가격에 한 변동은 주택

유형과 점유형태에 따라 크기는 다르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은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11)를 활용하여 전국 주택/아파트를 기준으로한 매매 및 

전세가격에 한 변화 추이를 확인한 내용이다. IMF여파가 있는 2003년 이전까지 전세가격

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상승을 보였으나 IMF 조기종료 후 매매가격이 전세가격 보다 추이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전국 주택 및 아파트 가격 변화 추이(1999.12월=100 기준)  

서울을 기준으로한 가격변화추이는 전국을 기준으로한 것과는 사뭇다르게 움직이고 있음

을 [그림 2]에서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경우 매매가격이 전세가격 보다 추월한 가격변화 추

이의 길이가 길고 등락의 폭이 전세가격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가격변화 추이가 전체주택을 기준으로 확인한 추이보다 확연한 높음을 전국과 

11) 2000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의 공개되어있는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자료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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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유사하지만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국과 서울 내에서의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해 상호 영향력에 한 차

이가 있음을 가정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2] 서울 주택 및 아파트 가격 변화 추이(1999.12월=100 기준)

2. 연구 방법   

시계열 흐름에 따른 20년간의 주택가격 변동에 한 변수 간 영향 연구의 결과를 얻기 위

해서는 시계열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자료에 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그 다음 전국과 

서울에 해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영향력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료에 한 안

정성 검증에서는 ‘왜도/첨도 검정’, ‘단위근 검정’, 그리고 ‘공적분 검정’을 통해 자료에 한 

정규성 확인, 분석관련 외의 외생변수에 한 확인 및 자료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분 검정을 통해 전국과 서울의 주택가격 영향력 차이에 해서 자료의 안정성이 확

인되어 VAR로 검증을 진행할 것인지, 자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VECM를 통해 검증할 것인

지 확인하는 절차를 연구방법에 적용하였다.

실증 분석에서는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Granger 인과

관계 검정을 진행하였으며, 자료의 불안정성으로인해 벡터오차수정모형(VECM분석)을 통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의 관계를 공적분 회귀식을 통해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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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또한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분석’을 통해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호 

반응과 장기적 영향에 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한민국 전국 주택/아파트 및 수도 서울의 주택/아파트를 상으로 분석

함으로서 두 분석 상 간의 차이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중심의 흐름

이 전국 주택가격의 흐름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는 앞서 

설명한 KB국민은행에서 매월 공개되는 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Eviews 분석툴을 활용하였다.

 

3. 연구 자료의 안정성 검증  

1) 기초통계량 

이 연구에서 이용된 통계분석 자료는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자료의 내용으로서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40개의 표본에서 전국과 서울 및 아파트와 주택 그리고 

매매와 전세가격으로 하여 총 8개 변수를 적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

률(변동률)이 아닌 상승률(변동률)이 적용된 상승값을 적용하여 분석을 기진행하였다. 이에 따

른 원자료와 차분값에 한 기초통계량은 <표 1>와 같다. 

아파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194로 서울의 227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국의 아파트 및 주택 전세가격은 매매가격보다 높았으며, 이는 서울의 경우 이

와는 반 되는 결과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과 서울이 매매가격과 전세가

격 간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구분

전  국 서  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택 
매매가격

아파트 
전세가격

주택 
전세가격

아파트 
매매가격

주택 
매매가격

아파트 
전세가격

주택 
전세가격

원자
료

평균 194.008 162.270 202.488 174.269 226.955 189.861 205.331 182.495

표준편차 45.407 31.170 58.307 40.665 57.185 41.929 61.822 46.131

중위수 198.644 166.730 179.081 158.118 245.938 206.734 183.609 166.971

차분

평균 0.641 0.441 0.756 0.548 0.953 0.671 0.855 0.664

표준편차 1.023 0.689 1.127 0.865 2.048 1.248 1.462 1.154

중위수 0.426 0.318 0.594 0.428 0.540 0.456 0.682 0.529

왜도 -0.560 -0.474 0.186 0.197 -0.695 -0.658 0.329 0.313

첨도 -0.742 -0.871 -1.432 -1.399 -0.259 -0.522 -1.269 -1.265

<표 1> 원자료 및 차분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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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이용되는 자료로부터 유효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분표12)

를 확인하였다. 원자료에 한 왜도 및 첨도에 한 분석에서 해당값이 정규분포에 속함을 확

인할 수 있어 해당 원자료를 시계열 분석에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단위근 검정

실증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시계열 데이터의 안정성에 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자료의 단위근 검정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단위근 검

정은 Augmented Dickey-Fuller 방법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20년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인해 추세 등의 다른 영향이 없는 것(None)을 가정으로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위근 검정의 내용과 같이 기준값에서는 

유의미한 값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1차 차분한 값에서는 p<0.05의 유의미한 값을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다. 

3) 공적분 검정

보통의 경우 시계열 자료에 해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나 시계열

의 자료가 불안정하고 공적분되어 있는 경우 VAR가 아닌 벡터오차수정모형(VECM)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적분 검정을 실행해야 하는데, 이 실증 분

12) Kline, R.B.,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urth Edition｣. 

New York, NY,US, Guilford Press, 2015, pp74-76.

구분 
Base 1st Diff 2nd Diff

t-Statistic Prob. t-Statistic Prob. t-Statistic Prob.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3.505 1.000 -3.108 0.002 -12.297 0.000

주택 매매가격 3.754 1.000 -3.662 0.000 -11.957 0.000

아파트 전세가격 1.507 0.968 -2.564 0.010 -13.787 0.000

주택 전세가격 1.364 0.957 -2.082 0.036 -7.030 0.000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3.048 1.000 -6.649 0.000 -12.512 0.000

주택 매매가격 3.186 1.000 -6.012 0.000 -12.112 0.000

아파트 전세가격 1.974 0.989 -2.343 0.019 -7.863 0.000

주택 전세가격 1.674 0.977 -2.173 0.029 -8.285 0.000

<표 2> 주택가격에 대한 단위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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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는 Johansen System 공적분 검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공적분 검정의 기준 시차에는 

단위근 검정에서 확인한 1차로 정하여 적용하였으며, 이에 한 공적분 검정 값은 <표 3>과 

같다.

해당 공적분 검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전국의 경우 Trace와 ME에서 모두 

공적분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의 경우도 전국 동일하게 Trace와 ME에서 유

의한 값이 확인되어 ‘전국’과 ‘서울’을 같은 기준으로 VECM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국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Trace)

No. of CE(s) Eigenvalue Statistic Critical Value Prob.**

None * 0.308 120.928 47.856 0.000

At most 1 * 0.106 33.620 29.797 0.017

At most 2 0.023 7.101 15.495 0.566

At most 3 0.007 1.559 3.841 0.212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Maximum Eigenvalue)

No. of CE(s) Eigenvalue Statistic Critical Value Prob.**

None * 0.308 87.308 27.584 0.000

At most 1 * 0.106 26.519 21.132 0.008

At most 2 0.023 5.542 14.265 0.672

At most 3 0.007 1.559 3.841 0.212

서울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Trace)

No. of CE(s) Eigenvalue Statistic Critical Value Prob.**

None * 0.157 66.420 47.856 0.000

At most 1 0.072 26.059 29.797 0.127

At most 2 0.030 8.320 15.495 0.432

At most 3 0.005 1.152 3.841 0.283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Maximum Eigenvalue)

No. of CE(s) Eigenvalue Statistic Critical Value Prob.**

None * 0.157 40.361 27.584 0.001

At most 1 0.072 17.739 21.132 0.140

At most 2 0.030 7.168 14.265 0.470

At most 3 0.005 1.152 3.841 0.283

<표 3> Johansen System 공적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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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주택매매가격와 전세가격의 인과관계 검정   

전국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과 아파트매매가격 등의 다양하게  변수 간, 인과관계를 파악

하기 위하여 Granger인과관계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이 

아파트매매가격에 4~5월 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택 전세가격과 아파트 전

세가격은 1~2월 후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의 경우 전국과 달

리 주택 매매가격과 아파트 매매가격이 1월 후에 상호 영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분 
F-Statistic

lag_1 lag_2 lag_3 lag_4 lag_5

전국

주택 매매가격 ⇏ 아파트 매매가격 0.446 0.644 2.431 2.494 * 2.360 *

아파트 매매가격 ⇏ 주택 매매가격 0.299 0.624 1.725 1.614 1.612

아파트 전세가격 ⇏ 아파트 매매가격 1.852 1.657 2.518 2.200 2.459 *

아파트 매매가격 ⇏ 아파트 전세가격 3.008 1.097 1.113 0.681 1.704

주택 전세가격 ⇏ 아파트 매매가격 2.119 1.185 1.976 2.072 2.264 *

아파트 매매가격 ⇏ 주택 전세가격 3.889 * 0.663 0.816 1.032 1.944

아파트 전세가격 ⇏ 주택 매매가격 1.770 1.679 2.645 * 2.242 2.114

주택 매매가격 ⇏ 아파트 전세가격 2.790 1.692 1.264 0.785 1.443

주택 전세가격 ⇏ 주택 매매가격 1.964 1.277 1.965 1.960 1.999

주택 매매가격 ⇏ 주택 전세가격 3.233 1.119 0.844 1.019 1.856

주택 전세가격 ⇏ 아파트 전세가격 5.410 * 3.329 * 2.296 4.728 ** 2.730 *

아파트 전세가격 ⇏ 주택 전세가격 4.934 * 4.878 ** 2.456 2.278 1.736

서울

주택 매매가격 ⇏ 아파트 매매가격 15.077 *** 0.321 1.626 1.384 1.218

아파트 매매가격 ⇏ 주택 매매가격 22.234 *** 0.406 2.781 * 2.211 1.436

아파트 전세가격 ⇏ 아파트 매매가격 3.011 0.794 1.501 1.041 0.996

아파트 매매가격 ⇏ 아파트 전세가격 5.988 * 1.216 1.932 1.455 1.797

주택 전세가격 ⇏ 아파트 매매가격 2.092 0.677 0.831 0.562 0.768

아파트 매매가격 ⇏ 주택 전세가격 4.541 * 0.475 1.343 1.016 1.773

아파트 전세가격 ⇏ 주택 매매가격 2.969 0.710 2.203 1.553 1.141

주택 매매가격 ⇏ 아파트 전세가격 4.095 * 1.939 1.945 1.508 1.660

<표 4> Granger 인과관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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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월 후 간격을 두고 ‘아파트 매매가격이 아파트 전세가격에’, ‘주택 매매가격이 아파

트 전세가격에’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격이 주택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서울의 경우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 또한, 아파트 전세가격은 주택 전세가격에 2월 후부터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국의 

경우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2. 주택매매가격와 전세가격의 상호 영향력 검정   

1) 주택/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에 대한 벡터오차수정모형 

앞선 분석으로부터 변수 간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공적분관계가 있음을 밝

혀 VECM분석을 진행하였다. 전국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확인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전국 주택 전세가격 간의 장기 균형 관계를 나타내는 VECM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국 주택/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4가지 변수간의 정규화된 관계를 나타내

는 공적분 회귀식은 <식 1>과 같다. 

<표 5>의 장기적인 균형상태에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주택 매매가격이 1만큼 상

승하면 1.399만큼 하락하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1만큼 상승하면 0.738만큼 하락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의 경우 1만큼 상승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028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외부충격들에 의해 단기적인 균형이탈이 발

생하면 단기조정계수에 의해 장기 균형으로 회귀하기 위하여 균형점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가지 변수 중 전국 주택 전세가격에 한 오차수정모형의 오차수정항 계수 추정치의 

유의성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에 한 오차

수정 모형의 경우 4가지의 변수(-1)로부터 추정계수의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구분 
F-Statistic

lag_1 lag_2 lag_3 lag_4 lag_5

주택 전세가격 ⇏ 주택 매매가격 1.912 0.485 1.101 0.765 0.657

주택 매매가격 ⇏ 주택 전세가격 3.042 0.960 1.201 1.286 1.709

주택 전세가격 ⇏ 아파트 전세가격 3.198 3.200 * 0.331 0.519 0.718

아파트 전세가격 ⇏ 주택 전세가격 3.820 5.701 ** 5.235 ** 3.544 ** 3.736 **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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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택/아파트를 기준으로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의 벡터오차 수정모형은 <표 6>

과 같다. <식 2>는 서울을 기준으로한 4가지 변수에 한 공적분 회귀식을 나타내며, 이에 

한 해석은 장기적인 균형상태에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이 1만큼 상승하면 

1.462만큼 하락하고,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이 1만큼 상승하면 0.337만큼 하락함을 나타내며, 

서울 주택 전세가격이 1만큼 상승하면 0.560만큼 상승하는 장기적 균형관계를 확인할 수 있

다. 반면, 외부 충격에 의한 단기적인 균형이탈에 한 분석을 확인하면 전국을 기준으로 한 

검증과는 달리 서울에서는 4가지 변수별 모형에 하여 오차수정항 추정계수에서 유의미한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integrating Eq: CointEq1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1) 1.000

전국 주택 매매가격(-1)
-1.399

[-109.610]*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1)
-0.738

[-15.5042]*

전국 주택 전세가격(-1)
1.028

[ 15.5295]*

C 3.187

Error Correction: D(전국아파트매매가격) D(전국주택매매가격) D(전국아파트전세가격) D(전국주택전세가격)

CointEq1
-0.040 -0.025 -0.160 -0.154

[-1.048] [-1.025] [-4.791]* [-6.316]*

D(전국 아파트 
   매매가격(-1))

-0.380 -0.583 -0.095 -0.362

[-0.906] [-2.180]* [-0.257] [-1.348]

D(전국 아파트 
   매매가격(-2))

0.305 0.027 -0.485 -0.370

[ 0.750] [ 0.103] [-1.358] [-1.419]

D(전국 주택 
   매매가격(-1))

2.011 1.830 0.131 0.576

[ 2.982]* [ 4.248]* [ 0.221] [ 1.330]

D(전국 주택 
   매매가격(-2))

-0.884 -0.303 0.872 0.677

[-1.357] [-0.729] [ 1.524] [ 1.621]

D(전국 아파트 
   전세가격(-1))

0.849 0.508 1.368 0.736

[ 2.856]* [ 2.678]* [ 5.236]* [ 3.858]*

<표 5>  전국 주택/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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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매매가격    × 전국주택매매가격 

 × 전국아파트전세가격  × 전국주택전세가격 

<식 1> 전국 주택/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에 대한 공적분 회귀식

D(전국 아파트 
   전세가격(-2))

-0.222 -0.123 0.503 0.416

[-0.730] [-0.633] [ 1.883]* [ 2.133]*

D(전국 주택 
   전세가격(-1))

-0.992 -0.543 -0.366 0.136

[-2.416]* [-2.072]* [-1.014] [ 0.517]

D(전국 주택 
   전세가격(-2))

0.154 0.030 -1.349 -1.131

[ 0.376] [ 0.115] [-3.742]* [-4.299]*

C
0.178 0.116 0.204 0.131

[ 3.137]* [ 3.193]* [ 4.090]* [ 3.599]*

R-squared 0.606 0.646 0.739 0.761

Adj. R-squared 0.590 0.632 0.729 0.751

Sum sq. resids 98.485 40.173 76.035 40.537

S.E. equation 0.659 0.421 0.579 0.423

F-statistic 38.770 45.949 71.470 80.183

Log likelihood -232.227 -125.967 -201.570 -127.035

Akaike AIC 2.044 1.147 1.785 1.156

Schwarz SC 2.190 1.294 1.932 1.303

Mean dependent 0.641 0.442 0.733 0.528

S.D. dependent 1.029 0.693 1.111 0.847

[ ] = t-statistic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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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tegrating Eq: CointEq1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1) 1.000

서울 주택 매매가격(-1)
-1.462

[-75.625]*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1)
-0.337

[-2.947]*

서울 주택 전세가격(-1)
0.560

[ 3.717]*

C 17.633

Error Correction: D(서울아파트매매가격) D(서울주택매매가격) D(서울아파트전세가격) D(서울주택전세가격)

CointEq1
0.085 0.055 -0.053 -0.043

[ 2.341]* [ 2.679]* [-2.419]* [-2.633]*

D(서울아파트
   매매가격(-1))

0.485 0.084 0.126 0.120

[ 1.277] [ 0.390] [ 0.543] [ 0.693]

D(서울아파트
   매매가격(-2))

-0.405 -0.401 -0.090 -0.253

[-1.122] [-1.958]* [-0.409] [-1.537]

D(서울 주택 
   매매가격(-1))

0.553 0.655 -0.241 -0.219

[ 0.803] [ 1.677]* [-0.572] [-0.699]

D(서울 주택 
   매매가격(-2))

0.170 0.413 0.217 0.492

[ 0.260] [ 1.114] [ 0.543] [ 1.653]*

D(서울 아파트 
   전세가격(-1))

0.619 0.347 1.075 0.455

[ 1.864]* [ 1.839]* [ 5.302]* [ 3.008]*

D(서울 아파트 
   전세가격(-2))

-0.487 -0.316 -0.444 -0.388

[-1.464] [-1.673]* [-2.187]* [-2.559]*

D(서울 주택
   전세가격(-1))

-0.617 -0.252 -0.005 0.557

[-1.357] [-0.974] [-0.017] [ 2.689]*

D(서울 주택
   전세가격(-2))

0.541 0.292 -0.077 -0.061

[ 1.210] [ 1.152] [-0.281] [-0.306]

C
0.332 0.205 0.344 0.211

[ 2.658]* [ 2.894]* [ 4.515]* [ 3.705]*

R-squared 0.548 0.608 0.658 0.689

Adj. R-squared 0.530 0.592 0.644 0.677

Sum sq. resids 452.948 146.025 168.885 93.982

<표 6>  서울 주택/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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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과 달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오차수정모형에서 서울 아파트 전

세가격(-1) 추정계수만이 유의미한 것이 확인되며, 4가지 변수의 오차수정모형에서 추정계수 

값에서도 전국과 비슷하게 주택매매가격모형에 나타났으나 영향에 한 lag가 –2까지 확인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아파트매매가격    × 서울주택매매가격 

 × 서울아파트전세가격  × 서울주택전세가격 

<식 2> 서울 주택/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에 대한 공적분 회귀식

S.E. equation 1.413 0.802 0.863 0.643

F-statistic 30.583 39.085 48.500 55.887

Log likelihood -413.043 -278.901 -296.136 -226.681

Akaike AIC 3.570 2.438 2.583 1.997

Schwarz SC 3.716 2.584 2.730 2.144

Mean dependent 0.950 0.671 0.829 0.637

S.D. dependent 2.061 1.256 1.446 1.132

[ ] = t-statistic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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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의 상호 충격 반응

전국을 기준으로 한 주택/아파트에 한 상호 반응을 확인하면 <표 7>과 같은 결과를 보

였다. 아파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확인한 반응정도에서는 주택매매가격과 아파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전국 주택 매매가격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 주택 매매가격 →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전국 주택 매매가격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전국 주택 전세가격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 주택 전세가격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국 주택 전세가격 →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표 7> 전국 주택/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충격반응함수 

전세가격이 시기가 흘러감에 따라 미미한 정(+)의 반응을 보였으며, 주택 전세가격은 부

(-)의 반응을 보였다. 주택 매매가격이 다른 변수에 한 반응은 아파트 매매/전세에 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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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정(+)의 반응을 보이나 그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 전세가격에 

해서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한 반응에 해서는 아파트 매

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4월을 기점으로 상승하다가 점진적 하락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주택 전세가격은 부(-)의 영향으로 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아파트매매가격과 주택 매매가격 그리고 아파트 전세가격에 정도

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 서울 주택 매매가격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 서울 주택 전세가격 

서울 주택 매매가격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서울 주택 매매가격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서울 주택 매매가격 → 서울 주택 전세가격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 서울 주택 매매가격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 서울 주택 전세가격 

서울 주택 전세가격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서울 주택 전세가격 → 서울 주택 매매가격 서울 주택 전세가격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표 8> 서울 주택/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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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은 아파트가격은 4월을 기점으로 점진적 하락을 보이나, 아파트 전세의 경우 4월 

이후 유지된다는 것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한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 전세가격에 한 반응은 <표 8>와 같다. 먼

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주택매매가격과 아파트 전세가격, 주택 전세가격에 미치는 반응

에 해서는 주택 매매가격과 아파트 전세가격은 미미한 정(+)의 반응을 보인 반면, 주택 전

세가격에 해서는 부(-)로 시작하여 4월 후를 기준으로 정(+)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주택 매매가격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매매가격의 반응은 3월 후를 기준으로 낮은 기울

기의 반응을 보였으며, 아파트 전세가격과 주택 전세가격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을 기준으

로한 반응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한 아파트 매매가격은 3월 후를 기준으로 상승하던 반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주택전세가격의 경우는 낮은 수준의 부(-)의 반응을 보

인 것이 특징이다. 주택 전세가격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에 한 반응은 4월 후를 기준으로 

상승하던 반응 전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여, 아파트 전세와의 다른 반응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매매가격에 한 반응은 1개월 후부터 계속적인 우상향 추이를 보인 것이 특

징이나, 아파트 전세가격에 해서는 4개월까지 높은 반응과 더불어 이후 7개월까지는 점진

적으로 낮아졌으나 전체적인 추이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의 상호 장기적 영향

예측오차 분산분해는 VECM모형이나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알려져 았

다. <표 9>은 전국을 기준으로 주택/아파트이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에 한 분산분해의 결과

를 나타낸 표이다. 가장 먼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을 상으로 한 분산분해에 해서 확인하

면, 장기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1.762%, 아파트 전세가격은 2.419%, 주택 전세가격은 

3.240%의 영향을 미친 것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92.579%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다. 주택 매매가격에 한 분산분해에서는 자체 주택 매매가격에 해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해서 10.767%을 보였으나 아파트 매매가격에 해서 83.532%의 장기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파트 전세가격과 주택 전세가격의 경우 3.0% 미만의 장기 영향을 보였

다. 앞선 아파트 매매가격 분산분해에서 자체 장기적 영향이 92.579%인 반면, 주택 매매가격 

분산분해에서 장기적 영향이 가장 큰 것인 자체가 매매가격이 아닌 아파트 매매가격임을 해

당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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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분산분해 (2) 전국 주택 매매가격 분산분해

기 S.E.
아파트 

매매가격
주택 

매매가격
아파트 

전세가격
주택 

전세가격
기 S.E.

아파트 
매매가격

주택 
매매가격

아파트 
전세가격

주택 
전세가격

1 0.659 100.000 0.000 0.000 0.000 1 0.421 96.862 3.138 0.000 0.000

2 1.444 98.739 0.435 0.385 0.441 2 0.944 94.742 4.399 0.545 0.313

3 2.237 97.377 0.691 0.985 0.947 3 1.479 92.742 5.185 1.316 0.757

4 2.949 96.100 0.902 1.511 1.486 4 1.965 90.826 5.946 1.942 1.285

5 3.558 95.055 1.064 1.878 2.004 5 2.386 89.150 6.696 2.337 1.817

6 4.075 94.256 1.204 2.099 2.442 6 2.747 87.722 7.470 2.541 2.267

7 4.521 93.668 1.338 2.226 2.768 7 3.061 86.500 8.279 2.633 2.588

8 4.917 93.228 1.476 2.306 2.990 8 3.344 85.421 9.114 2.674 2.790

9 5.278 92.878 1.619 2.367 3.137 9 3.604 84.440 9.952 2.698 2.910

10 5.615 92.579 1.762 2.419 3.240 10 3.849 83.532 10.767 2.716 2.985

(3)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분산분해 (4) 전국 주택 전세가격 분산분해

기 S.E.
아파트 

매매가격
주택 

매매가격
아파트 

전세가격
주택 

전세가격
기 S.E.

아파트 
매매가격

주택 
매매가격

아파트 
전세가격

주택 
전세가격

1 0.579 32.648 0.832 66.520 0.000 1 0.423 33.915 5.811 55.448 4.826

2 1.346 30.875 0.747 68.244 0.134 2 0.995 32.312 5.230 60.755 1.703

3 2.158 28.809 0.505 69.225 1.460 3 1.589 30.814 4.414 63.947 0.825

4 2.903 26.679 0.290 69.040 3.991 4 2.119 29.074 3.627 65.212 2.087

5 3.540 24.587 0.221 68.407 6.785 5 2.558 27.177 3.048 65.576 4.199

6 4.074 22.690 0.259 68.006 9.045 6 2.917 25.327 2.683 65.912 6.077

7 4.534 21.040 0.333 68.071 10.557 7 3.222 23.618 2.480 66.548 7.353

8 4.949 19.611 0.402 68.492 11.495 8 3.498 22.053 2.388 67.415 8.144

9 5.339 18.361 0.459 69.051 12.129 9 3.759 20.622 2.361 68.328 8.689

10 5.712 17.257 0.509 69.583 12.651 10 4.011 19.318 2.368 69.146 9.169

<표 9> 전국 주택/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분산분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분산분해에 해서는 자체 아파트 전세가격에 한 장기적 영향에 

해서 69.583%인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17.257%, 주택 전세가격이 12.651%로 확인되

었으며, 주택 매매가겨은 0.509%로 매우 미미한 결과를 보였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 분산분

해에서는 자체 주택 전세가격의 장기적 영향은 9.169%에 불과하나 아파트 전세가격은 

69.14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 매매가격에 한 장기적 

영향에 해서도 19.318%로 주택 매매가격 2.368%의 영향에 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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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이 같은 주택보다 아파트 매매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분

석내용이다. 이처럼 매매가격이든 전세가격이든 아파트에 한 영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

으며, 주택과 아파트를 통틀어 아파트 매매가격에 매우 높은 영향력이 미쳐짐을 해당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보다 매매가격이 전세가격

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울을 기준으로한 주택/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한 분산분해에 해서

는 <표 10>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먼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상으로 한 분산분해에 

해서 확인하면, 차제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97.768%의 장기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에 한 분석 내용에 해서는 자체 주택 매매가격에 해서는 

6.129%로 확인되었으나 아파트 매매가격에 해서는 91.109%로 장기적 영향에 가장 큰 영

향력을 보였다. 아파트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분산분해한 결과를 보면, 아파트 전세가격 자체

는 73.355%의 영향을 보인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18.668%로 확인되었다. 

(1)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분산분해 (2) 서울 주택 매매가격 분산분해

기 S.E.
아파트

매매가격
주택

매매가격
아파트

전세가격
주택

전세가격
기 S.E.

아파트
매매가격

주택
매매가격

아파트
전세가격

주택
전세가격

1 1.413
100.00

0
0.000 0.000 0.000 1 0.802 96.786 3.214 0.000 0.000

2 2.985 99.547 0.042 0.272 0.140 2 1.731 96.652 2.703 0.583 0.063

3 4.412 98.986 0.171 0.675 0.168 3 2.602 95.301 3.347 1.294 0.058

4 5.604 98.479 0.313 1.077 0.130 4 3.355 93.979 4.058 1.928 0.035

5 6.606 98.096 0.437 1.373 0.094 5 4.002 92.889 4.730 2.341 0.041

6 7.484 97.866 0.523 1.533 0.078 6 4.577 92.123 5.269 2.530 0.078

7 8.290 97.764 0.570 1.587 0.078 7 5.107 91.639 5.663 2.565 0.134

8 9.054 97.740 0.587 1.584 0.089 8 5.609 91.352 5.922 2.525 0.200

9 9.791 97.750 0.583 1.561 0.107 9 6.095 91.190 6.071 2.466 0.273

10 10.512 97.768 0.563 1.538 0.131 10 6.570 91.109 6.129 2.412 0.350

(3)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분산분해 (4) 서울 주택 전세가격 분산분해

기 S.E.
아파트

매매가격
주택

매매가격
아파트

전세가격
주택

전세가격
기 S.E.

아파트
매매가격

주택
매매가격

아파트
전세가격

주택
전세가격

1 0.863 24.699 5.136 70.165 0.000 1 0.643 25.891 10.072 54.750 9.287

2 1.966 23.901 4.700 71.398 0.001 2 1.506 25.621 8.289 60.411 5.679

3 3.024 23.410 4.702 71.870 0.018 3 2.349 25.065 8.724 61.853 4.359

<표 10> 서울 주택/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분산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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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택 전세가격에 한 분산분해 결과에서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57.619%, 아파트 

매매가격이 20.031%, 자체 주택 전세가격의 장기적 영향력은 3.563%로 확인되었는데 아파

트 전세가격에서의 아파트 매매가격의 영향력이 주택 전세가격에서의 아파트 매매가격의 영

향력 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 매매가격의 장기적 영향보다 아파트 전세가격의 

장기적 영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서울을 기준으로 한 주택/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한 분산분해에 

한 내용도 전국을 기준으로 한 결과와 유사한 방향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서울과 전국을 기

준으로 한 그 영향력에 한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4가지 변수 중 가장 높은 장기적 

영향력을 보인 것이 아파트 매매가격이며, 전국을 기준으로 한 값보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였

을 때 아파트 매매가격에 한 장기적 영향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매

매가격 및 전세가격도 아파트 매매가격에 한 장기적 영향력이 높아 주택(거주)과 관련된 모

든 가격은 아파트 매매가격으로부터 오는 영향이 큼을 인지할 수 있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주택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주택 매매 가격과 우리나라의 표적인 주택 임 형

태 중 하나인 전세 주택가격 간의 상호 영향에 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주택 소유와 점유

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매매가격과 점유(비소유 거주)개념 만을 가지고 있는 전세가격이 상호 

어떠한 반응과 영향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2000년 이후 주택 종류 중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와 비 아파트(일반 주택)을 기준으로 영향에 한 분석을 진행하였

으며, 한민국의 수도이자, 가구당 주택 보급률이 낮고, 주택 집도가 높은 곳 중 하나인 서

울과 전국 전체 주택가격을 상으로 상호 비교함으로서 상호 영향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3.869 23.034 4.837 72.064 0.065 4 3.036 24.662 9.557 61.968 3.812

5 4.485 22.602 5.076 72.176 0.145 5 3.548 24.223 10.730 61.455 3.593

6 4.933 22.036 5.397 72.318 0.250 6 3.931 23.642 12.139 60.689 3.529

7 5.283 21.327 5.789 72.522 0.361 7 4.241 22.894 13.717 59.855 3.534

8 5.587 20.504 6.246 72.782 0.468 8 4.518 22.007 15.390 59.044 3.558

9 5.876 19.603 6.760 73.072 0.565 9 4.786 21.035 17.096 58.298 3.572

10 6.159 18.668 7.321 73.355 0.656 10 5.054 20.031 18.787 57.619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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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한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사이 상호 인과관계에 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국을 기준으로 한 매매가격에서

는 주택이 일정기간(4~5개월) 시차를 두고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나, 전

세가격에서는 주택은 아파트에 1~5월에서 영향을 미치며, 아파트는 주택에 단기간(1~2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주택과 아파트사이에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

가격간 관계, 매매가격간 관계 보다 전세가격간의 관계가 민감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

울을 기준으로 한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주택매매가격과 아파트매매가격은 1월에서 상호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파트매매가격은 아파트전세가격과 주택전세

가격에 1월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전세가격은 주택전세가

격에 2~5월에서 영향이 미침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택과 아파트사이에서 매매가격 간 관계와 

주택매매가격이 전세가격에 한 인과성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전세가격간 관계에서는 아

파트가 주택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인과관계는 유의미하게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내용은 전국과 서울의 주택거래가격간 다른 인과성을 나타내는 분석결과이며, 특히, 서울 내 

아파트 매매가격이 인과관계 상 타 주택가격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파트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주택매매가격, 아파트전세가격 그리고 주택전세가격

에 한 공적분 회귀 영향력 분석에 하여서는 전국과 서울 모두, 주택매매가격과 아파트전

세가격이 상승할 경우 음(-)의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택전세가격에서 양(+)

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국모형과 서울모형의 큰 차이는 상수값의 크

기 차이에 있다. 전국모형의 경우 각 변수의 계수값이 –1.399~1.028이며 상수값이 3.187인 

반면, 서울모형의 경우에는 계수값이 –1.462~0.560이며, 상수값이 17.633이다. 이는 서울 

보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및 아파트전세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매매가격에 한 음(-)의 영향

이 상 적으로 더 큼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한 상호 충격반응 분석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이 아파

트매매가격에 한 충격반응’, ‘아파트전세가격이 아파트매매가격에 한 충격반응’, ‘주택전

세가격이 아파트매매가격에 한 충격반응’, ‘주택전세가격이 아파트전세가격에 한 충격반

응’에서 값의 차이는 있으나 전국, 서울 모두 4월을 기점으로 양(+)의 반응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반면, ‘아파트전세가격이 주택매매가격에 한 충격반응’과 ‘주택전세가격이 주택매매

가격에 한 충격반응’에서는 전국의 반응은 거의 없었으나 서울에서 점진적으로 커지는 충

격반응을 보여 전국과 서울의 충격반응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전국과 서울을 상으로 분산분해를 통해 확인한 아파트·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에 한 상호 장기적 영향에 한 분석에서는 모든 유형의 가격에서 아파트 가격에 한 영향

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국보다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영향이 상 적으로 크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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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택매매가격이 아파트매매가격으로부터의 장기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과 주택전세가격이 아파트전세가격으로부터 크게 영향받는 다는 것을 해당 분석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에 의한 영향력이 주택의 전세가격까

지 다양하게 영향이 미쳐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택·아파트의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은 상호 다양하

게 연결되어 있으면 상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아파트가격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

향이 상 적으로 너무 크다는 점이 그 반 인 경우보다 매우 크다는 점이다. 즉, 주택전세가

격 안정에는 아파트매매가격의 안정이 상당한 영향으로 미쳐짐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구와 주택이 집되어 있는 서울의 경우가 전국을 상으로 비교하였을 때, 

아파트·주택 가격 간 상호연관성이 높다는 점과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의 주택 가격변수

에 미치는 영향이 상 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의 변동이 안정된다

면, 서울의 다양한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국 보다 서울

에서의 효과가 상 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서울 및 전국의 주택가격 영향 등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다양한 주택가격 변수들은 상호 

복합한 구조 속에서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변동되면 주

택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모든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러한 영향은 전국과 다르게 서울의 영향이 상 적으로 빠르고, 크게 적용됨을 나타낸다. 문재

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은 부동산 규제 강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이다. 2020년 하반기

에는 다양한 정부정책과 더불어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 차 3법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시장에

서는 해당 법안의 정부취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표한 

것이 주택유형(등)간 복합한 관계 하에서 주택전세상승 및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주택자의 주택을 이용한 무분별한 자산증식을 막고,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유익한 정책이다.’하더라도 왜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 1월부터 약 20년간의 주택가격변동을 기준으로 시계열분석을 한 

내용이다. 하지만 주택가격변동에 한 분석은 경기 흐름과 함께 분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 확장된 중장기적 자료 및 경기흐름 지표(등)와 함께 연구되어 지면 더욱 세 한 연구 결과

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을 위한 해당 자료는 아파트과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으

나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주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주거 특성상 아파트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여기서의 주택은 아파트와 상당한 연관성을 나타낼 수 밖에 없

을 것이다. 전체주택을 상으로 좀 더 의미있는 연구를 진행하려면,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외 주택(등)에 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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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해당 지표만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주택가격변동 뿐 아니라 

출규제, 이자율, 세금 등의 영향과 더불어 2020년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에 한 영

향에 하여서도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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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의 도시화 과정의 추진에 따라 도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도시 면적이 끊임없이 

증가하며, 도시 인구가 점차 유입되고, 도시는 더욱 높은 도 방향을 향해 발전한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계획과 도시건설 과정에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지속가능한 지도가 결여되어 

도시의 주택 부족, 도시 주거 공간의 집과 그로 인한 생태 환경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지속적인 신도시와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도시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신도시 개발은 구시가지의 인구와 취업 압력을 완화하고 도시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신도시 개발은 신도시주의, 도시발전단계이론, 현 주거지역계획이론의 

지도 아래 세계 각국의 도시지역 발전에 중요한 연구 내용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심양시(沈

陽市)의 신도시 개발정책을 연구 상으로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해 심양의 도시

발전 동인 및 신도시 계획과 개발의 특성을 연구하여, 현 주거지역 계획이론, 신도시주의 이

론, 도시발전단계 이론을 종합해 심양신도시의 살기 좋은 도시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도시 기

능의 제고와 도시공간의 발전을 위한 도시화단계에서 새로이 건설되는 신도시 개발정책에 시

사점을 도출한다. 

주제어 : 신도시, 신도시 개발, 도시건설, 심양시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 이후 도시개발과 건설은 도시화의 빠른 발전에 수반하여 고속발전단계에 진입하

였다.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와서부터 도시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지금까지

의 도시화율을 보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발전 여력이 있다. 

2019년까지 현재 중국의 전체 인구 비 도시에 상주한 인구 비중은 60.6%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것은 중국의 도시발전 정책과 접하게 관련된다. 도시는 빠른 건설과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맹목적인 건설의 심각성, 환경 파괴, 도시기능 배치의 혼란, 공간의 무질서 등과 

같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불리한 새로운 위기를 많이 야기 시켰다.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도시 발전의 진행 과정 중에 결국 인구가 도시로 집중 거주하게 되어 도시의 주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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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도시 주거 공간의 집과 그로 인한 생태 환경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지속적인 새

로운 도시와 신도시를 개발하여 도시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심양의 주택건설과 신시가지 개발정책에서 서로 다른 점과 특징을 분석하여 

관련 우세한 경험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재 중국 심양의 신도시 개발 및 주택정책과 

신시가지 건설 중 존재하는 교통계획 문제, 외부 공간의 척도 문제, 특성결핍 문제 등에 해 

현 주거지역 계획이론, 신도시주의 이론, 도시발전단계 이론을 종합해 심양신도시의 살기 좋

은 도시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중국 도시화단계에서 새로이 건설되는 신도시 개발정책에 시사

점을 도출하고 있다.

둘째, 심양의 도시개발정책에 한 연구를 통해 신도시 및 신도시주의 사상에 한 이해

를 증진시키고 생각의 근원, 이론적 특징, 도시개발의 사회적 배경과 그 응용방식을 포함하여 

중국 심양의 주택계획과 신시가지발전에 한 정책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심양의 도시주택건설과 신시가지 개발경험, 개발정책의 등을 분석하고 신도시 공간

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중국의 신도시 개발 이념을 

중국 심양의 도시 차원에서 계획 발전의 맥락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연구 상은 현 주거지

역계획이론, 신도시주의이론과 도시발전단계이론을 기초로 하여 중국 심양의 주거구(居住區)

를 발판으로 이론발전과정, 주택건설, 신시가지 개발경력 등의 방면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학술논문·저작·저널 논문을 수집하고, 신도시 이론의 발전, 특히 

중국의 심양도시발전 등과 관련된 문헌에 한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신도시와 신시가지 

신도시는 영국의 하워드가 제창한 전원도시 이후 20세기 중반 이후에 현  도시의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계획도시를 일컫는다. 넓은 의미에서 신도

시는 '계획적으로 개발 된 새로운 도시 주거지'를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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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도시는 도시 주변의 계획 도시 가운데 기존의 도시들과 공간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

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정치·경제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족형 도시와 도시

에 항해서 새로운 지역거점으로 개발하는 지역거점 도시 (Regional Growth Center)만을 

가리킨다.1) 신시가지는 주로 최근 20년 동안 모종의 신흥 산업의 발전을 토 로 관광업을 위

주로 새롭게 건설된 작은 도시를 말한다. 신시가지의 개념은 신도시와 달리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신시가지에 지역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2. 신도시 개발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도시의 계획과 건설이 이루어져 왔다. 

나라마다 개발 목적이 다르지만 군사적, 경제적, 종교적인 다양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신도

시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의 주요목직은 도시에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완화

하여 도시의 혼잡과 무질서를 완화하고 나아가서는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P. Shelf에 의하면 신도시 개발의 목적 내지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2)   

첫째, 거 도시 (Megalopoli)에 한 반성 ,즉 거 도시화가 가져오는 불편함과, 교통혼

잡, 주택문제 등의 완화 ,둘째 새로운 발전을 조직화하는 것, 즉 토지 및 자연자원의 절약, 주

민의 요구나 문제점의 해소, 종합적인 토지 및 취락의 관리, 셋째,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

자를 포함하는 전 인구 및 그들이 사는 주택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즉 도

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완화시키고,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이루고자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3. 도시주의와 신도시주의

“도시주의”는 비록 학계에서는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 “도시 속 사회생활 방식이나 

도시 생활의 특징”이라는 개념은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는 1930년  코르뷔지에의 도

시계획 분야에 응용되었고, 그가 쓴 “내일의 도시”(Urbanisme)라는 책에서 ‘도시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3) 그는 전통적인 도시는 현  공업화의 수요에 맞지 않는다고 했으며, 미래 

도시의 중심부는 점점 높아지며 고층건물에 큰 정원을 배치함으로써 도심의 집도를 낮추고 

양호한 도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1) 장세훈, "최근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도시 행정 연구｣，제 10집, 1995, 

p.155.
2) 홍경회, ｢도시 지리학｣, 서울: 법문사 , 1987, p.333에서 재인용.
3) 孙施文, “城市规划不能承受之重”, 城市规划学刊, 第1期，2006,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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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주의 이론은 도시계획의 핵심 이념은 ‘사람 중심’이어야 하며 도시 건설의 인간화·

다원화·다양화를 강조한다.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하여 사람 중심의 도시와 공

동체를 설계하는 것이다. 신도시주의는 훌륭한 물질적 환경의 조성을 통해 인적 교류와 네트

워크를 강화해 사람들의 정신적 생활만족과 도시경제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

하고 있다.4)

4. 도시발전 단계 이론

도시의 정체는 물체(物體)가 아니라 건설, 시장 메커니즘, 인구 이동 등의 요인들이 상호작

용하는 유기체이다. 도시화 초기 단계의 경우,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시작되면서 도

시 중심 지역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교외 지역의 인구는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도시발전

이 가속화되는 도시화 후기 단계의 경우, 기타 지역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의 성장이 지속 

가능한 길을 걷는 가운데, 교외의 인구는 증가해 도시권의 인구가 폭 증가하게 된다. 도

시 교외화의 초기 단계의 경우, 도시의 영향권을 받아 중심 지역의 개발가능용지는 줄어들고 

그에 따른 인구 집 현상이 나타나 결국에는 교외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도시 중심부의 인

구 증가율은 다소 주춤하는 현상을 보인다. 교외화 후기 단계에서는 도시철도 교통이 발달하

여 통근 비용이 저렴해져 쾌적한 교외 주거지역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는 한편, 도심 지역의 

인구는 절 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5)이 시기에 발생하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현상은 도시

의 자원을 낭비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는 교외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역세권에 주거지를 개발해야 한다. 도시가 쇠퇴해지면 

인구는 감소하고 주변지역의 인구 증가 속도 역시 느슨해져 결국 도시의 전체 인구가 감소하

여 역도시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면 중심부 및 주변 지역의 인구는 

도시권 밖으로 유출되면서 도시의 인구가 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

해 각종 도시재생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현지의 실정에 따라 도시 및 건축 건설, 재건과 

재개발, 경제체제 전환, 산업구조 조정, 역사문화 부흥, 도시 자연생태 복원 등이 따르고 있

다. 역도시화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 중심부보다 주변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빠르게 나

타나고 있다. 이어서 구역 우위가 있는 중심지를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인구의 재유

입을 유도하는데, 이를 재도시화라고 한다.6)

4) 최병두, “이론산책: 신도시주의 또는 새로운 도시화”,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17호, 

2002, pp.217~242.
5) 박종기,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에 한 연구”,  ｢ 한건축학회 논집｣, 제30권 제

4호,2014, pp.169~180.
6) 朱一荣, "韩国住区规划的发展及其启示”, 国际城市规划, 第5期，2009, pp.1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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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단계
 역내

집중/분산

인구 변화 특징

중심구역 교외지역 전도시권 

Ⅰ.도시화
Urbanization

절 집중
상 집중

++
++

-
+

+
+++

Ⅱ.교외화
Suburbanization

상 분산
절 분산

+
-

++
++

+++
+

Ⅲ.역도시화
Counterurnaniza-tio

n

절 분산
상 분산

--
--

+
-

-
---

Ⅳ.재도시화
Reurbanization

상 집중
절 집중

-
+

--
-

---
-

자료 : Leo van den Berg， Leo H. Klaassen, “The Contagiousness of Urban Decline”, ｢Spatial Cycl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13, 1988, p.88. 

<표 1> 도시발전의 단계별 구분

5. 중국 신도시개발 관련 선행연구

중국의 도시 근 화는 유럽보다 늦게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 형태의 연구도 많이 

뒤처진 상태이다.  1950년까지 중국의 도시발전은 우여곡절을 겪고 침체기에 들어섰으며, 도

시 형태에 관한 연구도 주춤하게 되었다. 1980년 , 개혁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의 도

시발전도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도시 계획, 건축학과 지리학 등 분야의 전문가들은 도시 형태 

발전 연구에 참여했다. 1990년 , 중국의 도시 형태 연구는 절정기에 들어섰는데, 연구 방향

은 도시 형태의 변천, 도시 형태의 법칙, 동력 메커니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중국의 부동산 투자처와 개발상들이 나날이 발전하여 가

장 표적인 것이 바로 광주 판위구 치푸신춘 단지(廣州番禺區啟富新村小區), 상해 안정 신시

가지(上海安定新城) 등이다. 치푸신춘(齊福新村)의 전체 부지 면적은 6,500묘이며, 유일무이한 

저 고 형 단지로 손꼽힌다. 단지 내에는 600여 묘에 달하는 화려한 치푸 호수(齊普湖), 

형 농장, 아시아 최 의 리조트클럽, 갑급 3성 병원, 초-중-고등학교, 영어실험학교 등 형 

공공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 외에도 백화점, 슈퍼마켓, 각종 음식점, 은행, 우체국, 파출소, 

소방서 등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주거공동체가 아니라 소도시의 기본적인 기능과 특징을 갖

춘 활기찬 ‘신도시주의’ 이념을 띤 ‘신시가지’이다. 

1993년 호조원(胡兆員)은 중국의 제3차, 제4차 인구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경 교

외권의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고 핵심 지역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그는 도시의 과도한 인구 분산은 교외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7)1996년 광동건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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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주관한‘주강 삼각주 경제 지역의 도시계획(珠江三角洲經濟區域市群規劃)’에서 처음으로 

도시권(Metropolitan area)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도시권, 개발권, 시와 읍의 집 지역과 

생태 집 지역 등의 개념을 제시했다. 1998년 주일성(周一星)은 북경(北京), 상해(上海), 련

(大連)과 심양(沈陽)등 몇몇 도시를 연구했다. 그는 이 도시들은 이미 교외화 시기에 들어섰

다고 지적하며 중국 도시의 교외화의 특징을 분석했다. 주요 특징은 시간과 메커니즘, 강도

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럽국가들의 교외화와도 비교했다.8)2000년, 장경상(張京祥)은 처음으

로 도시 집단 공간(Optimization of Urban Group Space) 개념을 제시하였고, 그중에서 

구역과 권역 두 주제로 연구를 전개했다.9)역 이에 따라 중국의 학자들도 실증 연구 영역에서 

훌륭한 연구 성과를 거둬들였다. 중국의 계획 전공 학자들은 관활권간 이동

(Interjurisdictional mobility)에 해서도 수많은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성과를 보면 ‘소석

상의 도시권 계획(蘇錫常都市圈規劃)’,‘남경 도시권 계획(南京都市圈規劃)’,‘제녕-곡부 지역의 

복합 도시 연구(濟寧-曲阜復合中心城市研究)’ 등 일련의 논문과 저서들이 있다. 2003년 광동 

건설청(廣東建設廳)은 중국 도시계획설계연구소 등과 함께 ‘주강 삼각주의 도시와 마을의 조

화로운 발전 계획 요강(珠江三角洲鎮群協調發展規劃綱要)’을 발표했다. 이는 주강 삼각주의 도시

와 마을의 건설과 계획에 쓰인다. 이외 허학강(許學強)등은 주강 삼각주와 경진당 지역의 도시

권 공간 구조 문제를 연구했으며 그에 따른 메커니즘과 함께 계획과 발전 방식을 연구했다.10) 

Ⅲ. 심양시(沈陽市)의 주택건설 및 신시가지 개발 연혁

1. 심양시(沈陽市)의 도시개황 

심양은 중국 요녕성(遼寧省)의 성도(省都)로, 중국의 중요한 공업기지와 국가역사문화도시

이다. 동북아 경제권과 환발해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한 동북지역의 지역 중심이며 교통·경제·

문화·과학기술·상업금융 등의 발전 거점이다.

행정구역면적과 행정계획상 보면 심양의 행정구역면적은 12,948㎢이며 현재 10구(区） 2

현급시(현급시:縣級市)를 관할하며, 1개의 현급시를 리 관리한다. 2020년 말까지 심양의 상

7) 柴凝, "首都圈成长管理案例研究-以韩国首尔城市圈为例”, 城市建设理论研究(电子版), 第31期, 2012, 

pp.1~2.
8) 王周杨, "2030首尔规划"概要与特点解读”, 上海经济, 第8期，2015, pp.48~53.
9) 王单单, "三维立体城,首尔,韩国”, 世界建筑, 第11期, 2014, pp.130~131.
10) 孙强, "城市绿色空间规划与设计——首尔的经验及其对北京的启示”, 安徽农业科学, 第1期, 2008, 

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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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구는 831만 6,000인으로 인구 도는 642.26인/㎢이다. 

건설 면적을 보면 2020년 말까지 심양시 건설 면적은 944㎢이며 도시계획에서 계획은 시

역(시역: 市域)과 중심도시의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시역은 심양시 행정구역으로 시구(시구: 

市區), 현급시 1개, 현 3개를 포함하며 면적은 12,881㎢ 이다.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3,471㎢

로, 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계획 건설과 통일된 관리를 실시한다. 중심도시 구역은 

사환로(사환로: 四環路)를 기초로 하여 면적이 1,545㎢이다.

  

자료: 沈陽市區域位置百度圖片（http://m.sohu.com/a/406080296_120616028?strategyid=00014）

[그림 1] 심양시 지리 위치도

교통측면에서 볼 때 심양은 요녕성(요녕성: 遼寧省) 중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 철

령시(鐵嶺市), 무순시(撫順市)와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요양시(遼陽市), 안산시(鞍山市)와 맞

닿아 있으며 서쪽에는 부신시(阜新市)와 금주시(錦州市)를 두고 있다. 심양은 중국에서 일곱 

번째로 지하철을 보유한 도시이며 완벽한 도시 철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운영 노선은 총 

4갈래이며 모두 지하선로다. 운영 노선의 길이는 114km이다. 건설 중인 노선은 총 3개이며 

길이는 89km에 이른다.11)

11) 赵宾, 崔明升，“市建城筑景观——以沈阳为例”, 建筑与环境, 第3卷，第3期, 2009, pp.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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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양시(沈陽市)의 주택건설 및 신시가지 개발 경험 

1) 일본식민지 기간 도시건설 초기단계 (1931-1948)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심양을 중심으로 전체 동북지구에 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심양에 철로를 건설하고 운송, 전기, 여객숙박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철로

의 부속사업 관내에서 관련 토목, 노동, 교육, 위생 등 사업을 일으켰으며 도시의 거리 배치를 

기획하고 녹화사업도 진행하였다. 원래의 기초 위에 도로교통 체계를 설계하고 보완했으며 

도시 상하수도를 건설하고 관리했다. 또한 교육, 의료 등 공공사업에 해서도 투자하고 발전

시켰는데 이런 조치들은 심양 도시의 자주적인 현 화건설을 힘있게 어주는 작용을 했다.

이 시기에 심양은 도시건설 방면에서 일정한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선명한 식민지 건

설 색채가 존재했고 도시 기초시설 건설이 균일하게 이뤄지지 못했으며 시정 공공사업 등은 

일본 군정기관 소재지와 일본인 거주구역 내에 집중되어 있는 등 문제도 있었다. 따라서 중국

인 거주구역 내의 생활조건은 비교적 열악했고 시정 시설에는 엄중한 부조화가 발생했다.12)

2) 전쟁 이후 회복기간 (1948-1978)

1948년 동북 해방 이후, 심양의 도시건설은 전쟁 후 회복기간에 접어들었다. 국가는 “1차

5개년계획”에서 심양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량의 기초건설 자금을 투입했다. 시부(시부: 市

府)광장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을 전체적으로 확정했고 철서(철서: 鐵西), 삼태자(삼태자: 三台

子), 동탑(동탑: 東塔)등 공인촌(공인촌: 工人村)도 건립했다. 또 북부와 남부에 각각 과학기술

문화구를 형성하는 등 낡은 것들을 적으로 개선하여 도시공간을 확 했다.13)

국가의 ‘1차5개년’ 기간 규모 경제건설에 한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심양시는 1952년

에 건국이래 첫번째 마스터플랜인 ‘심양시 도시계획’을 편성하였으며 1956년에 국가건설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 실행에 옮겼다. 계획은 기존 시정부(市政府)를 도시발전의 중심으로 삼고, 

도시의 기존 도로망을 개조해 업그레이드시키며, 도시 순환도로 시스템을 건립하고, 고궁(故

宮)을 박물관으로 지정해 보호하며, 유해공업을 주택가에서 이전시키는 것 등에 해 확정 지

었다.

12) 高雁鹏, 徐筱菲, 修春亮，“基于 GIS 的沈阳旧城区叙事空间研究”, 人文地理, 第33卷, 第3期, 2018, 

pp.52~59.
13) 王康美, “论沈阳城市发展的重要因素”, 沈阳干部学刊, 第2期，2007,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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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혁개방 이후의 고성장기 (1978-2000)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이후, 도시건설은 실제와 맞물려 과거 무분별한 건설에 한 과오

를 바로잡았다. 도시 전체는 고성장기에 접어들었으며 도시규모와 인구규모는 빠른 증가를 

이룩했다.  1996년 이후, 심양은 새로운 도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이는 도시의 

단기적 건설과 미래의 발전을 서로 결합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장경제에 적응한다는 것을 

가리킨다.14)1975년 심양시는 두번째 도시 마스터플랜을 편성하기 시작했다. 개혁개방 이후 

수차례의 수정, 조정과 보충을 거쳐 최종적으로 1981년에 국무원의 허가를 받았다. 이 계획

은 도시의 성질을 요녕성 성도, 동북지구 교통 허브이며 기계와 전기 공업을 위주로 하는 종

합성 사회주의 공업도시로 확정했다. 2000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성공하며 글로

벌 경제발전 국면이 펼쳐졌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심양 도시발전 수준은 수직 상승 시기에 들

어서게 됐다.

4) 새로운 시기 과학적인 기획 발전단계 (2000년-2010년)

이 단계는 심양시의 도시 특성에 해 요녕성(遼寧省)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이며 동북지

구의 중심도시이고,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업 기지이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역사와 문화 명

승지이자 관광도시라고 규정하였다. 또 핵심지역에 ‘훈하(渾河)를 가로지르는’ 발전계획을 제

시하고, 심양 핵심지역의 건설 핵심 축을 훈하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남안(南岸)지

역의 개발과 건설을 통해 훈하(渾河)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되었다.

2005년부터 심양의 순환경제는 실질적인 운행고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철서의 낡은 공업

구에 생태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첨단기술과 환경보호 사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어가

며 주민들에게 ‘황금도시, 녹색의 길’을 만들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심양시의 발전추

세는 훌륭하지만 산업구조, 소유제구조, 첨단장비가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  서비스업

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방면에서 중국 선진 도시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존재

한다.15)

5) 네 번째 도시 마스터플랜 (2011-2020)

2020년에 이르러 심양 중심 도시지역은 ‘제3순환도로(三環路)’에서 ‘제4순환도로(四環路)’

14) 吴骞, “尺度重构下的国外首都特大城市地区空间规划分析”, 国际城市规划, 第34卷, 第2期, 2019, 

pp.82~89.
15) 燕雁, 刘晟, ““团体形式”公众参与在城市总体规划中的作用研究—首尔经验与上海实践”, 上海城市规划, 

第148卷, 第5期，2019,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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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장됐다.16) 시에 상주하는 인구수는 810만 명에서 1130만 명으로 늘었다. 이번 계획

이 확정한 도시발전 목표는 동북금융센터를 추진하고, 종합성 허브 도시를 건설하며, 도시 실

력을 제고하여 심양이 동북에 발붙이고, 전국에 서비스하며,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중심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여 심양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신형 공업화의 길을 견지하며 집약적인 발전과 합리적인 배치로 국

제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장비 제조업기지로 건설하며, 역사문맥을 보호하고 특색 있는 풍격

을 갖춰 심양으로 하여금 역사문화와 문명이 찬란하게 빛나는 문화 명승지로 자리 잡게 하며, 

경제개방을 촉진하여 문화적으로 포용하는 동북아시아 국제 도시로 나아가는 것 또한 이번 

계획에서 확정한 도시발전 목표들이다.

Ⅳ. 심양시(沈陽市)의 도시계획 및 신도시개발 

사례분석: 심양시 혼남구(渾南區) 

１. 심양시(沈陽市) 도시총체계획(都市總體計劃)

“심양시 도시총체계획(都市總體計劃: 20011-2020년)”에 따르면 심양시는 시의 구역(시역)

과 도시 중심 두 가지로 나누어 기획한다. 시역은 심양시 행정구역으로 시가지와 현급시(县级
市) 1개, 현(县) 3개가 포함되며 면적은 총 12,881㎢이다. 심양시가 규정한 신도시의 건설 면

적은 3,471제곱킬로미터이며, 계획 도시 내에서 도시, 그리고 농촌의 건설과 똑같은 관리를 

시행한다. 도시중심 구역은 4차 순환도로를 기초로 하며 그 면적은 1,545㎢이다. 신도시 계

획 분야에서는 지역 내 산업과 인구, 도시 서비스 기능을 집중 발전시켜 도시와 농촌의 조화

로운 발전을 이끄는 종합적인 지역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이곳에 8개의 신도시와 187만 명

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①심무 신도시(沈抚新城); ②심북 신도시(沈北新城)；③퉁구 신도시 

(佟沟新城)；④호태 신도시 (胡台新城)；⑤요중(해변 근처) 신도시(辽中新城)；⑥신민 신도시

(新民新城)； ⑦법고 신도시(法库新城)；⑧강평 신도시(康平新城) 등이다.

도시의 발전 목표는 동북 금융센터를 추진하고 종합적인 허브 도시를 건설하여 도시의 경

쟁력을 제고 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국가중심 도시로 건설하는 것이다. 또 생태 문명을 

건설하여 심양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만든 것이다. 17)이뿐만 아니

16) 黄耀民, “沈阳打造枢纽城市、公交城市、畅通城市”, 空运商务, 第013期，2012 ,p.46.
17) 赵丽君, “沈阳城市开发规划讨论”, 城市建设理论研究:电子版, 第018期, 2013,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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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로운 산업화 정책을 견지하여 집약적인 발전과 합리적인 배치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

조업 기지로 건설하며, 나아가 역사를 보호하고 특색있는 건설로 심양을 역사 문명과 현  문

명이 서로 융합되는 문화 도시로 건설하는 것이다. 또 오픈 경제, 포용 문화로 동북아 국제도

시로의 도약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자료: 沈陽市總體計劃百度圖片（https://mi.mbd.baidu.com/r/mA78YP7BTy?f=cp&u=e72b4231225bfddf）  

[그림 2] 심양시 도시총체계획도(都市總體計劃圖)

２. 심양시(沈陽市) 신도시 계획구상 

혼남구(渾南區)는 심양시 동남부에 위치하며 전체 면적은 803㎢이며 전체 인구는 65만 명

이다. 혼난구(渾南區)는 역사가 유구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국가 자주 혁신 핵심지역, 심양시 경제 핵심 구역, 국가 전면 개혁 시범 선도 지역, 생태 신도

시이다. 혼남시는 북경(北京)-심양(沈陽), 심양(沈陽)-하얼빈(哈爾濱), 심양(沈陽)-단동(丹東), 

심양(沈陽)-길림(吉林), 심양(沈陽)-통화(通化) 등 여러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심양 (沈陽)도선국제공항(桃仙國際機場)은 중국 국내외 81개 도시를 취항하여 국가 1급 

간선 공항, 동북 지역의 항공 운수의 중심지이다. 심양항은 “심양(沈陽) -영구(營口)- 련(大

連)” 육해(陸海) 통행로를 구축하였고 심양남(沈陽南)고속철도역은 동북지역의 최  교통 중심

지로서 하얼빈(哈爾濱)- 련(大連), 심양(沈陽)-단동(丹東), 북경(北京)-심양(沈陽)등 여러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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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과 이어지고 있다.18)

이와 심양시 혼감구에 5개 핵심 상권, 5개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5+5+48+X”의 상업공

간 구도를 형성하여 시설이 완벽하고 배치가 균형적이며 경영 방식이 풍부한 지역-주거지역-

커뮤니티 등 3급 상업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다이아몬드힐(鑽石山), 완다(萬達), 센트럴파크(中

央公園)에 의탁(依靠) 하여 올림픽 스테디움(奧林匹克體育中心), 센트럴파크(中央公園), 심양남

역(沈陽南站), 동호(東湖), 기판산(棋盤山)등 5개 지역 핵심상권과 아울렛 쇼핑몰, 모자산문화

혁신센터 등 5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혼남구의 지역 상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15분 

거리에 소비 지역을 형성하고 5분 거리에 주민 서비스센터를 형성하여 살기 좋은 고품질의 

신도시 생활 단지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자료: 沈陽市渾南區百度圖片（https://mz.mbd.baidu.com/r/llVgkoKB9K?f=cp&u=f8eb6fca46a005aa）

[그림 3] 심양시 혼남구(渾南區）교통도

심양 혼남구 신도시 개발은 다음과 같은 개발 이념을 준수해야 한다.

신도시 개발은 생태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신도시는 자연보호와 생태 건설에 

착안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생태 문명을 구축하며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사

회를 건설해야 신도시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19)신도시 건설은 문화 산업에서 시작

되어야 하며 신도시 건설에 한 요구를 높여 건설 초기부터 미래 성장 단계까지 비교적 높은 

18) 刘一鸣, “沈阳浑南新城城市风貌规划与控制研究”, 硕士学位论文, 沈阳建筑大学, 2020，pp.41~43.
19) 赵玉强, 张丽君, 宋海宇, “沈阳市浑南新区规划环境影响评价的环境承载力研究”, 环境保护科学, 第31

卷, 第2期, 2005，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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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준을 따라야 한다.  도시의 공간 확장과 신도시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도시의 행정 센

터도 신도시로 옮겨지고 있다. 도시의 행정 센터가 구시가지에서 신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신

도시의 경제 건설과 발전에 이로우며 신도시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혼남구(渾南區)는 국제일류경영환경표준(國際一流經營環境標準)에 따라 고품질의 도시와 

농촌을 건설을 추진하고 청렴하고 효과적인 정무(政務)환경과 규범적인 시장 환경, win-win 

환경, 기능적이고 완벽한 시설과 환경,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 공평하고 공정한 법치 

환경, 고품질의 발전환경, 품격있고 전문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최종적으로 동북아 지

역을 표하는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 센터로 도약하는 것이다. 

자료: 沈陽市渾南區百度圖片 (https://ml.mbd.baidu.com/r/llV9wRReyA?f=cp&u=20690d3bd9f0bc5b)

[그림 4] 심양시 혼남구(渾南區）계획도

3. 심양시(沈陽市) 주거단지 및 신도시개발특성 

1) 신도시개발목적 및 특징 

심양시 신도시의 개발 목적은 인구를 분산하고 중심도시의 산업 구조를 조정하여 외곽 지

역의 경제발전 수준을 높여 심양시의 전반적인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1956년, 심양시는 

도시 전반적 계획을 시작하였는데, 주요 계획을 보면 도시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안에서 밖

으로 발전시키는 것, 즉 기존의 동(大東), 철서 공업단지(鐵西工業園區)를 개축 및 확장하여 

동북부의 심해 공업단지(沈海工業區), 북부의 능북 공업단지(陵北工業區)를 신축하는 것이다. 

또 ‘남북을 뚫어 동서를 개선하고, 순환도(環路)로 건설’을 통해 통일된 도시 간선도로망을 건

설하고 기존에 떨어졌던 시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신주거구역(新居住區域)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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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역, 통일된 급수, 배수, 가스 공급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이다. 도시의 남부 지역에 녹

화 지 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체로 실현되었다. 1979년, 심양시는 ‘1956년 

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20년 동안(2020년까지)의 도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의 인구 규모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것이다. 인구 과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에 중 형 공업 프로젝트를 건설하지 않는다. 도시의 계획 면적은 185㎢로 확정되었고, 

계획구역 밖에는 350㎢의 통제 구역이 있다. 교외 구역에 호석 (虎石台), 진상둔(陳相屯), 신

성자(新城子), 신민(新民), 료중(遼中) 등 공업 단지를 건설하여 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

키고 용지의 끊임없는 확장을 방지하고 있다. 20)심양의 제3차 도시계획(1996년~2020년)의 

핵심 구역은 훈하(渾河) 북안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며, 심양시를 요녕성(遼寧省)의 성도(省都)로 

확정했으며 핵심구역인 ‘과(跨)혼하(渾河)’ 발전을 제기하여 혼하(渾河) 남안 지역의 개발을 통

해 혼하(渾河)를 도시 하천으로 탈바꿈시켰다. 제4차 도시 계획(2011년~2020년)에서 심양시

의 인구 규모는 특 (特大) 도시 반열에 진입했다. 도시 중심이 제4순환도(4環路)로까지 확장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도시 중심도 새롭게 배치되었다. 제4차 도시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심양시의 도시발전의 목표는 도시 시스템을 바로 잡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발전

을 실현하는 것이다.

2) 복지성(福祉性)과 상품성(商品性)에 따른 공급주택의 유형  

계획경제모델에서 점진적으로 시장경제모델로 진환중인 과도기(过渡期)에 있는 심양시의 

주택을 복리성과 상풍성, 그리고 그에 따른 건설 및 공급방식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보면 다

음<표 2>와 같다.

20) 佟磊, “快速发展背景下大城市新城发展研究―以沈阳市为例”, 硕士学位论文, 同济大学, 2009, pp.37~47.
21) 胡金星, “我國經濟適用住房政策反思與轉型思考”, 住房保障，第351期, 2010, p.56.

유형 내용

경제적용주택
(經濟適用房)

정부에서 주택의 건설 규모, 분양 상과 양도 가격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혜택을 보장하여 주는 
복지성격의 상품 주택을 말한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건설된 경제적용방은 26.8만 
가구에 이르렀고 이는 같은 기간 준공된 주택의 22.1%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반 상품주택 투자액
의 증가세에 비해 경제적용방에 한 투자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2003년 8월 국무원은 보통상
품방의 공급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되면서 경제적용방의 투자액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05년까지 계속되었다. 21)그러나 2007년에 경제적용방정책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경
제적용방과 상품방간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경제적용방의 사회보장 기능을 좀 더 명확히 했다. 경
제적용주택 제도는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많아 실시과정에서 사회보장기능이란 취지와 저촉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표 2> 중국 공급주택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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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최근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는 공급주택인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 염조방

(廉租房),상품주택(商品房), 공공임 주택(公共租賃房)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엄격

히 따지면 부동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주택은 복지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주택보장제도의 유

형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 주택보장제도의 유형에 관한 전반 내용을 제 로 설명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품주택에 해서 불가피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주택정책은 실시 효과가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사회보장성 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그 이유는 재원 조달의 어려

움, 주택보장에 관한 법률제도의 미비 그리고 주택보장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비

협조 등을 들 수 있다. 업적(政績)평가체제 아래에서, 경제발전과 재정수입의 증가가 지방정부

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고, 상급정부가 하급정부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주택복지 같은 것은 차 순위로 려 날 수밖에 없

었다. 

22) 崔光灿, 姜巧, “城市廉租住房保障时间及家庭特征研究——基于生存分视角”, 人口与经济, 第3期, 2016, 

pp.1~10.

유형 내용

염조방
(廉租房)

국가가 도시의 정부 산하 기관 민정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저보장 가정 중 주택난으로 고생하
고 있는 가정에게 임 해주는 주택을 말한다. 염조방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본 지역 도시의 호적이 
되어야 하고 경제적 수입이 현지 최저 월급 표준이어야 하며 1인당 평균거주면적이 현지 평균거주
면적보다 적아야 한다. 염조방은 임 만 하고 매매는 하지 않는 주택보장 정책으로 해당 도시의 
호구(戶口)를 가진 극빈 인구에게 임 하는데, 거의 실비에 해당하는 임 료만 납부하면 빌릴 수 
있다. 임 주택은 순서 기제로 운영된다.22)염조방은 생활이 어려운 거주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지만,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유동인구
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에서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품주택
(商品房)

1980년 부터 정부의 관련 기관의 인가를 받은 것을 가리킨다. 부동산 개발 경영 회사(개인, 외국 
회사)에서 정부 기관에 사업장은 토지사용권은 유상양도 방식에 의하여 획득하며, 기간을 40년, 
50년, 70년 동안 개발된 주택을 임차해 지은 뒤 주택·상업용 주택과 기타 건물을 시장에 내다 파
는 용도로 사용했다. 상품주택은 신축한 주택과 중고 주택을 포함하는데 신축한 주택은 또 후분양
주택, 선분양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품주택의 건설용지의 토지사용권은 유상양도방식에 의하
여 취득하며 개발 및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일체를 개발기업이 스스로 조달하여야 하며 완공 후에
는 시장상황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공공임 주택
(公共租賃房)

임 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택보장 정책이다. 상자 범위는 더 넓어 갓 졸업한 학생, 신입사
원, 거주권을 취득한 유동 인구 등이 포함되었다. 공공임 주택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속하며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임 하여 주는데 보통 시장의 평
균임 료보다 20% 내지 30%가 낮다. 입주자가 임 한 주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재임 하거나 
정부의 허가 없이 임 한 주택을 서로 바꾸고 용도를 변경하며, 인테리어를 훼손하거나 구조를 변
경하여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경우, 공공임 주택 안에서 불법에 종사하는 경우, 부당한 이유로 6
개월 연속 공공임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등과 같은 경우에는 임 한 주택을 반납하고 퇴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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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주택정책을 경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책패러다임을 바꾸어 일반민중들

이 가지고 있는 주택문제의 사회정책상 의의를 감안하는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

야 할 것이다.이에 새로운 주택보장정책을 만들어 기존 정책의 부족부분을 메워야 할 것이다.

3) 용지확보방식

심양시 거주구(居住區) 및 주택의 개발 건설은 필히 도시계획구역(城市規劃區)내의 국유토

지상에서 진행해야 한다. 농촌의 집체소유토지(集體所有土地)는 징용 후 우선 국유토지로 전

환한 후에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의 토지이용 측면에서 2000년 이후 심양시의 도시건설 용지에 관한 구체적인 

구성은 <표3>와 같다. 심양시의 주거용지 면적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주거용지 비율을 

보면 2005년부터 계속 상승했으며, 상승 폭은 다른 유형의 용지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이 

기간 인구의 평균 증가속도는 0.74%에 불과해 2010년까지 주거용지면적은 133㎢에 달했다. 

심양시 건설지역의 평균 주거용지 용적률이 1.2%에 그친다고 할 때 2012년까지 1인당 주택 

면적은 26.3m2이며 30m2/인으로 계산하면，608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23)심양시 

관할구의 연간 총인구가 522만 명에 불과하다. 그중 유동인구가 거 포함돼 주거용지와 주

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주거용지 공급이 높아지면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

기 때문에 부동산 과다공급도 집값의 하락을 간접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연도
건설구역
면적/km²

주거용지 공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면적/km² 비율 면적/km² 비율 면적/km² 비율

2000년 217 62.81 28.90% 47.19 21.70% 22.86 10.50%

2005년 310 81.03 26.10% 66.69 21.50% 42.97 13.90%

2010년 412 133 32.30% 82 19.90% 54 13.10%

2015년 485 172 33.40% 99 21.80% 74 14.10%

2019년 515 215 34.60% 125 20.65% 85 15.62%

<표 3> 2000-2019년 심양시 주요 용지면적 및 비율

2020년에 심양시의 건설용지 공급 규모는 총 3152.30ha이다. 유형별로는 주택용지 

700.30ha, 상업서비스용지 75.60ha，채광 및 창고업용지 665.60ha, 공공관리 및 공공서비

스용지 319.60ha, 교통운수용지 1303.50ha, 수역 및 수리시설용지 20.00ha, 특수용지 

23) 陈探, 刘淼, 胡远满, “沈阳城市三维景观空间格局分异特征”, 生态学杂志, 第34卷, 第9期, 2015 ,pp. 

262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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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0ha이다. 건설용지 공급총량 상한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8%, 교통운수용지 

사업면적은 약 87.9% 늘었다. 또 2020년에는 심양에서 주택용지 공급을 더욱 확 한다. 계

획량은 전년 동기 비 약 34.9% 증가해 상업서비스용지 공급은 절반으로 줄었고, 채광 및 

창고업용지, 교통운수용지, 수역 및 수리시설용지는 2019년에 비해 모두 늘었다. 주택용지 

구조 중 훈난(渾南)과 철서(鐵西) 계획 공급지는 모두 113헥타르를 초과하고 황고구(皇姑區) 

33.2헥타르, 철서구(鐵西區) 15.4헥타르로 선허(沈河), 허핑구(沈河) 계획 공급량은 상 적으

로 가장 낮다. 시내의 상업서비시용지는 67.8ha가 공급되는데, 이 중 쑤자툰(蘇家屯)과 혼남

(渾南)이 공급 부지의 64%를 차지한다.24)

심양시의 토지개발 강도를 보면 개발 강도가 비교적 구역은 중심 구역있다. 이는 도시 용

지의 써클링식(circling) 확장 모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개발 강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은 

오리하상업구(五裏河商貿區), 심양역 앞(沈陽站站前地區), 심양북역(沈陽北站地區), 중가-동중거

리(中街—東中街地區) 등 4개 구역이며, 평균 용적률은 3.0 이상이며 국부지역은 5.0을 넘어

섰다. 심양시는 도시의 외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기에 도시 규모는 ‘전병(大餅 )’형식

으로 확장되었다. 구도심 내부의 공업단지를 시가지로 이전하였으나 그 터를 효과적으로 계

획하고 개발하지 못하여 결구 공터로 되어버렸다.

4) 계획 및 개발 주체

심양의 도시계획과 개발주체 중에는 3급 계획체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도시계획은 

시인민정부(市人民政府)의 통일계획(統一計劃)이나 심사준수, 둘째는 도시총체적계획(都市總體

的計劃)은 시인민정부(市人民政府)의 주도로 계획설계를 하는 것이며, 셋째로 도시상세계획은 

시인민정부(市人民政府)의 계획행정주관부서에서 실시와 감독을 담당한다.

도시계획 업무는 반드시 시(市), 현(縣), 읍인민정부(鎮人民政府)의 지도에서 통일적인 관리

를 실시해야 한다. 시계획국(市規劃局)은 시인민정부(市人民政府)의 도시계획 행정 주관 부서

로, 시(市) 전체의 도시계획을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각 현(縣)구(區) 기획토지관리국(規

劃土地管理局)은 현(縣)구(區) 인민정부(市人民政府) 기획행정 주관 부서로 시기획국(市規劃局)

의 지도에서 본 지역의 도시계획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도시 신구 개발과 구역 개축은 

도시계획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행정 주관 부서(部門)가 관련 부서(部門)와 함께 모여 위치와 

범위를 선정하고, 개발 건설과 개축 계획을 편성하며, 통일된 계획과 합리적 배치를 견지하

며, 지역적 제약, 종합 개발, 부  건설의 원칙에 따라 산발적 분산 삽입을 제한해야 한다.25)

24) 尹喆, “沈阳市区域建设用地集约利用效果评价研究”, 硕士学位论文, 大连理工大学, 2018, p.15.
25) 谷波, “城市规划法律法规的地方实用性”, 硕士学位论文, 同济大学, 2007,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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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건설 투자주체는 과거 단일 공유제(公有制)단위에서 국유(國有)·집단(集體)·외자

(外資)·합자(合資)·연영(聯營)·주식(股份)·개체(個體) 등 다양한 경제적 유형으로 바뀌고 있다. 

기존의 효과적인 기획과 계획의 단순작업 패턴이 적절하지 않았다. 우선 투자주체 다변화가 

이익구도의 다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도시 전체의 효과와 사회 공공의 이익

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투자 효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도시 계획관리가 조정해야 하

는 것은 단순히 건설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이것은 계

획 관리 업무를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만들었고, 또한 매우 어렵게 했다. 실제 업무 중에 

건설과 계획의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둘째, 투자주체의 다원화는 건설사업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과거 건설사업이 많지 않고 

규모가 크지 않아 계획관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혁으로 각 방면의 에너지가 폭 

방출되고 건설 행위가 매우 활발하여, 도시는 마치 큰 공사 현장 같다. 계획 관리 업무량이 

폭 증가하므로 완전한 작업 체계를 세워야 한다.26)

셋째, 투자주체 다변화는 건설행위의 계획성을 무너뜨리고, 현재 각종 건설프로젝트는 

부분 사전계획이 없는 투자자의 결정으로 빠른 속도, 높은 효율성을 요구하며, 특히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은 더욱 급하다.

  

5) 재원조달 방식 : 중국의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

심양시 주택제도 개혁의 핵심은 주택공적금 (住房公积金）제도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으

며, 그 목적은 주택상품화를 촉진하고 , 국가, 집체(集體), 개인 3자가 결합하여 주택건설자금

을 조달하는 기제(機制)를 구축하여, 직원들의 주택구입 능력을 점진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1992년 “심양시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 조례”가 공포되면서 주택 공급을 늘려 직원(職工)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심양시 정부는 ‘요녕성도시주택제도개혁방

안(遼寧省城鎮住房制度改革方案)’에 근거하여 국가, 기관과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부담하고, 사업장은 지원하고 근로자는 협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심양시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제도를 제정하였다. 직원과 직원이 속

한 사업장은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을 지정된 은행의 직원 개인 계좌에 납부하며, 모두 직원 

개인이 소유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인과 개인의 사업장은 매월 표준 임금의 5%에 이르는 공적

금을 납부해야 한다. 1996년 심양시 정부는 국무원 주택개혁지도팀의 ‘주택공적금(住房公積

金)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여 주택공적금제도(住房公積金制度)를 전면적으로 추진하

26) 仇保兴, “战略规划要注重城市经济研究”, 城市规划, 第1期,2003,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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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심양시의 도시 전역에 걸쳐 기본적으로 수립되었다.1999년, 국무원이 발표한 ‘주택

공적금관리조례(住房公積金管理條例)’에 근거하여 심양시에서도 ‘심양시 민간기업(民營企業)의 

주택 공적금 수립에 관한 임의규정’을 발표하여 심양시에 등록된 민간기업(民營企業)(집단기

업(集體企業), 향진기업(鄉鎮企業), 사영기업(私營企業)포함) 과 근로자들은 모두 주택공적금

(住房公積金)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개인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 출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출 조건, 출 한도, 출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지정하였다. 2001년에 

제정된 ‘요녕성 주택공적금 모금 잠정 방법(遼寧省住房公積金聯合歸集暫行辦法)’에서는 주택공

적금의 이자 명세, 장부 조, 납입, 인출 결산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2002년 국무

원이 ‘주택공적금관리조례(住房公積金管理條例)’를 수정하였는데, 수정 후의 조례는 각 성과 

시가 주택공적금 업무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더욱 지도적인 의의가 있다.27)

2011년~2015년 사이 심양시의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

평균 15.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말까지 심양시의 주택 공적금의 누적 납부액

은 933.3억 위안으로 동기 비 18.8% 상승했고, 납부액은 432.4억 위안으로 동기 비 

12.3% 증가했다. 또한 공적금의 신용 출 이율도 수차례 하향조정 되었으며, 출연한도 최

장 30년까지 연장되어 주택구입에 따른 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소비를 촉진시키

고 있다.28)

Ⅴ. 결  론 

현재 중국은 급진적인 산업화 발전 단계에 놓여 있으며, 도시의 경쟁력이 향상하고 공

간 규모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도시 확장 과정에서 일련의 사회적 문제들이 새로운 주거 

형태의 건설에 영향을 미치고 도시의 주거 공간과 건축 형태에도 일련의 변화들이 발생하게 

되며 도시의 사회적 문제는 더욱 두드러져 그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심양시는 

도시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화 과정은 실질적으로 토지이용 변화의 과정이다. 도시의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주택 용지가 도시 주변으로 확 되면서 보장형 주택 용지는 주요 

공급원은 구도심을 재정비하고 도시 주변을 확장하는 것이지만, 심양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

인 공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양시 도시 계획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주택 용지를 확보하여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주거 공간이 일정한 우

27) 毕翼, “沈阳住房公积金管理模式研究”, 硕士学位论文，沈阳师范大学, 2010, p.17.
28) 邓睿思, “沈阳住房公积金制度研究”, 硕士学位论文, 东北大学, 2017,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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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갖는 보장형 주택을 계획하여 학교와 병원, 백화점 등 공공장소를 최우선으로 건설해야 

한다. 29)또 정부는 보장형 주택 용지의 건설 원가를 절감하여 토지 자원을 싼값에 공급하거

나 무상으로 조달해야 한다. “국가주택건설제도(2010)”를 보면 보장형 주택 건설 계획은 교통

과 공공시설, 일자리,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생활 등 수요를 최 한 충족시켜야 하며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 및 중교통의 발전은 도시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였다.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과 공공 자원의 분배가 균형적이지 않고 또 중저소득층과 사회적 지

위가 낮은 계층에 한 정부의 관심도가 높지 않다. 특히 심양시 같은 국가 중요 공업단지에

는 각 분야의 산업이 몰려 있어 산업 인구(현장 직원과 보조 직원 및 이들의 가족)가 기본적

으로 많고, 이들의 주거와 생활은 전적으로 도시의 정치 제도와 산업 발전의 기회에 달려 있

다. 먼저 저소득층은 소비 수준이 제한되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30) 이에 따라 공공재를 도심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도시 외곽의 보장형 주거

단지에 설치해야 한다. 일찍이 심양시 보장형 주택이 입주한 사람들은 부분 노인 혹은 장애

인이었으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은 주변에 병원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

택 주변에 병원을 건설하여 인근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

며 보장형 주택 내에 의료위생 기관과 약국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장형 주택 주변에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있으면 잠재적인 가치가 높아지게 된

다. 만약 정부가 공공재를 투입하면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업자들은 이곳에 들어와 

상업성적인 건물을 지어 상업 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며, 도시의 인구를 끌어들여 지역의 집약

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소득 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 

주택 통합에 도움이 되며 공공재는 더욱 풍부해질 것이며, 주민의 편의성은 공공재의 증가와 

함께 향상될 것이다.31)

또는 도시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통 공업이 쇠퇴하고 주민의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

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거와 

취업은 보장형 주택단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시 내에 ‘다핵심’구조가 형성되면 

고용과 주거의 분리 형상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다핵심 모델’은 토지 분포를 고르게 하고 매

개 구역에 그에 상응하면 서비스와 중교통, 오락과 레지 등을 설치하여 토지의 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정부는 각 구역에 보장형 주택을 마음껏 건설할 수 있다. 심양시의 보장형(保

障型)주택이 규모로 건설됨에 따라 고용-주택 균형(Jobs-Housing Balance)은 주택의 합

리적인 배치를 보장하고 있다. 보장형(保障型) 주택이 건설되는 상황에서 산업 용지와 주택 용

29) 顾晓薇, 王青, 冯民, 等, “沈阳市生态城市建设中的生态压力”，生态学杂志, 第28卷, 第5期，2009, p.943.
30) 魏娜，“中国城市社区建设中的问题及其理性思考”, 新视野, 第2期, 2002, pp.57~59.
31) 冯念一, 陆建忠, 朱嬿，“对保障性住房建设模式的思考”， 建筑经济, 第8期, 2007,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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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동시에 개발하여 고용과 주택이 합리적인 구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보장형 주택개발 

과정에서 상업 용지를 미리 남겨두어 우  정책을 펼쳐 개발업자들이 보장형 주택 주변에 고

급형 상업 건물을 건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경우 상업 건물에 백화점이 들어설 수 있으

며 주민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일자리 문제는 물론 통근 비용을 줄일 수 있다.32) 정부는 주민들이 보장

형 주택 인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하며 또 중저소득층의 창

업을 격려하며 필요할 경우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 생활방식, 가족구조 등 다방면에 따라 심양의 신도시 발전모델, 주거형태, 정책등 면

은 도시민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첫째, 신도시 주거는 도시발전에 맞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을 존중해 도시, 건

축, 자연과 인간의 조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뤄야 한다. 33)주거지역은 간결하고 실용적

인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전체적인 도시의 살기 좋은 경관효과를 강조해야 한다.

둘째, 주택정책을 완화하고 도시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며 중소형 주택과 임 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중·저소득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금융·세제에서 혜택을 준다.  

셋째, 심양의 현재 고층 주택은 부분 1계단이 넘는 다세  타워형 주택으로 자연 환기·

채광 조건 등이 떨어진다. 주택건설은 ‘인간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다’라는 설계이념을 고

수해 거주자에 한 배려를 보여줘야 한다. 심양은 주택 건설에서 주택의 자연 채광과 환기를 

충분히 고려하고, 주택의 편안함을 개선하고, 중국 전통 주택의 우수한 내포 문화를 계속 유

지해야 한다. 향후 심양 주거 지역 건설에 있어서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지원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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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 료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

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2020년 주택임 차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전월세상한제

는 임차인들의 임 료 급등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주거 안정에 기여함이 요구되고 있다. 그

런데 이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전월세상한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또 지역별 특성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상한률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서 

이 규정 도입의 정당성에 관한 평가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임

료 규제에 관한 선행연구와 홰외사례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전월세상한제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임 인의 임 수익이 조화를 이

룰 수 있는 범위에서 보장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임 차신고

제를 통해서 확보된 자료로 임 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택의 특성 및 품질을 확

인하기 위한 주택 상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임 료 규제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관점에서 적정 임 료를 산정하여 임 료 규제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끝으로 임 료 통제가 적용되는 주택과 이러한 규제에 제외되는 주택을 구분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주택임 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주거안정

Ⅰ. 서  론

국민의 주거생활과 주거의 안정은 국가가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이다.1) 그런

데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 료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

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법제도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 차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였고,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1) 헌법 제34조 제항 및 제2항 그리고 제35조 제3항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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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다.2)

임 차 3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 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임 인은 임

차인이 임 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또한, 임 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

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 한 경우 임 인은 갱

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3) 전월세상한제는 주택 임 차 계

약갱신 시 차임 료 증액 상한을 5% 범위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 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

을 줄이는 한편으로 주거 안정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4)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

택임 차 계약 시 임 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청에 

임 차 보증금 등 임 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며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 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

주한다.5) 

이상 최근 개정된 임 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민간 임 주택 시장을 양성화해 숨은 세

원을 발굴해 세수를 확보하는 긍정적 정책효과가 기 되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기간 연장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에 긍정적 역할이 기 된다. 그런

데 전월세상한제는 임 료에 관한 정부의 통제라는 점에서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에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기 되는 한편으로 임 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작용으로 그 부작용에 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실제로 임 차 3법 개정 이후 시장에서의 전세난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월세 역시 계속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의 주거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이나 월세비율의 증가원인으로 지적되는 전세 주택의 감소는 저금리 상

황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의 도입에 따라 임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

적되고 있다. 즉, 한번 세입자를 들이면 4년 동안 5% 이상 인상이 불가능하다보니 집주인들

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두된 문제이기에 전셋값 인상을 억누르면서 매물이 잠기고 

가격이 왜곡되는 부작용이다.6) 이외에도 사실상 최초임 료에도 임 료 인상률 상한 5%가 

2) 이상의 입법은 소위 임 차 3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도 임 차 3법으로 표현한다.
3) 주택임 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4) 주택임 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5)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란, 신고절차 및 방법, 과태료 쉬운 총정리”, 왓썹토리아, 2021년 4월 21

일,  whatsuplorea.tistory.com/479
6)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5㎡ 6층 전세 매물이 2021년 1월 6일 18억원에 거래됐다. 그런데 바

로 전날 같은 면적 4층 전셋집이 12억 75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바뀐 임 차법

에 따라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 료를 최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신규 계약과 가격 차이

가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우, “아파트 위층 전셋값 18억, 아래층 12억, 임 차법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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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는 정부의 발표7)와 상반된 최근 법원의 판결8)이 나오면서 임 료 상한제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임 료 상한제 도입의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임 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 료 규제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 국한하여 살펴보고, 이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택임 차보호법 규정 중 개

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택임 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코자 한다. 이 연구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주택 임 료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

들의 분석을 통하여 임 료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주택 임 료 규제

에 관한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임 료 규제와 관련한 외국제도의 특징과 공통점을 도출

하여 우리나라 주택 임 료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한다. 다음으로 현행 임 차보호법에 따른 임 료 규제의 한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

재 논의 중인 임 차보호법 개정의견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앞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우리

나라 주택 임 료 규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과제를 제

시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주택임대사업 관련 선행연구 고찰

주택임 차에 있어서 임 료 규제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9) 주택 임

조선일보 2021년 1월 19일 보도자료.
7)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20년 8월 '주택임 차보호법 해설집'을 통해 "민간임 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 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효과는 주임법에 따라 임 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사실상 최초임 료에도 '임 료 인상률 상한 5%'룰이 적용되야 한다는 유권해

석을 내린 바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임 차보호법 해설집, 2020년 8월.
8)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기존 전세보증금 5억원보다 3억원 높은 8억원에 최초임 료를 정하겠다며 

민사쟁송을 제기한 주택임 사업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 주택임 사업자가 최초임 료를 5% 이

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혜진, “'임 사업자 최초임 료 '5%룰' 적용 안 받는다'. 

정부 해석 뒤집어 ”,파이낸셜뉴스  2021년 1월 20일 보도자료. 
9) 서진형, 김학환, “주택임 료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제19집 제1호, 한국부동산법학회, 

2015, pp. 29~51. 박인, “선진국의 임 료규제와 도입방안의 연구: 공정임 료법안을 중심으로”, 

한부동산학회지 제33권 제2호, 한부동산학회, 2015, pp. 345~372. 정은아, “미국 뉴욕의 주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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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임 차 3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많은 

연구들이 주택임 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주거복지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선진국의 법제를 비교법적 연구로 논증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계약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기본권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임 인에 한 과도한 규제는 취지와 다르게 임 주택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 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0) 주택 임 차와 관련하여 임 료 규제를 반 하는 

입장에서는 임 료 규제는 사적 자치의 과도한 제한이며 재산권 침해라 주장하고 하면서 임

료 규제제도의 실효성과 임 료 증액 상한의 적정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11) 

이은희는 영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주택 임 료 규제 방법으로 시장가격 이하로 임 료

를 동결하는 임 료 통제 방식과 임 료상한제와 유사한 최고임 료 도입방안을 제시하였

다.12) 여기서 임 료 통제 방식은 1915년부터 1980년 사이 영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최성

경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이 필요하지만 임차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이

라는 소유권에 비해 상 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소유권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 확 가 가능함

으로 점진적 수준의 임 인의 권리도 상향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13) 노현숙은 개정 주

택임 차보호법의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임 인의 기본권이 헌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4) 지원림은 계약갱신

요구권 도입으로 임 인의 소유권을 과잉 제약하고 임 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왜곡할 수 있

으므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서도 국가의 사적 자치에 한 제약은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15) 추선희와 김제완은 전월세상한제의 법조문의 적용에 관한 해석을 제시하면서 임

차인 손해배상제도 개선, 임 차 분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정전치주 도입과 더욱 강

임 규제 제도 연구”,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한국외국어 학교 법학연구소, 2018, pp. 313-336. 이

은희, “영국의 차임규제에 관한 연구: ‘통제’에서 ‘시장’으로의 전환”, 민사법학 제34호, 한국민사법학

회, 2006, pp. 513~563. 예외적으로 높은 차임으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수준의 임 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은희,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택임 차제도 개선방안”, 민주법학 제58호, 민

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pp. 61~109.
10) 송성문, 권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인식에 관한 연구: 임 인과 임차인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부동산융복합연구 제1권 제1호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2021.
11) 서진형, 김학환, “주택임 료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p. 39 및 pp. 42~48. 박은철, 김수경,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 차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9, p. 79.
12) 이은희, “영국의 차임규제에 관한 연구: ‘통제’에서 ‘시장’으로의 전환”, 민사법학 제34호, 한국민사법

학회, 2006, pp. 516~524. 
13) 최성경, “주택임 차에 한 소고 : 임차권의 존속보호와 차임 인상률 규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

43권 제4호 법학연구소, 2019.
14) 노현숙, “개정 주택임 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일감부동산법학 제21호, 건국 학교 법학연구

소, 2020, p.224. 
15) 지원림, “저간의 부동산 임 차 법제에 관하여”, 부동산법학 제24권 제3호, 한국부동산법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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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규제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6) 문종면은 우리나라 주택 임 차 제도의 문

제점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임 차 제도와 비교법적 검토하고, 임차인의 주

거권 강화를 위해서는 임 료 인상을 제한해야 하고 공공임 주택 공급을 확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주택임 차의 임 료 규제 관련 제도는 임

인의 소유권에 한 제한인 만큼 최소한이어야 하며, 임 료 규제는 체로 임 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18), 인상률 제한 기준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거

나19) 지역의 비교임 료를 적용하는 방식20) 등을 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주택 임 차는 임 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한 

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된다.21) 그러나, 민법의 임 차 계약 규정

으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의 

임 차에 관하여 민법에 한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 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22) 주택임 차

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23)으로 하며, 그 규정들은 편면적 강행규

16) 추선희, 김제완, “개정 주택임 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법학논집 25권 1호 이

화여자 학교 법학연구소, 2020, pp. 111~157. 
17) 문종면, “임 차 환경변화에 따른 임차인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선문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18) 박은철, 김수경,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 차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9, p. 

78. 
19)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여 임 료 인상률을 정하는 예로는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핀란드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외에 생계비지수와 연동하는 예로

는 벨기에, 건설비용지수와 연동하는 예로 프랑스를 들 수 있다. 박은철, 김수경,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 차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9, p. 80.
20) 이 제도는 임차인이 아닌 임 주택을 중심으로 임 료 인상을 제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독일의 경

우, 원칙적으로는 임 차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임 료 인상에 관한 자유로운 합의가 가능하며(BGB 

§557①), 그러한 약정은 계단식(BGB §557a), 지수식(BGB §557b) 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여 임 인

과 임차인 모두 임 료 인상분에 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을 

경우 임 인의 임 료 인상요구는 서면에 의해야 하고(BGB §558a) 그 지역 통상수준의 비교임 료

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BGB §558 ①). 이러한 임 료 인상은 3년 동안 20%를 초과하지 못하도

록 인상한계를 정하고 있다(BGB §558③). 양창수, “독일의 새로운 임 차법”, 서울 학교 법학 제43

권 제2호,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2002, pp. 300-305. 독일 임 료 규제의 변천에 관한 논의는 소

재선, “독일에 있어서 차임통제법의 변천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제49권 제3호, 경희법학연구소, 

2014, pp. 39~69. 
21) 민법 제618조
22) 주택임 차보호법 제1조, 민법 제618조 이하의 임 차에 관한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23) 김판기는 존속기간의 보장과 임차보증금의 안전회수를 주택임 차보호법의 가장 실질적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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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4)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25) 

주택 임 에 있어서 임 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6) 주택임

차보호법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 주택에 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

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 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임 차보호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 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7) 

임 료 통제는 임 인의 임 료 부담 증가를 제한함으로써 임 인의 주거권 보장에 기여

함을 물론 임 인으로 하여금 임 료를 포함한 주거비용의 계획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

점을 지닌다. 또한 임 료 통제는 임 료의 안정화를 통하여 임 주택시장의 전반의 안정화

와 같은 사회적 차원에서 역할도 기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료 통제는 임 료가 시장 

기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주택 임 시장의 정상적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임 료 통제는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과는 반

로 임 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주택 임 료를 기준으로 주택 임 에 있어서 

임 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한 불평등한 사회적 제약을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주택 임 료 

정책에 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임 료 규제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반영

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주택임 차보호법의 임 료 인상률 제한인 5%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세가격지수의 연평

균 지수 상승률이 5% 미만이어서 적정한 기준이라는 주장이 있다.28) 그런데 이 주장에서 제

시한 전세가격지수는 전국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도권과 지방 도시들, 그리고 서울과 

보고 있다. 김판기,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13권 제1

호, 한국법정책학회, 2013, p. 265.
24)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 해서만 강행규정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임 차의 경우 

상 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 차보호법에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25) 주택임 차보호법 제10조 및 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

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 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26) 민법 제618조
27) 주택임 차보호법 제7조 제1항
28) “주택임 차보호법의 임 료 인상률 제한과 관련하여 전세가격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에 한 우리나

라의 통계를 참고할 수 있는데, 한국 감정원의 자료에 의하면 체로 연평균 지수 상승률은 5% 미만

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강훈, “인간의 얼굴을 한 주택 임 차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임 료인

상률 상한제를 중심으로”, 2019년 11월 21일. 한국법학원 포럼 자료집,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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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의 전세가격 지수를 각각 비교해보면 도시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29) 이 주장

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임 료 인상률 조정의 상한을 보증금의 20분의 1의 범위로 한

정하면서, 정부는 이 상한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또 지역별 특성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

로 상한률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음으로써 임 료 인상률 제한 

규정의 정책적 효과성 검증은 물론 이 규정 도입의 정당성에 관한 평가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재산권에 관한 공적인 제한이 이루어지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제한의 내용이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재산권 재한이 정

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목적의 정당성, 수단 또는 방법의 적합성, 침

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30)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임 료 인

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주택임 차보호법의 전월세상한제는 비례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적

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하며, 또한 최소한의 침해 요건을 충족하

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임 료 인상의 상한률이 어

떻게 설정되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관한 고

려 없이 일률적으로 상한을 정한 이유에 한 설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임 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관련한 사항들은 주택 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하며, 임 료 인상률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재산권 제한

에서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목적의 정당성, 수단 또는 방법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

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갖춘 임 료 인상률 상한 및 규제 방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Ⅲ. 외국의 주택 임대료 규제 현황 및 특징

1. 외국의 임대료 규제 특징

1) 프랑스

독일·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 임 료에 관한 공적 규제

를를 활용 해오고 있는데 최근 임 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주택 임 차는 

29)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중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통계 참조, https://www.r-one.co.kr/ 

rone/resis/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OFST_100210 사이트 방문 2021년 5월 14일.
30) 노현숙, “개정 주택임 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일감부동산법학 제21호, 건국 학교 법학연구

소, 2020,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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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임  기간 무제한의 형태의 계약이며, ‘임 료 기준지

수(l’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IRL)’ 및 ‘임 료 상·하한제’ 등 임차인의 주거비 부

담완화를 임차인 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다. 프랑스에서는 1948년 9월 1일 주택 소유자와 주

택임차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모든 주택임 차계약에 적용되는 특별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31) 그러던 중 1989년 7월 6일 ‘Loi Mermaz’라 불리는 총 세 편으로 

구성된 임 차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 주택임 차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프랑스 주택임

차법의 제1편 규정들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면적 강행규정(d'ordre 

public)으로 구성되었다.32) 1990년 이후 지속적인 주택 임 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프

랑스 정부는 2000년 이후 사회주택 공급 확 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과 임 료

가 상승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속되자 2012년 주택 임차료 규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

획은 1989년 제정된 임 인 및 임차인 관련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었다.33) 이 법률은 파리, 

리용, 마르세이유 등 38개 도시에 적용되고, 해당  지역의 선정 기준은 임 료 기준지수(IRL)

를 기준으로 2002~2012년간 국가 평균 IRL의 두 배를 넘고 단위면적 당 주택 임차료가 11

유로/㎡을 넘어가는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했다.34) 이후 2014년 3월 24일 ‘주거에 한 접근 

및 도시재생계획을 위한 법률’(이른바 ‘알뤼르(Alur)법’)의 제정으로 IRL에 근거한 임 료 산

정방식이 도입되었다. IRL 은 담배가격과 임 료를 제외한 소비지수의 12개월간 평균으로 산

정되고 분기별로 INSEE에 의해 발표된다.35) 주택임 료 규제에 적용을 받는 도시에서는 주

택을 계약할 때 임 료 상승률은 IRL의 상승률을 넘어서는 안된다.36)  

 

31) 1948년 9월 1일 법률은 그 적용 범위에서 한계가 있었다. 제1조에서 파리, 세느 도 및 파리의 옛 성

벽에서 50킬로미터 이내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차임규정은 모든 꼬뮨에서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은희, “프랑스법상 주택임 차에 관한 연구-2014년에 개정된 1989년 법

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충북 학교 법학연구소, 2015, p. 29.
32) 이은희, “프랑스법상 주택임 차에 관한 연구-2014년에 개정된 1989년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

학연구 제26권 제1호, 충북 학교 법학연구소, 2015, 주19, pp. 29~31.
33) 이성근, 최민아, “프랑스 주택 임 료 규제 및 관련 제도 연구”, LHI 저널 제9권 제4호, 한국토지주

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8, p.5. 
34) L’encadrement des loyers entre en vigueur au 1er août, 2012.7.23, , http://tempsreel. 

nouvelobs.com/immobilier/location/20120723.OBS7968
35)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
36) 그러나 IRL은 주택의 실 개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주택 유형별로 발표되는데, 임 주택이 18개월 이

상 비어있었거나 처음 임차되는 경우 임 료는 자유로이 정해질 수 있다. 또한, 주택 소유주가 주택

개량을 위한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IRL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난 일년 임 료의 

50% 이상을 공사비로 사용했을 때는 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비용을 임 료로 올릴 수 있도록 하

여 임 인의 권리로 상세하게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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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독일은 2차 세계 전 직후인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그리고 1990년 독일통일 이후에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현재 독일 민법상 임 차 관련 규정의 기본 틀은 

2001년 6월 19일 제정된 임 차개혁법을 통해 마련되었으나, 이후 2013년과 2015년 2차례

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37) 독일 민법 제550조에서는 1년 이상의 임 차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 차로 보고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이 

사용된 뒤 1년이 지난 이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 인이 일정요건

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 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38) 독일은 사적자치 원

칙에 따라 최초 임 료는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독일민법 제

557조에서 “임 차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당사자는 차임의 인상에 한 합의를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민법 제558조에서는 임 인이 차임증가에 한 임차인의 동의를 요구

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차임을 동일지역에서 보편적인 차임보다 더 높은 차임으로 하는 

경우 독일 민법 제138조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다.39) 베를린 주는 주택 임 에 있어서 5년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 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임 료 제한에 관한 새로운 법규 규

제에 관한 법률(MietenWoG BIn)을 제정하고, 2020년 2월 23일부터 시행을 하였다. 이 법

에 따라서 베를린 주에 속해 있는 약 150만 개의 임 주택은 적용 기준일인 2019년 6월 18

일 기준으로 합의된 차임을 5년간 초과하여 받을 수 없게 되었다.40) 이러한 규제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건축연도, 규모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임 료 규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임

료 규제에 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3) 미국

미국의 뉴욕주는 2019년 6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임 료 규제를 강화하는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 오리건주 등에서도 임

료 인상 규제와 퇴거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 전역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37) 이종덕, “임 차계약의 해지와 곤궁한 주택임차인의 보호 필요성”, 서울법학 제26권 제3호, 서울시립

학교 법학연구소, 2018, pp. 162-163.
38) 단, 임차인에게 서면통지가 필요하다.
39) 독일경제형법 제5조에서는 임 료 인상과 관련해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민법 제138조(양속위반 법률행위)에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

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신욱, “한국과 독일의 임 차임 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비교사법 

제21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pp. 1514-1515.
40) 이도국, “최근 독일에서의 주택임 차 차임 규정과 시사점-‘Berliner Mietendeckel’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한양 학교 법학연구소, 2020, pp. 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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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임 료 규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시는 주택 건축시점 별로 임 료 통

제(Rent Control)와 임 료 안정(Rent Stabilization)으로 이원화된 임 료 규제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임 료 통제 프로그램의 통제를 받는 주택은 1947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이

다. 임 료 통제 주택으로 지정된 경우, 임 인은 일정 금액 이상을 임 료로 청구할 수 없도

록 임 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임 료 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 기준임 료

(Maximum Base Rent : MBR)는 뉴욕시 임 료 위원회에 의해 2년 단위로 고시되는데, 연

간 최  인상률은 7.5%이다.41) 임 료 안정법(Rent Stabilization Law)의 적용을 받는 주택

은 1947년 2월 1일부터 1974년 1월 1일의 기간 안에 건축된 주택 중 6호 이상의 공동주택

이면서 월세가 2500달러 이하인 주택이다. 이 법에 따라서 임 인이 해당주택의 재산세에 

한 세액공제를 받는 동안42)의 임 료는 시장임 료 이하로 통제된다. 임 료안정법이 적용되

는 지역의 임 인은 이 법에 따라 주택 및 지역 재생과에 임 하는 주택을 등록해야 하고, 매

년 임차인에게 등록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임 료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 주택은 임

료안정위원회(Rent Guidelines Board)가 매년 정하는 최  임 료상승분에 따라 차임을 인

상할 수 있다.43) 임 료 통제와 임 료 안정의 임 료 규제를 적용을 받는 주택의 임 인이 

임 료 인상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길 경우, 뉴욕시 주택 및 지역 재생과는 해당 임 인에 해 

임 료를 내리도록 하거나 행정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44) 따라서 뉴욕시는 1974년 이후 건

축된 주택은 세제지원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제외하고 임 료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집주인들의 비정상적인 임 료 인상을 제한하고 세

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 주택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4) 영국

영국은 18세기 산업화로 인한 주택 부족과 높은 임 료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저

당이자 동결을 통한 임 인들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식의 임 료 통제를 추진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남으로써 이런 임 료 통제방식은 점차 완화·해제되었다.45) 영국에서의 

41) 박상현, “주택임 자의 존속보호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71권, 한국부동

산학회, 2017, p. 249.
42)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에 해당한다.
43) 김명엽, “전월세 상한제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18권 제1호, 한국부동산학회, 

2012,  pp. 182~183.
44) 장경석, “주요국의 민간임 주택 임 료 규제제도”, 이슈와 논점, 제25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 

p.423. 
45) 이은희, “영국의 차임규제에 관한 연구: ‘통제’에서 ‘시장’으로의 전환”, 민사법학 제34호, 한국민사법

학회, 2006, pp. 51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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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료 규제는 1915년 임 료법(The Rent Act)에 의한 임 료 통제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1965년 임 료법 개정으로 모든 민간임 주택에 공정임 료(Fair Rent) 제도가 적용되었다. 

공정임 료는 해당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주택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공급될 때 임 인이 얻을 수 있는 적정임 료로 주택의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항만을 반영

하여 신규계약 시 임 료의 폭등을 막고 기존 임 료동결정책에 따른 임 인의 상 적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정임 료는 임 료사정관46)에 의해 결정되고, 임 인과 

임차인에게 제시되는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 료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 료조정위원회가 공정임 료를 결정하는데, 이에 불복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1977년부터는 임 료법에 근거한 임 료 등록제와 최 공정임 료(Maximum Fair 

Rent)에 의해 임 료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때 규제되는 임 료는 기존 등록된 임 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과 그 외 추가비율(최초 7.5%, 이후 5%)를 가산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공정임 료는 최 공정임 료를 초과하지 않게 규제한다.47) 이후 1988년 주택법이 제정되면

서 민간부문 임 주택의 보급증 와 그에 한 투자를 확 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주택임 차

에서 새롭게 성립되는 주택임 차에 해서는 임 료 규제가 폐지되었다. 이 주택법에 따라 

1989년 1월 15일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임 차는 그 임 차가 종료될 때까지 여전히 임 료

법에 의한 공정임 료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후에 신규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시장 임

료가 적용되는 보증임 차 또는 보증단기 임 차만이 성립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임 차가 

종료되고 새로운 임 차가 성립되게 되면 더 이상 공정임 료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당사

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임 료가 결정된다.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임

료산정위원회가 임 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임 료도 신청된 임 차와 유사한 다른 임

차의 시장임 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48) 

5) 일본

일본은 1939년 지 가임통제령의 제정으로 주택임 료 상한제가 도입되었지만, 임차인들

이 임 인의 임 차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해지통고를 두려워하여 불법적인 임 료 인상을 수

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도입의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49)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6) 임 료 사정관은 영국의 감정평가청(Valuation Office Agency) 소속 공무원임
47) 김명엽, 앞의 논문, 2012, pp. 181~182.
48) 조윤희, “주택임 차 존속보호와 차임규제에 관한 고찰”, 동아 학교 법무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 77.
49) 지 가임통제령은 전후에 그 적용 상을 축소해 가다가 1985년 폐지되었다. 박상현,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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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차가법을 개정하여 일단 임 차계약이 성립한 건물임 차를 임 인이 종료시키려면 

정당사유가 존재하여야 가능한 정당사유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1991년 차지법과 차가법을 

통합한 차지차가법을 입법하여 정당사유에 한 상세한 판단기준을 규정하였다. 차임개정과 

관련해서는 차지차가법 제32조에서 “건물의 차임이 토지 혹은 건물에 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에 의하여, 그리고 토지 혹은 건물가격의 상승이나 하락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또는 근처 동종의 건물차임에 비교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장래를 향하여 건물 차임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건물 차임을 

증액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임 료 인상을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임 료 인상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민사조정에 따르고 민사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후 1999년 양질의 임 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출되

고, 차지차가법이 개정되어 정기차가권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임 주택 제도는 

정당사유부 보통차가와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정기차가로 존재하게 되었다.50)

2. 외국 임대료 규제 특징 해석의 유의점

주요 외국의 임 료 규제 사항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이 도출된 만큼 임

료 규제를 위한 참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부분 국

가의 임 료 규제정책은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공정한 임 료를 책정

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51) 앞서 분석에서 제시한 것처럼 외국의 경우  임 인은 일

정 금액 이상을 임 료로 청구할 수 없도록 임 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 료 

상한제는 주택임 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연도, 규모 등 유형별로 구분하

여 임 료 통제 주택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나라마다 주택시장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

에 임 료 규제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그 나라만의 적정 임 료 

산정방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 나라들이 소비자 물가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

용을 기준으로 공정임 료를 산정하고 있다. 즉, 공정임 료를 주택시장이나 특정 지역 등 한

정된 범위에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적 시각에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 료 규

제를 위한 외국제도의 도입 혹은 참고함에 있어서 외국의 주택시장 특성과 임 료 규제 기준 

선정의 과정에 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임 료를 포함하여 

2017, p. 250.
50) 稻本洋之助 外 二, 日本の 土地法, 成文堂, 2005, p.195.
51) 하성규. “주요국 임 료규제정책의 시사점”, 한국아파트신문, 2016년 12월 7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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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 료 규제에 관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 료 부담은 부분 임차인

에게로 전가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금번 개정된 전월세상한제가 주택 임 료로의 안

정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임 료 인상에 

한 제한과 병행하여 임 인의 정당한 임 수입을 보장하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여 주택 

임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임 주택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

히 이러한 보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별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임 주

택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금번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후 확인된 바와 같이 획일적 

임 료 규제는 자칫 민간임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Ⅳ. 표준임대료 산정 방법을 제시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은 2020년 7월 14일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표준임 료를 정하여 안

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52)을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에 

‘표준임 료를 정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시·

군·구를 기준으로 용도·면적·구조·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하여 표준주택을 지정하고, 그 표준

주택에 한 표준임 료를 산정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표준임 료는 

주택의 공시가격,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임 료, 주거비물가지수, 은행의 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 제10호 및 안 제17조의2). 또한, 표준임 료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표준임 료를 조정·재공고 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의 이상 내용은 임 차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분명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되는 만큼 정당한 개정사유로 보여진다. 

그러나 제안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임 료가 합리적으로 산

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아래에서는 제안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임 차 3법 도입에 따라서 도입된 임 료 규제가 국

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제안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임 료가 제 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임 차신고제를 통해서 확보된 자료로 임 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택

의 특성 및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주택 상태조사를 실시하며, 지리 정보체계(GIS)를 활용한 

5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879호, 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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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입지 데이터를 구축하는 제도화가 요구된다. 특히 2021년 6월부터 임 차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후에 표준임 료 산정방식의 적정

성에 관한 보다 실증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둘째, 앞서 해외사례 분석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임 료 규제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소

비자 물가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관점에서 적정 임 료를 산정하여 임

료 규제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 함이 요구된다. 즉, 새로운 임 차 계약을 하는 경우 올

릴 수 있는 임 료 상한을 이전 임 료의 5%로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변화한 시장 여

건 및 국민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임 료 상한을 제시하는 경우 임 료 규제의 정당성과 공

정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시되는 임 료 상한의 경우 일부 주

택시장이나 특정 지역 등 한정된 범위에서 임 료 상한이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적 

시각에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안은 표준주택에 한 표준임 료 산정을 제안한 주

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형상 유사한 주장이라 보일 수 있으나, 제안된 주거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지정하고, 표준임 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적정 임 료 산정과는 분명

한 차이가 있다. 즉, 제안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표준임 료 산정 결과는 시·

도지사의 표준주택 지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임 료 상한제가 저소득층의 주거권 확보와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

외사례 분석에서 도출된 것과 같이 임 료 통제가 적용되는 주택과 이러한 규제에 재외되는 

주택을 구분함이 요구된다. 즉, 모든 임 주택에 하여 임 료 상한제와 같은 임 료 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입지, 건축연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임 료 통제의 효과가 해

당 임 주택 사용자들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

하여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하여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 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임 료 통제를 받는 주택을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임 인의 재산권 행

사에 한 공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으로 임 시장의 자율적 임 료 조정기능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이다. 

Ⅴ. 결  론

최근 개정된 주택임 차보호법은 임 료 인상율 조정의 범위의 상한을 보증금의 20분의 

1의 범위로 한정하면서, 이 상한이 어떻게 설정되었는 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의 제시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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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상한을 정한 이유에 한 설명의 

제시도 없어서 이 규정의 정책적 효과성 검증은 물론 이 규정 도입의 정당성에 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선행연구와 외국 사례연구 결과 주택 

임 차의 임 료 규제 관련 제도는 체로 임 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오고 

있으며, 인상률 제한 기준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거나 지역의 비교임 료를 적용하

는 방식 등을 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국의 경우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근

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임 료 규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은 물론, 임 료 상한제가 적용

상과 적용기간 등에 있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임 료 규제의 정당성을 일반인들

의 눈높이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프랑스의 주택 임 료 상승 폭

의 규제는 소비지수의 12개월간 평균하여 산정하는 임 료 기준 지수(IRL)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은 임 주택 건물의 건축연도, 규모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임 료 규제에 한 

기간을 정하여 임 료 규제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뉴욕시는 뉴욕시 임 료 위원회가 2년 마

다 고시하는 최 기준임 료를 기준으로 주택 건축시점을 기준으로 임 료 통제와 임 료 안

정의 이원화된 임 료 규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임 료 등록제와 최 공정임 료

에 의해 임 료 규제를 시행하면서 임 료조정위원회를 두어 임 료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

고 있으며, 일본은 임 차계약에 있어서 정당사유제도를 도입하여 임차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탄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주택임 차보호법상의 전월세상한제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임 인의 

임 수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첫째, 임 차신고제를 통해서 

확보된 자료로 임 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택의 특성 및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주택 상태조사를 실시하며, 지리 정보체계(GIS)를 활용한 생활환경·입지 데이터를 구축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임 료 규제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관점에서 적정 임 료를 산정하여 임 료 규제의 정당

성과 공정성을 확보 함이 요구되며, 셋째, 임 료 통제가 적용되는 주택과 이러한 규제에 제

외되는 주택을 구분함이 요구된다. 

끝으로 위에서 제안한 우리나라 주택 임 료 규제의 개선사항들은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관한 

현실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나, 이상의 제안은 선행연구

와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이론적 분석결과를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

선방안이 제 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제안내용에 관한 실증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실증분석이 본 연구의 후속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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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건축물의 고유 수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능 저하, 노후화가 진행되며 이는 건축물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에 비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규

모 설비를 갖춘 비주거용 건축물에서의 안전관리 업무 개선은 안전문화 정착과 형사고 예

방에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물 안전관리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건물 안전사고에 한 사고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는 휴먼에

러로 인한 시설물의 사고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자는 비정규직 비율

이 높고 안전관리 업무외 겸임과 겸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자의 인식에 

한 실증분석결과 자격제도와 업무집중 향상, 업무권한 강화에 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으며,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오피스빌딩의 안전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자의 업무집

중을 위한 조직 내 인식의 변화와 안전관리자 제도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 오피스빌딩, 시설물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안전행동, 저해요인

Ⅰ. 서  론

건축물의 설비 등 자재의 고유 수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능 저하, 노후화가 진행되며 

이는 건축물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건축물은 개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동시

에 사회 간접 시설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1)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1980년  후반부터 지어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2019년 기준 37.8%2)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과 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는 법률의 개정과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4월 30일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의 상, 방

법, 절차 등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1) 이명식 외,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의 이해』,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2012, p.247.
2) 김예성,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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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 6월 9일 소규모 시설물에 하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개정을 통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에 따라 16층 미만, 3만㎡ 미만의 건축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

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제3종 

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후 시설물에 한 물리적 안전관리 제도의 정비와는 다르게 건축물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자에 관한 업무와 책임에 사항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

하고 있다.3) 특히 주거용 건축물에 비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규모 설비를 갖춘 비주거용 

건축물의 안전관리업무 개선은 안전문화 정착과 형사고 예방에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67년 서울시의 ‘한강건설계획’에 의하여 서울 내 계획도시로 설계되

어 지리적 고립성과 상업지구 집성을 가진 여의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4)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 중 규모 설비를 갖춘 오피스빌딩의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연구의 상으로 

하여 안전관리업무의 저해요인 분석을 내용적 범위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여의도지역 오피스빌딩의 시설물안전관리자를 상으로한 설문조

사와 시설물안전관리 전문가를 통한 FGI(Focus Group Interview)이며, 이를 통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들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일반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일반적 고찰

1) 오피스빌딩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오피스빌딩의 개념

오피스빌딩의 일반적 개념은 ‘기업 및 조직체의 정책 수립 및 정부 활동의 사무 기능 뿐

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업무 서비스(업무 활동) 및 부수 기능(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곳’

이라고 정의되고 있다.5) 또한 「건축법」제2조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의하면 오

3) 강은택·최타관·이기남·안아림,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부당지시 실태에 관한 연구”,｢ 한

부동산학회지｣, 제37권 제2호, (사) 한부동산학회, 2019, p.166.
4)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2｣, 도서출판 한울, 2003,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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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빌딩은 행정 구분상 일반 건축물로 용도별 분류에 있어서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

로 나뉘고 있다. 이와 같이 오피스빌딩은 전통적으로 사무용 공간 혹은 사무 보조공간으로서 

인식되어왔으나6),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단순 사무공간의 범위를 

넘어 상업시설, 금융, 보험, 여행, 지식 서비스업에 이르는 3차 산업의 핵심 업무 활동공간으

로 이용 범위가 다양화되고 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오피스빌딩의 개념은 행정 

구분으로는 일반 건축물이며, 용도에 있어서는 사무활동, 상업활동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을 의미한다.

(2) 오피스빌딩의 물적 구성요소

용도의 다양화와 공간적 집중화로 인하여 오피스빌딩은 그 규모에 있어서 형화하는 추

세를 보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제7조의 ‘제1종시설물’ 중 일반 건축물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은 2010년 1,226개에서 2019년 2,572개로 

109% 증가하였으며, ‘제2종시설물’인 ‘16층 이상 또는 3만㎡이상의 건축물’도 2010년 

1,072 에서 2019년 2,817개로 162% 증가하였다.8)  따라서 형화하는 오피스빌딩의 효율

적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많은 물적 구성요소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표적인 물적 구

성요소로서의 건축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정의된 ‘전기시설’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설

비를 말한다.

둘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정의된 ‘소방시설’은 화재를 감지하여 통보하고, 소화활동과 화재진

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을 말한다.

셋째, 건물에 용수 공급을 위한 급·배수 설비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

조의 ‘배관설비’와 제17조의2의 ‘차수설비’가 있으며, 「기계설비법」제2조에 정의된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가 있다.

넷째, ‘열원기기’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기기로, 냉난방설비, 

5) 김영일, “오피스 임 시장의 공실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오피스빌딩 중심으로”, 박사학위논

문, 한성 학교 학원, 2018, pp.7∼8.
6) 이진형·이지연·양지영, “서울시 주요권역 중소형 오피스빌딩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AHP분

석과 헤도닉 가격모형을 중심으로”｢ 한부동산학회지｣, 제38권 제4호, (사) 한부동산학회, 2020, 

p.189.
7) 최영진, “국내 오피스빌딩 순영업소득(NOI)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산 학교 학원,  

2017, pp.34∼35.
8) KOSIS 국가통계포털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정보현황｣), https://kosis.kr/,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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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설비와 급탕설비에 사용되는 열원을 생성하는 1차측 기기를 의미한다9). 

다섯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승강기’시설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설비들에 하여, 본 연구에서는 오피스빌딩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

라는 동일 목적을 수행하는 물적 요소의 집합인 시설물로 정의하였다.

(3) 오피스빌딩의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적요소

오피스빌딩과 이를 구성하는 시설물은 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각 시설물의 관

리에 한 관련 법규에서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안전관리자’ 혹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

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시설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특정소방 상물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에 하여「소방시설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

임하여야 한다.

둘째,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

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셋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의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의6에 

해당하는 검사 상기기인 열원설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0조에 의하여 ‘검사 상기기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의 고압가스제조자로 냉동기

를 사용할 경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의에 규정된「소방시설법」상 소화설비용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넷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제1항에 의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이하 ‘승강기 관리주체’라 한다)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계설비법」제19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건축물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하여 개별법은 안전관리자 제

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안전관리자는 시설물 사고로 인한 위험을 회피·예방하는 행

위를 수행하는 인적요소로 정의하였다.   

9) “열원기기”, ｢온라인 건축용어사전｣, 한건축학회(2020), http://dict.aik.or.kr/,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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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소 인적요소 관련법규 내   용

전기설비
전기

안전관리자
∙ 전기사업법
∙ 전기안전관리법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
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 ·댐·수로·저수지·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

소방시설
소방

안전관리자
∙ 소방시설법

화재를 감지하여 통보함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
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

차수설비
기계설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기계설비법

건물에 용수 공급을 위한 급·배수 설비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열원기기

검사 상 
기기관리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기
기로,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와 급탕설비에 사용
되는 열원을 생성하는 1차측 기기(고압가스)안전

관리자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
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
용되는 시설

자료 : 관련 법률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표 1> 오피스빌딩의 물적·인적 구성요소

2) 안전과 안전관리

(1) 안전의 개념

안전은 유기체인 인간의 생존을 위한 원초적인 욕구로 이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위협뿐

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나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 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이다.10) 

따라서 안전은 생명·건강·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며 Safety와 Security11)를 포함하는 개념이다.12) 그러므로 인간에게 안전한 상태란 현재 

피해가 없고 나타나지 않은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나 위험이 없다고 여기는 상태이며13), 현재 

10) 에이브러햄 매슬로, 소슬기 역, ｢매슬로의 동기이론｣, 유엑스 리뷰, 2018, pp.55~57.
11) ‘Safety’는 ‘물리적·사회적·정신적·재정적·정치적·감정적·직업적·심리적·교육적 등 모든 형태의 실

패·상처·실수·사고·손해 그밖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유형과 그 결과로부터 보호되는 상태’를 의미

하며 ‘Security’는‘위험·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 상태’를 의미한다(조재현, “헌법국가로서 안전국가”, 

｢청촌논총｣ 제7집 , 청촌장학재단, 2016, p.67.).
12) 정문식,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기준”, ｢법과정책연구｣, 제7집 제1호, 한국법

정책학회, 2007, p.219.
13) 남기준·방학영·김동재, “시민안전을 위한 SafeZone 확 방안에 관한 연구 -고양시 영상정보통합센

터 구성을 중심으로”,｢ 한부동산학회지｣, 제33권 제2호, (사) 한부동산학회, 2015,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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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위험에 한 예방을 포함한 개념이다. 

(2) 물리적 공간에서의 안전관리

건축물 안전관리에 한 종전의 인식은 기술 관리의 측면에 편중된 나머지 시설물에 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면, 곧 안전관리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14) 그러나 안

전행동의 관점에서 안전관리는 물리적 구성요소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건물을 이용하는 이

용자와 시설 운영자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는 위험의 예방과 통제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의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구조적 기술성에 기인한 복합위험의 발생

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기술적·법적인 안전행동을 통하여 물리적 공간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시설물 안전관리자

오피스빌딩 시설물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은 열원설비의 폭발위험, 가연성 물질로 인한 화

재위험, 전기설비의 감전위험, 승강기 설비의 추락위험, 구조적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이 그 

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시설물에 발생 가능한 위험은 구조적·기술적 특성에서 발생하

는 위험이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규정의 준수와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관리자는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건축물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위험을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위험과 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과 안전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활

발하게 진행되어왔으며 본 연구와 관련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김형두(2012)15)는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 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해외 초고층 빌딩의 소방 안전사례를 분석하여, 소방안전

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과 관리적 측면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전형배(2019)16)는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이행에 한 위반행위자의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14) 김일효, ｢건물위험관리론｣, 남두도서, 2006, pp.15~16.
15) 김형두,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영향요소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 개선방안”, 박사학

위논문, 동국 학교 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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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권한이나 재량이 없는 업무 수행자가 위반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적용받고 있음을 지적

하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행위에 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문수(2020)17)는 위험물의 폭발 사고 관련 통계와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안전관리자 및 

안전 관계인에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폭발 화재사고에 있어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고 발생원인 중에서 휴먼에러(Human Error)를 줄이기 위한 방

안으로 안전관리 교육 역량 강화와 자격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송동윤 외(2017)18)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

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지만, 업무 겸직과 비정규 상태로 인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권한 및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범상(2021)19)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승강기작업자 사고 사례 분석과 승강기 안전

사고에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승강기안전관리의 휴먼에러 요소 중 안전의식에 문제점이 있

음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감소를 위하여 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작업자의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홍성훈 외(2019)20)는 전라남도 지역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을 상으로 소방안

전 수행업무에 관한 제도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소방 상물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소

방안전관리자의 필수 선임과 상주 근무체제 강화,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편성을 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의 제도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와 화재 소방안전관리 시스템 중심의 인적 개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연구 상에 있어서 시설물

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상으로 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의 안전

사고 사례 분석 방법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행동 저

해요인을 도출하였다. 셋째, 이와 같은 저해요인에 하여 전문가 FGI를 통해 안전관리자의 

16)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적용시 위반행위자의 규범적 의미”, 「노동법포럼」,제26권, 노동법

이론실무학회, 2019, pp.161~181.
17) 고문수, “Data Analytics을 활용한 위험물 안전관계자의 다면분석과 안전관리 개선 연구”, 박사학위

논문, 명지 학교 학원, 2020.
18) 송동윤·조성웅·이승환 ,“안전관리자 증원ㆍ교체 규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연구”, 「 한안전경영과학

회지」, 제19권 제4호, 한안전경영과학회, 2017, pp.77~85.
19) 김범상,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휴먼에러 저감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아주 학

교 학원, 2021.
20) 홍성훈·박정민·최진규 ,“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환경 개선에 한 인식 연구 - 전남 소방공무원과 소

방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Crisisonomy」, Vol.12 No3,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6,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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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동 저해요인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Ⅲ. 시설물 안전사고 현황 및 사례

1. 건축물 안전사고 현황 

1) 화재사고 현황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 중 발생 빈도가 높으며, 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유발

하는 것은 화재사고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사회재난21) 에 해당하는 다중

집시설의 형화재사고는 32건으로 769명의 인명피해와 30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

며, 그 중 63%인 21건의 재해가 시설의 설비요인으로 인한 실화로 확인되었다.22) 

일반 화재사고의 경우 2019년 발생한 전체 화재 발생 건수 40,103건 중 비주거용 부동산

의 화재는 14,967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에 37.3%에 해당하여 주거용 부동산 화재 11,058건

보다 높게 나타났다.23)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20,149건이며, 시설물로 

인한 화재가 전기적 요인 9,459건, 기계적 요인 4046건, 화학적 요인 624건, 가스 폭발 162

건으로 시설물로 인한 화재사고가 높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타사고 현황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위험물이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품을 의미한다.  위험물은 법이 정하는 제조소를 통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

나, 일반 건축물에서 옥내저장소를 운영할 경우 화재, 폭발, 누출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총 374건으로 화재 201건, 폭발 76건, 누출 

97건이었으며, 그 중 관리감시부주의·기계오조작·보수부주의·조치소홀로 인한 인적요인에 의

한 사고는 210건이었다.24)  

2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화재·붕괴·

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말한다.
22)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응정책과, ｢2019 재난연감｣, 2020, pp.12~13.
23) 소방청, ｢2020년도 소방청 통계연보｣, 2020, pp.3~4.
24) 소방청 화재 응조사과, ｢2020 위험물 통계자료｣, 2020, pp.13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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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고는 화재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감전사고로 인한 위험도 존재한다. 2019년 전

국에서 발생한 전기 감전사고는 508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27명, 부상자는 481명이며, 

전기설비의 보수·운전·점검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370건에 이르고 있다.25)

승강기 사고는 2019년 전국적으로 7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장소별로는 판매시설 사

고 22건, 공동주택 사고 21건, 업무·숙박·의료 ·근린생활시설 사고가 29건으로 나타났다. 또

한 사고 원인에 있어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가 38건, 작업자 과실을 포함한 유지관리 과

실로 인한 사고가 34건 발생하였다.26) 

3) 해외 건축물 화재사고 

미국의 경우 2019년 1,291,50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화재의 1/3이상인 481,500건

이 건축물에서 발생하여 2,980명의 인명 피해와 1,287백만 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120,000건으로 건축물 화재의 약 24.9%를 차

지하였다.27)   

2020년 12월 기준 영국의 화재 건수는 64,066건으로 이는 전년 69,184건 비 약 7%, 

5년 전의 71,126건에 비해 10% 감소된 수치를 나타내지만, 이에 비하여 비주거용 건축물의 

화재는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8)

일본의 화재 건수는 2007년 이후 체로 감소 추세이며, 2017년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3만 9,373건이며, 2017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56명 중 78.4%를 차지하는 1,142명

이 건물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29)

2.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 

  2019. 09. 24.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OO요양병원 화재는 건물 내 설치된 산소발생

기에서 고압산소용기로 공급 전환 중 폭발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사망자 3명 부상자 56명

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30)

25)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응정책과, 앞의 책, pp.343~346.
26)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응정책과, 앞의 책, pp.347~349.
27) Marty Ahrens·Ben Evarts, ｢Fire Los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2019｣,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2020, p.4.
28) Home Office, ｢Fire and rescue incident statistics, England, year ending December 2020｣, 

2021, p.4.
29) 總務省消防庁, ｢平成30年版 消防白書｣, 2018, pp.69~72.
30) 소방청, ｢2019년도 화재통계연감｣, 2020, 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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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7. 2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OO물류센터 화재로 인하여 사망자 5명 부

상자 8명이 발생하였으며, 사고 원인은 냉동창고 내 서리방지용 온열기 과열로 확인되었

다.31) 경찰 수사결과 화재당시 소방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업체에서 오작동하는 설비

교체를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해 소방설비를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32)

2016. 04. 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프라자에서 업무용 연소기 점화 시 누출가스 

체류로 인한 폭발 사고로 인하여 상가 일부가 화재로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33)

2018. 11. 29. 경기도 양주시 OO냉동 기계실에서 암모니아 냉동제조시설의 고압수액기 

안전밸브 연결부에서 스톱밸브 스템 나사산 손상으로 인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

다.34)

2020. 10. 21.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건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최하층에서 이용자 

13명을 태우고 올라가던 중 로프가 도르래에서 이탈하면서 승강기 카(Car)와 균형추가 최하

층을 지나 정지하여 이용자 9명이 입원 치료를 받은 사고가 발생하였다.35) 

2020. 08. 09. 부산시 기장군 소재 OO건물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5층 승강장에서 피해자

가 승강기 카가 없는 상태에서 출입문이 열린 승강기 내부로 들어가다가 피트로 추락하는 사

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사고는 층 감지 리미트스위치의 임의 단락으로 발생하였으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0호)는 해당 회로 스위치 호출 

버튼에 한 작동상태를 매월 점검토록 하고 있다.36)

  

3. 안전사고 현황과 사례를 통한 시사점

  건축물 안전사고의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는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으로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건축물의 안전사고는 발생 횟수와 피해 규모 면에서 비주거 업무용 부동산에서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비주거 업무용 부동산의 형화 집중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1) 김평석·최 호,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5명 사망·8명 부상”, ｢뉴스1코리아｣, www.news1.kr, 

2020. 07. 21.
32) 윤상문,“첫날부터 오작동…2억 원 아끼려다 5명 목숨 잃었다”,｢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 .com, 

2020. 10. 26.
33) 한국가스안전공사 재난관리처, ｢2019 가스사고연감｣, 2020, p.105.
34) 한국가스안전공사 재난관리처, 앞의 책, p.243.
35)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2021. 3. 24. 의안 제2021-10호 의결.
36)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2020. 12. 15. 의안 제2020-34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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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고 종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원인에 있어서,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물리적 측면에서 시설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을 나타낸다. 

셋째,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계적 노후화와 안전관리 업무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시설물관리의 인적요소인 안전관리자

의 안전관리업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Ⅳ. 실 증 분 석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오피스빌딩의 시설물 안전관리자의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에 하

여 안전사고 현황과 사례기반으로 안전사고의 특성을 파악하고, 안전관리자의 인식조사와 전

문가 의견을 통하여 저해요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방청 등에서 

발표한 사고 현황·사고 사례를 선별하고, 시설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의도 지역 

시설물안전관리자 177명을 상으로 근무기간, 보유자격, 시설물관리분야 등에 따른 안전관

리 인식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상

으로 표적집단면접법(FGI)37)을 실시하여 연구 문제에 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하여 정

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실증분석

1) 일반적 특성

설문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업무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7.7%, ‘10년 이상 ~ 15년 미만’이 25.4%, ‘15년 이상’이 24.3%로 전체 상자 중  

5년 이상의 경력자가  77.4%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전기설비’ 

37) 표적집단면접법(FGI)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조사자가 동질의 소수 응답자 집단을 상으로 특정한 주

제에 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찾아나가는 방법으로, 가설의 설정, 정보의 획

득, 창의적인 아이디어모색, 이미 계량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재검증 하는 경우 사용된다(이훈영, ｢사

회과학조사방법론｣, 도서출판 청람, 2018,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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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소방·승강기 설비’ 32.8%, ‘열원설비와 압력설비’ 35.1%로 나타나 전기·소방·설비 

부문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자격 사항에 있어서‘자격 미소지’ 29.4%, ‘기능사’ 21.5%, ‘산

업기사/기능장’ 18.6% 순이었으며, 조사 상자의 소속은 ‘건물관리업체의 소속이거나 비정규

직’이 73.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설물 안전관리 업종의 외주화·비정규직화로 인

하여 고용불안을 인식한 신규 지원자가 적다는 점과 시설물 전 분야에 걸쳐 미자격 장기 근무

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구  분 빈도(N) 백분율(%)

경 력

1년 미만 14 7.9

1년 이상 ~ 5년 미만 26 14.7

5년 이상 ~ 10년 미만 49 27.7

10년 이상 ~ 15년 미만 45 25.4

15년 이상 43 24.3

관리 분야

전기설비 57 32.2

소방설비 41 23.2

열원설비 35 19.8

압력설비 27 15.3

승강기설비 17 9.6

자격 등급

기능사 38 21.5

산업기사/기능장 33 18.6

기사/기술사 23 13.0

교육수료 31 17.5

자격 미소지 52 29.4

 소속 형태

건물주의 정규직 35 19.8

건물주의 비정규직 28 15.8

건물관리업체의 정규직 49 27.7

건물관리업체의 비정규직 53 29.9

안전관리 행업체 소속 12 6.8

업무 형태

시설물의 운전업무 20 11.3

시설물 안전시스템 감시업무 22 12.4

시설물 점검 업무 41 23.2

시설물 보수 업무 28 15.8

구분 없이 전체 업무 수행 66 37.3

전체 177 100.0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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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인식

(1) 업무수행 요소의 중요성

안전관리 업무수행 요소인 법정자격, 직무교육, 업무경력, 전문기술, 업무수행인원, 업무

집중, 업무권한의 중요도에 한 인식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의 생각을 리커트 5점 척도(매우 

아니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질의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 결과 ‘업무 권한의 중요성’(M=4.29), ‘전문 기술의 중요성’(M=4.18), ‘안전관리 업무 

집중의 중요성’(M=4.14), ‘직무 교육의 중요성’(M=4.13)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법적 자격의 중요성 177 2.0 5.0 4.04 0.849

직무 교육의 중요성 177 3.0 5.0 4.13 0.707

업무 수행 경력의 중요성 177 2.0 5.0 4.08 0.836

전문 기술의 중요성 177 3.0 5.0 4.18 0.774

업무 수행 인원의 중요성 177 2.0 5.0 3.98 0.812

안전관리 업무 집중의 중요성 177 2.0 5.0 4.14 0.734

업무 권한의 중요성 177 3.0 5.0 4.29 0.726

<표 3> 안전관리 업무수행 요소의 중요도

(2) 안전관리 업무수행의 저해요인

안전관리 업무의 저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정자격제도, 겸임 겸직,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 안전관리 외주화, 비정규직에 한 인식을 리커트 5점 척도(매우 아니다=1점, 매우 그

렇다=5점)로 질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 결과 ‘안전관리의 비정규직화’(M=3.49), ‘안전관리의 외주화’(M=3.21),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겸임’(M=3.14)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법적 안전관리자 자격제도 177 1.0 5.0 2.25 0.849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겸임 177 1.0 5.0 3.14 1.162

사고시 안전관리자의 법적책임 177 1.0 5.0 2.94 1.075

안전관리의 외주화 177 1.0 5.0 3.21 1.158

안전관리자의 비정규직화 177 1.0 5.0 3.49 1.225

<표 4> 안전관리업무의 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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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업무의 개선 필요성

조사 상자들의 일반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업무의 개선 필요성에 한 인식을 분석해 보

기 위해 더미변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격제도 회귀모형은 F=4.885 

(p<.001), 업무집중 회귀모형은 F=4.776(p<.001), 업무권한 회귀모형은 F=5.315(p<.000)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공차한계와 VIF(분산팽창요인) 지수를 이용하

여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1.052∼1.738로 다중공선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안전관리업무의 자격제도·업무집중·업무권한에 한 개선 필요성에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제도 개선 필요성에 한 회귀모형의 값은 0.102로 나타나 이 회귀모델은 

약 10.2%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결과 겸임여부(t=-3.393, 

p<.001), 점검보수(t=-3.282, p<.001), 전체업무(t=-2.105, p<.05)로 자격제도 개선 필요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 업무집중에 한 개선 필요성에 한 회귀모형의 값은 0.316으로 나타나 이 회

귀모델은 약 31.6%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결과 겸임여부

(t=-2.979, p<.001), 점검보수(t=-3.816, p<.000), 전체업무(t=-2.952, p<.001)로 업무집중

에 한 개선 필요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업무권한의 개선 필요성에 한 회귀모형의 값은 0.332로 나타나 이 회귀모델

은 약 33.2%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결과 법정자격(t=3.158, 

p<.001), 겸임여부(t=-3.310, p<.001), 점검보수(t=-2.240, p<.000), 전체업무(t=-2.002, 

p<.05)로 업무권한의 개선 필요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단독 시설물에 하여 감시·운전 업무를 수행할수록 자격제도와 업무집

중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법정자격을 보유할수록 업무권한의 개선에 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8) 노경섭, ｢논문통계분석｣, 한빛아카데미, 2019,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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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선필요)

변 수
Enter(동시입력)방식 다중회귀분석

B 표준오차 β t p VIF

자격제도

(상수) 3.849 0.185 20.800 0.000***

법정자격 0.287 0.147 0.145 1.958 0.052 1.052

겸임여부 -0.506 0.149 -0.255 -3.393 0.001** 1.083

업무
수행

점검보수 -0.648 0.197 -0.320 -3.282 0.001** 1.817

전체수행 -0.410 0.195 -0.201 -2.105 0.037* 1.738

    = .102, adj  = .081, F = 4.855, P = .001, d = 1.664

   Reference group : 법정자격(무), 겸임여부(무), 엄무수행_감시운전

업무집중

(상수) 4.105 0.179 22.873 0.000***

법정자격 0.148 0.142 0.077 1.038 0.301 1.052

겸임여부 -0.431 0.145 -0.224 -2.979 0.003** 1.083

업무
수행

점검보수 -0.731 0.191 -0.372 -3.816 0.000*** 1.817

전체수행 -0.557 0.189 -0.282 -2.952 0.004** 1.738

    = .316, adj  = .079, F = 4.766, P = .001, d = 1.508

   Reference group : 법정자격(무), 겸임여부(무), 엄무수행_감시운전

업무권한

(상수) 3.800 0.180 21.162 0.000***

법정자격 0.450 0.142 0.233 3.158 0.002** 1.052

겸임여부 -0.479 0.145 -0.248 -3.310 0.001** 1.083

업무
수행

점검보수 -0.429 0.192 -0.217 -2.240 0.000*** 1.817

전체수행 -0.378 0.189 -0.190 -2.002 0.047* 1.738

    = .332, adj  = .089, F = 5.315, P = .000, d = 1.635

   Reference group : 법정자격(무), 겸임여부(무), 엄무수행_감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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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안전관리업무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3. FGI분석

본 연구에서 진행한 FGI 방법은 안전사고 사례와 기초설문을 통하여 수집된 안전관리업

무 종사자의 업무 인식결과를 제시하고 토론 주제를 제시하여 해당 주제에 하여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 주제는 시설물 안전사고의 발생원인,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의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에 한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상자는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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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령 보 유 자 격 분 야 경 력 근무지

오** 45 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 20 서울

김** 63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설비 35 경기

노** 58 에너지관리기사 열원설비 30 서울

이** 50 전기기사 전기설비 25 서울

<표 6> FGI 참여자

1)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원인

참여자들은 제시된 사례 및 개인의 경험 사례를 통하여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인에 하여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다수의 경우 사전 관리 활동을 통하여 방지

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안전관리

업무 수행자라면 일반적인 점검만 시행하여도 시설물의 문제점에 하여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노**).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종사자의 안전

인식 부재와 연관이 있으며, 이는 시설물(건물)관리 업종 특성39)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을 하

였다(이**).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식이 아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사고 

발생 요인을 방치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김**)40).

2)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의 저해요인

참여자들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안전관리자들의 안전관리업무의 저해요인에 한 인식

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업무의 저해요인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적 문제점으로 ‘미숙련자의 안전관리’와 ‘겸임 겸직으로 인한 업무 집중도 하락’에 

하여 언급하였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는 해당 시설물에 한 기술적 역량이 기반이 되

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상당수의 미숙련 근로자가 존재하고 있

다(이**)41). 또한 안전관리자의 겸직·겸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일반 

39) “시설관리직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건물주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신 외주 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하거나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비용절감을 원한다.  이런 현실은 직원들로 하여금 계약기간 까지 

별 일만 안생기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고용조건에 따라 쉽게 이직을 하는 분위기가 존재

한다”(이**).
40) “회사에서 안전관리는 항상 2순위 이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실제

로 돈을 쓰는데는 생산부서나 마케팅 부서에 이어서 항상 뒷전으로 린다. 작업순위에서도 일단 설

비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설비의 안전성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나중에 하면 된다는 식이

다”(김**).
41)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일이 두 배가 늘어난다. 실제 해야하는 일 뿐 아니라 신입직원을 교육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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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문제는 안전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다(오**)42). 

둘째, 안전관리 종사자의 기술적 문제점에 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와 ‘형식적 교육’43)은 안전관리업무의 저해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사내 교육이나 법정 보

수 교육 모두 안전관리자의 기술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에 저해요

인으로 보여진다(오**).

셋째, 법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에 하여 ‘안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 제도는 안전관리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

나, 책임은 부과하면서 업무 권한에 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였다(김**)44). 

3)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개선방안

참여자들은 시설물 안전관리업무의 경험과 안전관리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안전관리 

업무 개선방안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안전관리의 인적·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45)의 필요성에 하여 인식

을 같이 하였다. 현재 운영되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제도를 강화하여 시설물에 한 관리책임

과 권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법정교육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관리자의 기술적 역량

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조직 내·외의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 변화46)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조직 구성원 

개인의 안전관리 인식 강화를 통하여 휴먼에러를 줄여나가고, 외부적으로 조직차원의 안전문

까지 고참들이 책임져야하는 일이 된다 그렇다고 신입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가르치긴 하지만 언제 신입직원이 그만둘지 몰라 불안하다”(이**).
42) “실제 유관 시설물을 여러가지 관리하는 것은 상황이 좋은 편이다. 현실은 안전관리 상 시설물 와 

전혀 상관없는 관리비 정산이나, 인사 노무 관리등의 일반 행정을 같이 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다. 그런 경우 실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신경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오**).
43) “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은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실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들 뿐이고 2~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기술 보수 교육도 일반적인 개념에 한 것들로 이루어져 교육

을 통한 기술 향상은 기  할 수 없으며, 도리어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내용이 현실성이 있을 정도이

다(오**).
44) “시설물에 한 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는 제일 먼저 조사를 받고 위법성 여부에 따라 형사 책임도 

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급여생활자인 안전관리자가 회사의 방침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결국 책임만 

지게되는 상황이다(김**).
45)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선진국 같은 제도 도입이 힘들다면, 현재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러한 제도가 ‘자격 선임제도’와 ‘법정교육’제도인데 이 두 제도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어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김**).
46) “먼저 회사와 건물주가 안전관리에 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근무자들도 자신

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인지를 느껴야 회사나 조직의 문화가 바뀔수 있다. 아무리 

안전관리자가 말해도 회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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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정착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Ⅴ. 결  론  

건축물의 고유 수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능 저하, 노후화가 진행되며 이는 건축물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37.8%로 물리적 노후로 인한 사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매년 우리나라에서 

반복되는 각 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하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에 비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규모 설비를 갖춘 오피스빌딩의 안전관리자 업무 개선은 안전 문화 정착과 형사고 예방에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사고의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

고 설문조사와 FGI분석을 통하여 오피스빌딩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

들에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사고 현황과 사례 분석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사고 발생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

전사고는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으며, 시설물에 한 휴먼에러가 주요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오피스빌딩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물리적 공간을 조

성하기 위해서는 휴먼에러를 줄일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한 안전관리자의 업무형태와 안전관리에 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고

용 형태에 있어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높았고, 안전관리 업무 외 겸임·겸직을 수행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안전관리자의 고용 불안과 겸임 문제가 안전관리 

업무의 연속성과 업무집중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안전관리업무의 개선 필요성에 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자의 자격제도와 

업무집중 향상, 업무권한의 강화에 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안전관리자의 자

격제도에 한 개선과 업무 중 발생하는 업무집중·업무권한에 한 조직내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FGI 패널들은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현행 안전관리자 제도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의 범위와 권한에 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규정된 법정교육제도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집중과 기술 향상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안전한 물리적 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인적요소인 오피스빌딩 안전관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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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저해요인 

해소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저해요

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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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Study on the Importance of Reconstruction 
Project Selection Factors

Lee, hyosung⋅Song, hayoung⋅Kwon, Daejung

ABSTRACT

 The reconstruction project is a project for regenerating dilapidated and slummed cities and restoring the 
functions of the city as a way of maintenance projects. In addition, the reconstruction project not only improves 
the aesthetics of the city by improving the dilapidated apartment houses but also increases the land utilization rate 
and affects the supply of housing.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problems by eliciting the selection factors as to the reason for choosing 
the reconstruction project for the reconstruction expert group in order to find ways to revitalize the 
reconstruction project. As a result, the survey of the overall importance showed that brand awareness was selected 
as the factor of most importance. The survey of overall importance relating to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showed that the importance was selected in the order of share of union members, 
brand awareness, and the excess profit recovery system for those with experiences. And for those with no 
experience, the importance was selected in the order of brand awareness, floor area ratio and construction 
capability. Therefore, First, it means that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prepared so that the reconstruction 
project can be systematically planned by subdividing it by elements from the planning stage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and the barriers to entry should be lowered from the initial stage of implementation. Second, in order to 
improve business feasibility, the minimum floor area ratio needs to be raised, the number of floors also needs to 
be deregulated, and practical training for the union executives on the reconstruction project and ethics training 
for eradicating corruption should also be provided. Third, there is a need to seek measures to reduce the brand 
polarization phenomenon of construction companies and alternatives that can increase the brand value according 
to scales. In addition,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companies need to introduce a specific system for 
increasing their brand awareness. Fourth, the excess profit recovery system should be differently applied to fit the 
market conditions, and in order to alleviate the association member's contribution, government is required to 
actively promote the maintenance project that can increase the legal floor area ratio or allowable floor area ratio 
is required.

https://doi.org/10.37407/kres.2021.3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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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방식으로 노후ㆍ슬럼화 된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또한 낙후된 공동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뿐 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률 높여 주택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재건축사업의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을 왜 하는지 그 선택요

인이 무엇인지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중요

도 조사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큰 중요요인으로 선택되었으며 재건축사업 참여 경험유무

에 따른 조사에서는 유경험자는 조합원 분담금과 브랜드 인지도, 초과이익환수제도 순으로 중

요도가 선택되었고 무경험자는 브랜드 인지도. 용적률, 시공능력 순으로 중요도가 선택되었다.

따라서 첫째, 재건축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요소별로 세분화하여 재건축사업을 체계적

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시행초기단계부터 진입 장벽을 낮춰

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며 층수 

역시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조합임원들의 재건축사업에 한 실무교육과 비리척결 등을 위한 

윤리교육도 병행 되어야 한다. 셋째, 건설사의 브랜드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책과 규

모에 따라 작은 규모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 건

설사들도 브랜드 인지도를 키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초과이익환

수제도는 시장상황에 맞추어 적용을 달리해야 하며  조합원 분담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적률이나 허용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신규주택공급과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

비사업 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

을 계획단계부터 세 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재건축사업, 중요도, 선택요인, 브랜드 인지도, 초과이익환수제도, 분담금

 The reconstruction project is a maintenance project that can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ncrease 
the supply of new housing and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projec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using these results as basic data and to examine the project in 
detail from the planning stage.

Key words : reconstruction project, importance, selection factor, brand awareness, excess profit recovery 
system,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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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60년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도시의 발달은 도시인구 집중화를 초래했다.1) 이 시

기 공급 초기에는 5층 정도로 낮은 아파트가 신축되었고 1980년  후반부터는 중고층 높이

의 고층아파트(본 연구에서 고층아파트는 15층 이상으로 정의한다)가 건축되었다. 그런데 이

들 고층아파트의 경우 2000년  후반 부동산경기 침체와 더불어 이미 높은 용적률로 건설되

어 과거처럼 저층 아파트와 달리 고 개발에 따른 경제성을 보장받기 어려워 향후 기존의 사

업방식으로는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2)

이후 2003년 7월 1일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개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제정·시

행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법과 

제도의 개정이 거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인구는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의 수요가 높은 것에 비해 

공급되는 신규주택물량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 그로인한 수도권의 신규주택이 부족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재건축사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의 슬럼화를 개선하고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이 투기와 불로소

득의 근원지라는 정부의 입장으로 재건축사업규제완화와 재건축사업제도개선은 미비한 실정

이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법적절차 및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조합의 갈등, 사업성저하, 각종

규제 등  여러 가지 난제들로 사업시행이 중단되는 지역도 많다. 이처럼 재건축사업의 세부적

인 문제점요인들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저해요인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조합의 갈등 및 제도적 문제점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단지계획, 사업성, 시행단계의 시공사선정 및 협력사 등과 같은 세

부요인들도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재건축사업의 선택요인이 곧 재건

축사업의 중요요소이며 재건축사업과 그 외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건축사업의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을 왜 하

는지 그 선택요인이 무엇인지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 권 중ㆍ 주민호 ㆍ조상배, 『도시재생의 이해』, 부연사, 2018, p.4.
2) 유혁근ㆍ권 중, “고층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한 소유자 인식조사연구”, ｢ 한부동산학회지｣, 제31

권 2호, 2013,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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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적 고찰과 선행연구

1. 재건축사업의 선택요인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

동주택이 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재건축사

업은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의 재건축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의미한다. 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계획수립(안전진단), 추진위

원회승인, 조합설립, 시공사선정 및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

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

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은 계획수

립부터 청산까지 복잡한 추진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로 민간이 중심이 된 조합이 사업을 시

행하는 경우가 부분이다.3) 또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협력사와 시공사 등의 참여 하게 

되면서 그 과정의 세부요소들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각각의 중요도의 인식이 재건축사업의 선택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택요인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재건축사업의 제도적 요인에서 용적

률과 임 주택의무 및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조합원의 분담금과 수익성과 직접적 연관이 있으

므로 제도적인 측면과 수익성에 관한에 측면이 세부적으로 분석 되어야 한다. 또한 단지특화

나 층수계획, 단위세  평면계획은 아파트를 건축할 때 주택의 효율적인 개량과 주거환경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한 선택요소이며 조합의 갈등요소와 시공사 및 협력사의 요소들도 

함께 중요도의 요인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본 연구는 재건축사업의 연관된 직접적인 중요요인들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선택요소가 되

고 그 선택요소에 의한 결정요인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

3) 권 중, “재건축아파트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한부동산학회지」, 제22권, (사) 한부동산학회, 

2004,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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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 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 선행연

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웅(2021)4)은 우리나라의 환수방법에 있어 다른 입법례처럼 조세 및 부담금(현금환수)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초과용적률의 일정 비율 만큼 소형주택의무건설ㆍ기부채납 및 

정부의 제한적 시장참여 등이 시행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재건축개발이익에 한 현물환수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형주택 의무건설의 법적ㆍ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안으로

서 시장의 선택권 보장과 제도운영 시 고려해야 할 일정한 기준(환수기준ㆍ환수 상ㆍ환수정

도)을 제시하였다.

서광채5)는 아파트단지에 한 사례를 통한 사업성 분석 및 주요변수 설정에 따른 민감도

분석의 재건축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유형, 즉, 저층과 중·고층에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와 재

건축소형주택과 같은 규제정책보다는 그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적 여건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모색하였다.

임윤수·김웅(2018)6)은  재건축시장과 관련된 문제에서 개발이익환수의 건설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전제가 되는 사실인 ‘개발이익의 발생’을 ‘용적률의 증가’로 규정하고 용

적률 증가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박명희(2012)7)는  재건축사업으로 임 주택 공급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을 연구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에 한 주민들의 의식을 양적 방법인 설문조와 질적 방법인 심층면접을 통해 앞

으로 사회적 혼합을 위해 분양주택과 임 주택의 공급방식에 한 안을 모색하였다.

김원필(2000)8)은 고층아파트 단지계획에서 주요 계획요소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 추정

에 한 사업성 판단은 거주 쾌적성 향상뿐만 아니라 주거단지의 개발사업의 성공여부와도 

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동일한 단지내 에서 

단위주거의 가치격차에 의한 정량화된 계획요소 중요도를 위해 주요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다

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기법을 이용한 가격특성함수(Hedonic PriceFunction) 추

4) 김웅,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그 한계”, 고려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pp.213~218.  
5) 서광채,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선택에 있어 핵심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Best Practice in 

Real Estate Series」, 제10호, 건국 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10, pp.1~25.
6) 임윤수·김웅, “재건축시장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법적성질에 한 연구”, 「법학연구지」, 제18권, 한국법

학회, 2018, p.412.
7) 박명희,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임 주택 공급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조사”, 「사회학 회논문집」, 제6호, 

한국사회학회, 2021, p.1049.
8) 김원필, “고층아파트 단지의 경제적 가치추정에 의한 주요 주거환경 계획요소 규명 및 주동배치에 관

한 연구(수원시 화서동 J아파르를 중심으로)”, 「 한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한건축학회, 2000,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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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이에 따른 계획요소의 정량화와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홍순주(2008)9)는 갈등기간 해결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이해당사자들의 행태를 

분석하고 갈등해결 전략과 선행변수, 결과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조합원을 상으로 한 설문 

자료를 통해 검증 하였다.

유혁근·권 중(2013)10)은 고층공동주택의 공급추이를 파악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문제점

과 추가부담금문제와 정부의 지원책을 도출하여 수도권지역의 고층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

자들을 상으로 인식조사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황태희(2021)11)는 , 아파트재건축에서는 아파트 브랜드 및 그 브랜드가 표방하는 아파트

의 품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문

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와 경쟁에 필요한 법적 장치들을 검토하고,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서 공

공성과 경제성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수준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검토한 결과 기존 재건축사업의 연구들은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으로 

조합원간 갈등발생 실태분석과 갈등의 유형사례 및 진행단계에 관한 실증분석과 재건축사업

의 규제 및 제도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재건축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시

행단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별 주요 선택요인을 통해 그 문제점과 중요요인을 3단계 계

층구조의 AHP로 전체중요도, 전문가집단의 분야별 중요도, 재건축사업 경험 여부에 따른 중

요도를 조사하여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

별성을 두었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도시정비법이 재정·시행된 2003년 7월 이후부터 2021년 5월 

9) 홍순주, “주택 재건축 사업의 갈등 해소 방안(갈등모형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강원 학교 부동산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158~161.
10) 유혁근ㆍ권 중, 전게서, p.111.
11) 황태희,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규제와 경쟁에 관한 법적 고찰(시공자선정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72호, 경북 학교 법학연구원, 2021, pp.1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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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로 설정하였고 노후·불량한 고층아파트가 가장 많고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는 서

울특별시의 고층아파트를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측면, 계획적 측면, 조합 측면과 시공사와 협력사의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재건축사업의 결정요인의 중요도 분석을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방법

으로는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및 SNS모바일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

다. 설문 상자는  조합 임원, 신탁사, 건설사, 협력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설계업체 등), 

학계 등 각 그룹별 20부씩 총 100부를 발송한 후 이 중 71부가 회수되어 설문 응답의 회수

율은 70.0%이다.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회수된 전체 표본 71부 중 일부 무응답 11부를 제외

한 후 최종적으로 60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재건축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중요도 조사를 위한 개별요소를 분석

하기 위하여 관련된 전문서적과 단행본, 학술지 및 논문자료를 검토하여 본 연구를 구성하였

고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된 변수들을 적용하여 재건축사업 상 사업별 서열척도 조사를 통해 

항목별 순위 분석 및 가중산술평균 분석을 활용하여 각 사업의 선택요인 선호도를 분석한다. 

그에 따른 선택요인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삼단계 계층구조의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 를 도출하여 전체중요도, 

전문가집단의 분야별 중요도, 재건축사업 경험 여부에 따른 중요도를 조사한다. 

2. 설문의 구성

본 연구는 재건축사업 전문가집단을 상으로 재건축사업의 선택요인에 관한 중요도를 연

구함에 있어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전문가집단의 관련분야로 구분하였다. 재건축사업의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해 선택요인을 분류, 중분류, 소분류 3단계로 세분화 하였다. 분류 

요인은 재건축사업의 선택 시 중요도 평가로 계획단계, 결의단계, 시행단계로 구분하였고 중

분류 요인은 계획단계의 제도, 단지계획과 결의단계의 조합과 수익성 시행단계의 시공사와 

협력사로 구분하였다. 소분류 요인은 첫째, 제도적 요인으로 용적률, 임 주택의무, 초과이익

환수제로 구분하였고 둘째, 단지계획요인으로 단지특화, 층수계획, 단위세  평면계획으로 구

분하였다. 셋째, 조합요인으로는 사업의 추진 능력, 집행부에 한 신뢰성, 조합 내부 갈등으

로 구분하였고 넷째, 수익성요인은 조합원분담금, 인허가절차간소화, 정부정책의 변수로 구분

하였다. 다섯째, 시공사요인은 시공능력, 브랜드 인지도, 계약조건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였고 

여섯째, 협력사요인으로는 업무수행 경험, 금융비용 조달 조건, 설계 및 사업의 타당성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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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 증 분 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1>과 같이 본 연구의 응답자 6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성별은 ‘남성’ 66.7%, ‘여성’ 33.3%으로 나타났고, 연령 는 ‘40 ’ 41.7%, ‘30 ’ 

26.7%, ‘60  이상’ 15.0%, ‘50 ’ 11.7%, ‘20 ’ 5.0%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업무는 

‘조합 임원 등’, ‘신탁사’, ‘건설사’, ‘협력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설계업체 등)’, ‘학계(교수 

및 연구원, 관련 석·박사 등)’ 각각 20%로 나타났다.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0 66.7

여성 20 33.3

전체 60 100.0

연령

20 3 5.0

30 16 26.7

40 25 41.7

50 7 11.7

60  이상 9 15.0

전체 60 100.0

관련 분야

조합 임원 등 12 20.0

신탁사 12 20.0

건설사 12 20.0

협력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설계 등) 12 20.0

학계(교수 및 연구원, 관련 석·박사 등) 12 20.0

전체 60 100.0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재건축사업 선택 시 중요도 평가

1) 대분류 요인 중요도

<표  2>와 같이 재건축사업 선택 시 주요 의사결정 요인 중 분류 선정 요인인 계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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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단계, 시행단계에 한 중요도를 산정한 결과, 계획단계(0.368), 시행단계(0.336), 결의

단계(0.2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건축사업의 선택요인 분류는 계획단계가 가장 중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명 전체 순위

계획단계 0.368 1

결의단계 0.296 3

시행단계 0.336 2

<표 2> 대분류 요인 중요도

2) 중분류 요인 중요도

<표 3>과 같이 재건축사업 선택시 주요 의사결정 요인 중 중분류 선정 요인에 한 중요

도를 살펴본 결과, 계획단계의 경우 제도(0.593), 단지계획(0.407) 순으로 나타났고, 결의단

계의 경우 수익성(0.713), 조합(0.287)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행단계의 경우 시공사(0.786), 

협력사(0.2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계별로 재건축사업제도와 수익성, 시공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명 전체 순위

계획단계
제도 0.593 1

단지계획 0.407 2

결의단계
조합 0.287 2

수익성 0.713 1

시행단계
시공사 0.786 1

협력사 0.214 2

<표 3> 중분류 요인 중요도

3) 소분류 요인 중요도

<표 4>과 같이 재건축사업 선택 시 주요 의사결정 요인 중 소분류 선정 요인에 한 중요

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획단계 요인 중 제도의 경우 용적률(0.451), 초과이익환수제도(0.390), 임 주택 의무

(0.159) 순으로 나타났고, 단지계획의 경우 층수 계획(0.433), 단지 특화(0.389), 단위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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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계획(0.178) 순으로 나타났다.

결의단계 요인 중 조합의 경우 사업추진 능력(0.540), 집행부에 한 신뢰성(0.346), 조합 

내부 갈등(0.115) 순으로 나타났고, 수익성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0.537), 정부정책의 변수

(0.237), 인허가 절차 간소화(0.226) 순으로 나타났다. 

시행단계 요인 중 시공사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0.528), 시공능력(0.281), 계약 조건의 적

절성(0.191) 순으로 나타났고, 협력사의 경우 설계 및 사업 타당성(0.523), 금융비용의 조달 

조건(0.242), 업무수행 경험(0.234) 순으로 나타났다.

요인명 전체 순위

제도

용적률 0.451 1

임 주택의무 0.159 3

초과이익환수제도 0.390 2

단지계획

단지 특화 0.389 2

층수 계획 0.433 1

단위세  평면계획 0.178 3

조합

사업추진 능력 0.540 1

집행부에 한 신뢰성 0.346 2

조합 내부 갈등 0.115 3

수익성

조합원 분담금 0.537 1

인허가 절차 간소화 0.226 3

정부정책의 변수 0.237 2

시공사

시공능력 0.281 2

브랜드 인지도 0.528 1

계약 조건의 적절성 0.191 3

협력사

업무수행 경험 0.234 3

금융비용 조달 조건 0.242 2

설계 및 사업 타당성 0.523 1

<표 4> 소분류 요인 중요도

 

3. 전문분야 전체 중요도

<표 5>과 같이 재건축사업 선택 시 주요 의사결정 요인에 한 전체 18개 요인에 한 중

요도를 살펴본 결과, 1순위는 브랜드 인지도(0.140), 2순위 조합원 분담금(0.113), 3순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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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률(0.098), 4순위 초과이익환수제도(0.085), 5순위 시공능력(0.074)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

났으며, 조합의 내부 분위기(0.010), 협력사의 업무수행 경험(0.017), 금융비용 조달 조건

(0.017)은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행단계 중에서도 브랜드인지도가 가장중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4. 전문 분야별 전체 중요도

1) 조합 임원 등의 중요도

<표 6>과 같이 조합 임원등의 재건축사업 선택 시 주요 의사결정 요인에 한 전체 18개 

요인에 한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1순위는 브랜드 인지도(0.220), 2순위 시공능력(0.133), 

3순위 용적률(0.099), 4순위 계약조건의 적절성(0.091), 5순위 단지특화(0.061) 순으로 중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종합
가중치

전체 순위
항목 중요도 항목 중요도 항목 중요도

계획
단계

0.368

제도 0.593

용적률 0.451 0.098 3

임 주택의무 0.159 0.035 13

초과이익환수제도 0.390 0.085 4

단지
계획

0.407

단지 특화 0.389 0.058 7

층수 계획 0.433 0.065 6

단위세  평면계획 0.178 0.027 15

결의
단계

0.296

조합 0.287

사업추진 능력 0.540 0.046 11

집행부에 한 신뢰성 0.346 0.029 14

조합 내부 갈등 0.115 0.010 18

수익성 0.713

조합원 분담금 0.537 0.113 2

인허가 절차 간소화 0.226 0.048 10

정부정책의 변수 0.237 0.050 9

시행
단계

0.336

시공사 0.786

시공능력 0.281 0.074 5

브랜드 인지도 0.528 0.140 1

계약 조건의 적절성 0.191 0.051 8

협력사 0.214

업무수행 경험 0.234 0.017 17

금융비용 조달 조건 0.242 0.017 16

설계 및 사업 타당성 0.523 0.038 12

<표 5> 재건축사업 선택 요인 전체 중요도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9券 第2號(通卷 第60號)

- 134 -

하게 나타났으며, 조합 내부 갈등(0.005), 집행부에 한 신뢰성(0.011), 인허가 절차 간소화

(0.016)는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합 임원등은 시행단계 중에서도 브랜드인지도

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종합
가중치

전체 순위
항목 중요도 항목 중요도 항목 중요도

계획
단계

0.304

제도 0.633

용적률 0.513 0.099 3

임 주택의무 0.184 0.036 9

초과이익환수제도 0.302 0.058 7

단지
계획

0.367

단지 특화 0.546 0.061 5

층수 계획 0.183 0.020 15

단위세  평면계획 0.272 0.030 12

결의
단계

0.136

조합 0.279

사업추진 능력 0.596 0.023 14

집행부에 한 신뢰성 0.282 0.011 17

조합 내부 갈등 0.122 0.005 18

수익성 0.721

조합원 분담금 0.497 0.049 8

인허가 절차 간소화 0.165 0.016 16

정부정책의 변수 0.338 0.033 11

시행
단계

0.560

시공사 0.792

시공능력 0.299 0.133 2

브랜드 인지도 0.496 0.220 1

계약 조건의 적절성 0.205 0.091 4

협력사 0.208

업무수행 경험 0.198 0.023 13

금융비용 조달 조건 0.294 0.034 10

설계 및 사업 타당성 0.508 0.059 6

<표 6> 조합 임원 등의 재건축사업 선택 요인 전체 중요도

2) 신탁사의 중요도 

<표 7>과 같이 신탁사의 재건축사업 선택 시 주요 의사결정 요인에 한 전체 18개 요인

에 한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1순위는 조합원 분담금(0.220), 2순위 초과이익환수제도

(0.104), 3순위 인허가 절차 간소화(0.100), 4순위 브랜드 인지도(0.099), 5순위 집행부에 

한 신뢰도(0.095)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단위세  평면계획(0.008), 금융비용의 조달 

조건(0.009), 업무수행 경험(0.011)은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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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종합
가중치

전체 순위
항목 중요도 항목 중요도 항목 중요도

계획
단계

0.287

제도 0.750

용적률 0.301 0.065 6

임 주택의무 0.216 0.047 7

초과이익환수제도 0.483 0.104 2

단지
계획

0.250

단지 특화 0.290 0.021 12

층수 계획 0.605 0.043 8

단위세  평면계획 0.105 0.008 18

결의
단계

0.515

조합 0.300

사업추진 능력 0.271 0.042 9

집행부에 한 신뢰성 0.612 0.095 5

조합 내부 갈등 0.118 0.018 15

수익성 0.700

조합원 분담금 0.611 0.220 1

인허가 절차 간소화 0.278 0.100 3

정부정책의 변수 0.111 0.040 11

시행
단계

0.197

시공사 0.800

시공능력 0.116 0.018 14

브랜드 인지도 0.626 0.099 4

계약 조건의 적절성 0.258 0.041 10

협력사 0.200

업무수행 경험 0.288 0.011 16

금융비용 조달 조건 0.217 0.009 17

설계 및 사업 타당성 0.494 0.019 13

<표 7> 신탁사의 재건축사업 선택 요인 전체 중요도

3) 건설사의 중요도

<표 8>과 같이 건설사의 재건축사업 선택 시 주요 의사결정 요인에 한 전체 18개 요인

에 한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1순위는 조합원 분담금(0.211), 2순위 초과이익환수제도

(0.160), 3순위 브랜드 인지도(0.099), 4순위 용적률(0.091), 5순위 인허가 절차 간소화

(0.088)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업무수행 경험(0.005), 금융비용의 조달 조건(0.010), 

조합 내부 갈등(0.010)은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건설사는 조합원 분담금을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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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종합
가중치

전체 순위
항목 중요도 항목 중요도 항목 중요도

계획
단계

0.377

제도 0.750

용적률 0.322 0.091 4

임 주택의무 0.112 0.032 10

초과이익환수제도 0.565 0.160 2

단지
계획

0.250

단지 특화 0.277 0.026 11

층수 계획 0.583 0.055 6

단위세  평면계획 0.140 0.013 15

결의
단계

0.425

조합 0.200

사업추진 능력 0.596 0.051 7

집행부에 한 신뢰성 0.290 0.025 13

조합 내부 갈등 0.114 0.010 16

수익성 0.800

조합원 분담금 0.619 0.211 1

인허가 절차 간소화 0.260 0.088 5

정부정책의 변수 0.121 0.041 8

시행
단계

0.198

시공사 0.800

시공능력 0.246 0.039 9

브랜드 인지도 0.627 0.099 3

계약 조건의 적절성 0.127 0.020 14

협력사 0.200

업무수행 경험 0.117 0.005 18

금융비용 조달 조건 0.243 0.010 17

설계 및 사업 타당성 0.640 0.025 12

<표 8> 건설사의 재건축사업 선택 요인 전체 중요도

4) 협력사의 중요도 

<표 9>과 같이 협력사의 재건축사업 선택 시 주요 의사결정 요인에 한 전체 18개 요인

에 한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1순위는 브랜드 인지도(0.207), 2순위 시공능력(0.127), 3순

위 용적률(0.111), 4순위 계약 조건의 적절성(0.077), 5순위 정부정책의 변수(0.069)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조합의 내부 분위기(0.007), 단위세  평면계획(0.010), 단지특화

(0.019)는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협력사는 브랜드인지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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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종합
가중치

전체 순위
항목 중요도 항목 중요도 항목 중요도

계획
단계

0.252

제도 0.767

용적률 0.575 0.111 3

임 주택의무 0.162 0.031 11

초과이익환수제도 0.263 0.051 8

단지
계획

0.233

단지 특화 0.317 0.019 16

층수 계획 0.516 0.030 12

단위세  평면계획 0.167 0.010 17

결의
단계

0.219

조합 0.294

사업추진 능력 0.566 0.036 9

집행부에 한 신뢰성 0.324 0.021 15

조합 내부 갈등 0.110 0.007 18

수익성 0.706

조합원 분담금 0.397 0.061 7

인허가 절차 간소화 0.154 0.024 13

정부정책의 변수 0.450 0.069 5

시행
단계

0.530

시공사 0.775

시공능력 0.310 0.127 2

브랜드 인지도 0.503 0.207 1

계약 조건의 적절성 0.187 0.077 4

협력사 0.225

업무수행 경험 0.183 0.022 14

금융비용 조달 조건 0.293 0.035 10

설계 및 사업 타당성 0.524 0.062 6

<표 9> 협력사의 재건축사업 선택 요인 전체 중요도

5) 학계의 중요도 

<표 10>과 같이 학계의 재건축사업 선택 시 주요 의사결정 요인에 한 전체 18개 요인

에 한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1순위는 단지특화(0.217), 2순위 층수계획(0.133), 3순위 시

공능력(0.117), 4순위 용적률(0.085), 5순위 단위세  평면계획(0.081) 순으로 중요하게 나

타났으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0.005), 금융비용의 조달 조건(0.009), 정부정책의 변수

(0.011)는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계에서는 단지계획 중에서도 단지특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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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종합
가중치

전체 순위
항목 중요도 항목 중요도 항목 중요도

계획
단계

0.589

제도 0.267

용적률 0.543 0.085 4

임 주택의무 0.141 0.022 13

초과이익환수제도 0.316 0.050 8

단지
계획

0.733

단지 특화 0.503 0.217 1

층수 계획 0.308 0.133 2

단위세  평면계획 0.188 0.081 5

결의
단계

0.151

조합 0.721

사업추진 능력 0.627 0.069 6

집행부에 한 신뢰성 0.268 0.029 11

조합 내부 갈등 0.105 0.011 15

수익성 0.279

조합원 분담금 0.636 0.027 12

인허가 절차 간소화 0.112 0.005 18

정부정책의 변수 0.252 0.011 16

시행
단계

0.259

시공사 0.783

시공능력 0.528 0.107 3

브랜드 인지도 0.314 0.064 7

계약 조건의 적절성 0.158 0.032 9

협력사 0.217

업무수행 경험 0.297 0.017 14

금융비용 조달 조건 0.162 0.009 17

설계 및 사업 타당성 0.542 0.030 10

<표 10> 학계의 재건축사업 선택 요인 전체 중요도

5. 재건축사업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중요도 비교

<표 11>과 같이 재건축사업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재건축사업 선택시 주요 의사결정 요

인에 한 전체 18개 요인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건축사업 유경험자는 1순위 조합원 분담금(0.130), 2순위 브랜드 인지도(0.129), 3순위 

초과이익환수제도(0.124), 4순위 용적률(0.107), 5순위 시공능력(0.064) 순으로 중요하게 나

타났다. 반면, 재건축사업 무경험자는 1순위 브랜드 인지도(0.169), 2순위 용적률(0.130), 3

순위 시공능력(0.104), 4순위 계약조건의 적절성(0.073), 5순위 조합원 분담금(0.067) 순으

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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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경험자 무경험자

중요도
종합

가중치
전체 순위 중요도

종합
가중치

전체 순위

용적률 0.392 0.107 4 0.564 0.130 2

임 주택의무 0.154 0.042 11 0.170 0.039 10

초과이익환수제도 0.455 0.124 3 0.266 0.061 6

단지 특화 0.418 0.053 7 0.357 0.027 13

층수 계획 0.409 0.052 8 0.444 0.034 11

단위세  평면계획 0.173 0.022 15 0.199 0.015 17

사업추진 능력 0.540 0.040 12 0.559 0.059 7

집행부에 한 신뢰성 0.347 0.026 14 0.314 0.033 12

조합 내부 갈등 0.113 0.008 18 0.127 0.013 18

조합원 분담금 0.565 0.130 1 0.480 0.067 5

인허가 절차 간소화 0.244 0.056 6 0.169 0.024 16

정부정책의 변수 0.191 0.044 9 0.351 0.049 9

시공능력 0.270 0.064 5 0.300 0.104 3

브랜드 인지도 0.548 0.129 2 0.489 0.169 1

계약 조건의 적절성 0.182 0.043 10 0.211 0.073 4

업무수행 경험 0.214 0.013 17 0.249 0.025 15

금융비용 조달 조건 0.239 0.014 16 0.258 0.026 14

설계 및 사업 타당성 0.547 0.032 13 0.493 0.050 8

<표 11>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재건축사업 선택 요인 전체 중요도

Ⅴ. 결  론  

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한 방식으로 노후ㆍ슬럼화 된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한다. 또한 재

건축사업은 낙후된 공동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률 높여 

주택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재건축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시행단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별 주요 

선택요인을 통해 그 문제점과 중요요인을 3단계 계층구조의 AHP로 전체중요도, 전문가집단

의 분야별 중요도, 재건축사업 경험 여부에 따른 중요도를 조사하여 재건축사업의 전문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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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을 왜 하는지 그 선택요인이 무엇인지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재건축사업의 계획단계, 시행단계, 결의단계 순

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때 계획단계가 가장 중요하며 제도나 단

지계획 등이 선택요인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계획단계에서는 제도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하였으며 결의단계에서는 수익성, 시행단계에서는 시공사보다 

협력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선택하였다. 

둘째, 각 요인별 세부요인에서는 용적률과 층수계획, 조합의 사업추진능력, 시공사의 브랜

드 인지도, 협력사의 설계 및 사업의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되었다. 

셋째, 전문분야별 중요도 조사에서 조합 임원 등과 협력사는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중요

요인으로 선택되었고 시공능력과 용적률 또한 중요요인으로 선택되었다. 신탁사와 건설사는 

동일하게 조합원 분담금과 초과이익환수제도가 가장 중요요인으로 선택되었다. 학계에서는 

단지특화와 층수계획으로 단지계획이 중요요인으로 선택되었다.

넷째, 전체중요도는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큰 중요요인으로 선택되었으며 재건축사업 참

여 경험유무에 따른 조사에서는 유경험자는 조합원 분담금과 브랜드 인지도 초과이익환수제

도 순으로 중요도가 선택되었고 무경험자는 브랜드 인지도. 용적률, 시공능력 순으로 중요도

가 선택되었다.

따라서 첫째, 재건축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요소별로 세분화하여 재건축사업을 체계적

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안전진단 강화 등 제도적인 규제가 재

건축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한 것은 시행초기단계부터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며 층수 역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조합임원들의 재건축사업에 한 실무교육과 비리척결 등을 위한 윤

리교육도 병행 되어야 한다. 

셋째,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시장상황에 맞추어 적용을 달리해야 하며 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과시점과 과세요율도 현실성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조합원 분담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용적률이나 허용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중요요인으로 선택됨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건설사들

의 선호도가 낮고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 현실에 브랜드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책이 

필요하다. 또한 규모에 따라 시공사 선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작은 규모도 브랜드 가치를 높

일 수 있는 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건설사들이 재건축아파트의 시장

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중소 건설사들도 브랜드 인지도를 키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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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신규주택공급과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

비사업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

을 계획단계부터 세 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에 봄으로써 원활

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길 기 해본다. 

본 연구는 조합 임원 등, 신탁사, 건설사, 협력사,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일반화된 연구를 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추후 설문의 상을 일반 재건축사업지의 

거주자로 확 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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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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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 in the front’ has a positive effect on property value. Second, the more ‘hyeol(穴), Center 
Baegho’ locations are, the more positively the property is. Third, the competitive advantage location of 
‘Sasinsa(四神沙)’ has a relatively positive effect. Fourth, the river condition that ‘Naedangsu’ combined 
with Tancheon is disappearing behind ‘Hyeonmu’ has a positive effect on property value. Fifth, the 
location of ‘Ansan’ providing a well-established lo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propert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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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분당의 중앙공원에 한 풍수적 입지를 평가하고, 공원 주변의 아파트 단지별 

가격이 풍수적인 영역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양

과 한국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풍수라는 실용학문은 도읍지나 군현(郡縣)의 지(大地)는 물

론 씨족 공동체나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소지(小地)를 선점하는 상지술(相地術)로 자연의 공간

을 상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분당신도시 중앙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풍수

입지가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사례 검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괏값을 얻었다. 첫째, 용(龍배)의 배산임수 

입지는 부동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혈(穴)의 백호 중심입지에 있을수록 부동

산가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신사의 경쟁우위 입지가 상 적으로 부동산가

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내당수, 탄천과의 합수되어 현무 뒤로 사라지는 수세는 

부동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안정화된 안산의 중앙공원은 부동산가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제어 : 풍수입지, 부동산가치, 양택풍수, 사신사, 내당수, 안산.

Ⅰ. 서  론

동양의 생활문화에서 최초의 풍수(風水)라는 용어는 청오자(靑烏子)1)의 청오경2)에“풍수자

성(風水自成)”이란 말에서 유래한다. 풍수란 기와 기류로 생기는 바람인 풍(風)과 지표수와 

지하수의 흐르는 물(水)로 모두 지상 생명체의 존립과 관계되는 자연변화의 직접적 요인을 의

미한다. 풍수는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 장풍득수(藏風得水)에서 유래하였으며, 풍수명당은 

양택 관점3)에서 우리나라의 겨울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농경문화에 필수적인 물을 쉽게 

1) 한(漢) 나라 사람. 옛 팽조(彭祖)의 제자로 화음산(華陰山)에 들어가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고 지리학(地

理學)에 능통하여 후에 지사(地師, 풍수)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2) 한나라의 풍수지리학자 청오가 묘터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1866년 지리서. 1권 1책. 

목활자본. 1866년(고종 3) 왕명으로 간행하였다. 당나라 국사인 양균송(楊筠松)의 주석이 있다.
3) 풍수명당은 양택과 음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양택풍수입지로서, 용(龍)_배산임수(背山臨水), 

혈(穴),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남주작(南朱雀) 북현무(北玄武)의 사신사(四神砂), 수(水), 좌향(坐

向), 안산(案山), 형국(形局) 등을 잘 갖춘 좋은 집터를 의미하며, 후자는 음택풍수로서, 양택풍수와 마

찬가지의 다양한 입지 조건 등을 갖추면 후손이 발복(부귀손 축복)하는 조상의 묘(墓)터를 의미한다.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45 -

얻을 수 있는 터를 선호하였다. 양택풍수의 집터는 산을 뒤에 두고 물을 앞에 하고 있는 배

산임수(背山臨水), 전면은 낮고 후면은 높은 전저후고(前低後高) 및 앞은 좁으나 뒤가 넓은 형

태의 택지를 뜻하는 전착후관(前窄後寬)의 3  조건을 갖춘 땅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길지

이며 좋은 장소를 의미한다. 

동양에서의 풍수는 살아 움직이는 자연의 섭리(攝理)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자연의 변화 현상은 자연 스스로 행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이므로 풍수명당은 자연의 섭

리에 따라 형성되므로 인간은 그 이치를 깨달아 사람이 살 만한 좋은 터(吉地 또는 明堂)를 잡

아 자연 순응적 삶을 영위 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장정환, 2008). 풍수지리학의 역사는 중국 

한나라 시 로 거슬러 올라가 당나라 시 에 꽃을 피운다. 풍수고전으로 표적인 것을 청오

경과 금낭경을 들 수 있다. 그 외 고려조와 조선조에서는 과거시험의 잡과(음양과) 과목이었

던 호순신, 명산록, 지리문정, 감룡경, 착맥부, 의룡경, 동림조담, 경국 전 등이 있었다(최창

조, 1993).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보더라도 동양과 한국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풍수라는 

실용학문은 도읍지나 군현(郡縣)의 지(大地)는 물론 씨족 공동체나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소

지(小地)를 선점하는 상지술(相地術)로 활용되었고, 음택(陰宅:묘) 문화와 함께 자연의 공간을 

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풍수사상은 한국인의 전통생활문화로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매

개체로 하여 배산임수(背山臨水)나 사신형국(四神形局)이라는 지리적 개념을 도식화하여 실생

활에 활용되어 주거문화에도 지 한 영향을 끼쳤다. 

산업화 및 도시화의 압축 성장을 거치 면서 1960년 초부터 폭발적으로 서울 인구가 늘어

남에 따라 도시의 주거 및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서울의 강남, 목동, 상계 등의 주택단지를 개발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후반기 86년 및 88년 규모 국제행사와 삼저호황(三低好況)4)과 더불어 주택문제는 

더 악화되었고, 심지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분당, 일산 등의 200만호 주택건설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례분

석의 상인 분당신도시는 1996년 준공되었다. 단위면적당 최고가격 아파트는 분당 서현역 

및 분당중앙공원 인근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서현동 시범한양아파트가 제일 비싸냐는 의문에서 시작하게 되었으며, 풍수

입지와 부동산가치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본 연

구는 분당의 중앙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용(龍) 배산임수, 혈(穴) 중심지, 

사신사(四神砂)5), 수(水) 및 좌향(坐向), 안산(案山)의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6)에 어떠한 영향

4) 1980년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저유가·저달러·저금리 현상을 말한다.
5) 사신사란 특정 지역이나 지점을 4방위에서 감싸고 있는 산세와 산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북의 현무, 

남의 주작, 동의 청룡, 서의 백호를 일컬어 사신사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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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현황 및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부동산 및 풍수지리학

과 관련된 학위논문, 단행본, 유관학회의 연구논문 등을 탐색하여 분석하였고, 사례분석은 분

당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사신사 영역(현무, 청룡, 주작, 백호)을 상으로 하였고, 부동산가격

(토지 + 주택)의 변화를 통하여 풍수입지와 부동산가치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시

간적 범위는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한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중앙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분당 야탑 사례 포함)로 설정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1. 풍수지리 역사 및 정의

최초 인류가 수렵과 채취에 의한 이동 생활을 접고 농업사회의 정주생활(定住生活)로 정착

하는데 주거공간은 은신과 주변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것이며, 필수적인 생활공간이다. 주역 

계사전 하편 2장7)에서는 복희의 선천팔괘와 주거형태 및 장례에 하여 서술되어 있다. 팔괘

에 해 약 6천 년전 복희씨는 풍(風)씨 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선천팔괘의 제작은 풀이 나

는 달과 비가 내리는 날 하천이 범람하는 시간에 용마가 그림을 등에 지고 나와 네모난 단 위

에 앉아 팔풍(八風)의 기운을 살펴 팔괘를 그렸다고 전한다. 계사전에 의하면 “상고시 는 구

멍(穴)에서 거하고 들에 거처를 두었는데, 후 의 성인은 그것을 궁실로 바꾸어 위로는 들보

를 얹고 아래로는 서까래를 둠으로써 비바람을 방비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다. 최초의 풍수서

인 ‘청오경’에서는 주거지에 해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시끄럽고 복잡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

이 모여 살만한 터를 말하였는데 그러한 터는 융융하고 은은하여 쉽게 찾기 힘든 땅”8)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양기·양택지는 지면이 갈라지거나 파쇄하여 음습한 곳이 아니라 평포되어 온

화한 땅이 부귀를 안겨주는 땅9)이라고 하였다(장정환, 2008). 

6) 가치와 가격은 다른 개념이며, 가격은 사후적 거래 등으로 시점에서 하나이지만, 가치는 사전적 개념

이며, 과세, 평가 등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는 견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다르게 

보았다.
7) 2장은 제기십삼괘(制器十三卦)라고 불리는 유명한 글로 고  제왕과 성인들이 13개의 괘상에 근거하여 

각종 기물을 만들어 낸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복희, 신농, 황제, 요순임금 등 다섯 명을 열거하였다. 

삼황오제라고도 불린다.
8) “鷄鳴犬吠 市烟村 隆隆隱隱 孰探其原”
9) “地貴平夷 土貴有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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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에서 산세와 수세는 명당을 가늠하는 지리적 척도이다. 본래 명당(明堂)은 고  

중국에서 왕이 정령(政令)을 펴던 집을 뜻하였다. 다시 말해 명당은 고  궁궐건축의 원형으

로서 천자가 모든 의례(儀禮)를 거행하는 곳으로 궁궐건축에 있어서 정전(正殿)에 해당하는 건

물로 문헌상 체적인 구성을 보면, 정(井)자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오행설(五行說)에 맞추어 

그린 평면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설이 가장 일반적이다. 명당은 고  궁궐의 규범적 모형으

로서 유교문화를 충실히 계승하였던 중국과 우리나라의 궁궐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1866년 경복궁을 중건할 때 작성된「경회루36궁지도 慶會樓三十六宮之圖」에서도 그 영향을 

받았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10) 이 같은 명당의 역할은 풍수지리학의 진보로 인해 지

리적 신성 공간개념으로 설정되고 산사람과 죽은 사람을 위한 좋은 터 즉, 이상적인 길지(吉

地)로 구체화 되었다. 따라서 풍수적 개념의 명당이란 살아서는 좋은 환경을 갖춘 집 자리에

서 살기를 원하고, 죽어서는 땅의 기운을 얻어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땅에 한 사

고가 논리화 및 체계화 되었다(장정환, 2016). 

2. 한국, 중국, 일본의 풍수

한국, 중국, 일본의 풍수지리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말 도선국사

(827-898)가 당(唐) 일행 선사로부터 음양지리서를 통하여 비법을 전수 받은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청오자(靑烏子)의 청오경과 곽박의 금낭경(錦囊經)을 기본으로 하여 독자적인 풍수이

론을 전개하였다고 본다(윤갑원, 2005). 고려시 부터 조선시 까지 음택과 양택과 절터 및 

사원 건립할 때 풍수지리를 중요시하였음을 여조(麗朝)의 벼슬 관직11)에서 찾을 수 있다. 특

히 왕릉조성시 산릉도감(山陵都監)12)을 설치하여 지관(地管)이라 칭하고 책임자에게 전권을 

위임하였다. 조선개국시 정도전에 의한 한양도읍지 조영(造營)은 모두 풍수이론을 적용하였

다. 1970년 부터 정부청사, 공기업 건물, 기업 사옥, 물류창고, 단독주택 등을 신축할 때 

풍수지리를 고려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한 (漢代)의 청오자(靑烏子)의 청오경(靑烏經)을 효시라고 말한다. 그 이후 곽박의 

금낭경(錦囊經)에서 득수(得水)와 장풍(藏風)을 설명하였고, 장자승생기(葬者乘生氣)면 동기감

응(同氣感應)이라 하였다. 이는 사자(死者)는 정기(精氣)를 승(乘)하여야 그 기(氣)가 감응(感應)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교공기도(巧工記圖), 후 의 군주들이 자기가 사는 궁궐에 명당의 짜임새

를 적용하려고 애쓴 이유는, 하늘의 명령을 받아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는 천명관적(天命觀的) 정치사

상을 계승함과 아울러 그러한 사상이 도식적(圖式的)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명당이야말로 군주가 정치

를 거행할 이상적인 장소로 여겼기 때문이다. 
11) 음양과 내지 잡과에서 지리에 밝은 풍수지리 인재를 등용하였다.
12) 왕과 왕비의 능침조성을 관장하던 임시관청, 고려에서 조선 초까지는 조묘도감(造墓都監)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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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자손이 번창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윤갑원, 2005). 또한, 중국은 형세파와 이기파로 구

분되는데 형세파는 산세가 강한 곳에 유행하고 이기파는 평지의 지형에서 유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산세를 위주로 형국을, 후자는 나경패철을 가지고 방위를 평가하는 특징

이 있다. 중국의 이기파는 형세파보다 득세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한국컨텐츠진흥원, 

2021).

일본은 난파경(難波京 : 현재의 大阪)의 축조(744년), 천무천황(天武天皇) 10년의 기내국도

조영(畿內國都造營)에 관한 음양사의 지상감정(地相鑑定:681년), 원명천황(元明天皇)의 평성경

건도(平城京建都:710년) 등의 건도(建都)와 천도(遷都)를 위해 지상감정을 한 사실이 있음으로 

보아 일본본토에 전래는 9세기 이전이라고 본다. 일본은 섬나라이므로 중국의 형세론보다 이

기론을 주로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한국컨텐츠진흥원, 2021). 일본의 풍수

는 한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는 1931년 무라야마(村山智順)에게 

조선의 풍수에 한 특별조사를 통해 ‘조선의 풍수’라는 저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의 양택풍수

는 불운이 닥치면 주택건물 방향의 좋고 나쁜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가상(家相)의 길흉판단

은 한국과 중국과 같이 남북측 자오축선(子午軸線)을 기반(基盤)으로 하거나 간(艮:北東 鬼門), 

곤(坤:南西 裏鬼門)의 축선을 사용한다는 것이 한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다(이재창, 

2011).

3. 양택입지와 부동산가치

양택입지는 용(龍), 혈(穴), 사(砂), 수(水)를 중요하게 본다. 용(龍)은 산의 능선(稜線)을 말하

며, 배산임수와 관련이 깊다. 용(龍)은 산맥의 표면형태를 말하고 기(氣)는 맥(脈) 속에 흐르는 

힘을 말한다. 혈(穴)은 맥을 통해서 흐르는 기운이 뭉쳐진 곳을 말한다. 지역의 중심적 장소를 

말한다. 사(砂)는 혈처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 사면에 있는 산을 말하며, 이를 사신사(四神砂)

라 한다. 수(水)는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필수적인 명당조건이다.13) 

현  지리학에서 말하는 지형, 지세, 기후, 토양, 바람, 물 등의 자연적 조건과 관련이 있다. 

조선조 때 실학자인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

심(人心), 산수(山水)가 좋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이찬, 1983). 부동산가치요인은 효용, 희소

성, 유효수요 및 이전성에 따라 발생하며, 특히 아파트는 주거의 쾌적성이 부동산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힘을 가치형성요인이라 한다(방경식, 장희순, 

2016). 풍수입지(산세 및 수세 등)는 자연환경의 가치형성요인이다.

13) 심재열, 2020, 회암사 입지의 풍수론적 고찰, 부동산경영, 21,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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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양택풍수의 관점에서 용(龍), 혈(穴), 사(砂), 수(水), 안산(案山)의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표 1>은 선행연구 요약과 선행연구의 한계점

이다.

옥한석(2005)14)은 북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생기(生氣)가 있는 터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10가지 기준이 충족되는 북한강 유역이 전원주택지로 좋은 터라고 하

였다(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5). 하지만, 그의 연구는 생기(生氣)라는 개념적 모호성과 더

불어 10가지 조건을 단순화, 체계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천인호(2007)15)는 부산의 정관신도시의 입지환경에 해 풍수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정

관 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산세 지형을 풍수에서 말하는 사신사(四神砂)에 해 천심

십도(天心十道)16)를 적용하여 정관신도시가 양기적(陽基的)17)으로 양호한 입지임을 주장하였

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사신도 및 중심점인 혈(穴) 외 풍수입지를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한

계가 있다.

김기찬(2013)18)은 풍수지리 입지요인이 부동산 입지요인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

고, 택지조성이나 건물배치 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풍수지리가 학문적으로 더

욱 발전되어야 하고 과학적인 연구와 법의 제도화하여 공인자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풍수입지보다 풍수학에 관한 인식 전환과 제도화에 초점을 둔 한

계가 있다.

이홍태(2014)19)는 양택 입지에 한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1) 정치 분야의 지형·

수맥·물길·지세·기맥의 영향, 2) 경제 분야의 물길의 영향으로 재물이 쌓이는 입지 조건과 지

형 지세의 영향, 3) 사회적 분야의 물길의 영향으로 재물(財物), 바람 지형의 영향, 4) 부동산 

입지 선정 시 지세가 주택가격 상승효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재물 및 평판 등의 龍과 水의 풍수입지에 초점을 둔 한계가 있다.

14) 옥한석, 2005, 경관 풍수의 본질과 명당의 선정 기준: 북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역사지리, 

17, 22~32.
15) 천인호, 2011, 창원신도시의 양기 풍수적 입지해석과 개발제언.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 회, 

255-272.
16) 천심십도는 풍수이론에서 심혈(深穴)의 기준 중 하나로 혈(穴)을 찾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전후좌우의 

응 하는 4방위의 응 하는 산이 산봉으로 둘러싸여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십자(十字)의 중앙봉에 

혈이 맺혀있다는 이론으로 연구논문에서 정관신도시가 중앙봉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17) 풍수지리에서 산사람이 살아가는 터는 작게는 하나의 집터를 상징하는 양택지(陽宅地)와 다수의 공동

체가 살아가는 넓은 터로 양기지(陽基地)라고 부른다. 정관신도시는 양기지에 해당한다.
18) 김기찬, 2013, 부동산과 풍수지리 입지요인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동방 학원 학교」
19) 이홍태, 2014, 양택풍수 요인이 부동산 입지 선정에 미치는 영향.「 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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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결과 한계점

옥한석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생기(生氣)가 있는 터를 10가지 선정기준을 사신사(四神
砂), 안산(案山), 조산(朝山), 물길과 수구(水口), 산형의 짜임새, 정향(正向)과 
현무에 해당하는 용(龍)의 흐름과 입수(入首), 주산(主山) 및 좌청룡·우백호의 
앞뒤 품격, 혈처의 모습(터의 형상)에 합치되는 북한강 유역이 전원주택지로 
좋은 터라고 하였다.

생기라는 개념적 
모호성과 10가지 
기준을 단순화 및 
개념화 하지 못함.

천인호
사신사(四神砂)를 통하여 천심십도(天心十道)를 적용하여 정관신도시가 양기적
으로 양호한 입지임을 주장하였다.

사신도 및 혈(穴) 외 
풍수입지를 자세하게 

다루지 못함.

김기찬
풍수지리 입지요인이 부동산 입지요인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택
지조성이나 건물배치 시 적극적인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  풍수지리학 발전을 
위하여 인식 전환와 법의 제도화하여 공인자격제를 도입을 주장하였다. 

풍수에 관한 인식 
전환과 제도화에 초점을 

두었음.

이홍태
양택입지를 선정하는 기준을 지형, 수맥, 물길, 지세, 기맥을 우선 시 하였으며 
이를 정치분야 5곳, 경제분야 3곳, 사회적분야 4곳을 선정하여 설명하였다.

재물 및 평판 등의 龍과 
水의 관점에 초점을 

두었음.

박서호
풍수지리학은 좋은 혈은 찾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음행오행론과 풍수술 개선을 
주장하였다. 

풍수지리학의 목적에 
초점을 두었음.

 이성수
 박종민

풍수지리는 산세와 수세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여주시청 이전 후보지를 7곳
을 임의로 선정한 후 산세와 수세가 좋은 2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풍수입지를 산세 및 
수세에만 초점을 

두었음.

반은석
장희순

공동주택의 물리적, 지리적, 환경적 풍수요인에 한 1차 분석에서 방향, 내부
구조(동서사택), 층수(높이), 가상(모양), 배산임수, 현무, 배면, 백호, 물, 사신
사 유무, 2차 분석결과에서 이상적인 결과치를 얻어냈고, 3차에서 기술통계량 
결과치에서도 주거환경과 사신사의 풍수환경 사이에 상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델파이법(전문가 
합의법)의 자체적 
내재적 한계점이 

내포됨.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 선행연구의 요약

박서호(2015)20)는 풍수지리학의 목적은 찾는 혈, 좋은 혈을 강조하였다. 음양오행 및 풍수

술도 연구 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풍수지리학이 좋은 혈을 찾은 것이라

는 협의적인 관점에서 목적을 정한 한계가 있다.

이성수·박종민(2017)21)은 여주시청 이전 후보지를 일곱 개 지역으로 선정하고 풍수이론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로 길격(吉格)의 산수(山水) 조건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연

구는 풍수입지를 산세 및 수세에만 초점을 둔 한계가 있다.

20) 박서호, 2015, 한국 전통사회의 공간이론 다시 보기 2: 풍수에 한 새로운 새김 [解釋]. 한국지역개

발학회지, 27(2), 277-303.
21) 이성수 & 박종민, 2017, 여주시청 이전 (移轉) 후보지에 한 풍수지리적 (風水地理的) 입지 (立地) 

비교 (比較) 분석 (分析).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7(1), 55-67.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51 -

반은석·장희순(2017)22)은 공동주택의 풍수환경요인과 주거환경요인 분석을 통하여 1) 주

변의 물(하천)의 유무, 2) 사신사의 유무, 3) 사신사의 형태, 4) 궁수와 반궁수의 여부, 5) 물

의 흐름의 방향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델파이법의 내재적 분석방법의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택 풍수 명당은 형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형기풍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배산임수, 전저후고 등이 반영된 밝고 좋은 산세와 수세, 사신사, 좌향 및 공

원 조망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풍수입지는 부동산가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택입지에 관한 개별적 연구는 다수 이루

어졌지만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도출하였

다. 첫째, 분당중앙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의 사례분석을 하였다. 둘째, 용(龍) 관점에서 배산

임수의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혈(穴)의 관점에서 지역의 

중심지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사신사(四神砂) 경쟁우위

의 관점에서 청룡, 백호, 주작 및 현무영역의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다섯째, 수(水)의 내당수와 좌향(坐向) 득수의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산(案山)의 관점에서 분당중앙공원의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Ⅲ. 개념적 체계 및 연구방법론

1. 풍수입지의 개념적 체계

풍수입지는 <그림 1>과 같이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산세가 양택지(陽宅地) 및 양기지(陽

基地)를 감싸고 있어 지기의 누설을 막아주고 외부의 흉한 기운을 막아주는 형국을 으뜸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신도의 정형화된 개념적 체계는 정관신도시(천인호, 2007), 창원신도시(천

인호, 2011) 및 한양도성(천인호, 2014)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체적으로 사신사 중에 어

느 한 곳이 없거나 미약한 것이 부분이다.

22) 반은석 & 장희순, 2017. 전통적 풍수환경요인으로부터 공동주택단지내 주거환경요인의 도출. 주거

환경, 15.3: 2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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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aver.com/

[그림1] 풍수입지의 개념적 체계

풍수명당은 기본적으로 개념화된 특정한 지역을 보국(保局)하고 있다. 보국이란 지형의 지

세 즉, 지형의 짜임새에서 길격(吉格)으로 사신사(四神砂)에 의해 양택을 안온하게 감싸져 있

는 지형 지세를 말한다. 사신사의 북현무는 부모산 혹은 조산(祖山)의 격으로 배산(背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임수(臨水)가 보국 외에서 보국 내로 유입하여 궁체형(弓體形)이나 지현(之玄)

자 형태로 흘러들어 왔다가 사라져가는 형세라고 하고 있다(장정환, 2016).

풍수입지 풍수입지의 해석 가설설정

용(龍) 배산임수
(背山臨水)

풍수지리에서 산과 산줄기를 지칭한다. 이는 자연 또한 생명력을 가진 생물이라
는 의미로써 살아 있는 산줄기라는 뜻으로 전통적 자연관으로 이해된다. 

가설 1.

혈(穴)
중심지(中心地)

땅의 지기가 응집된 지점을 말한다. 또한, 형국 내에서 중심점/중심지를 의미한
다. 다수의 결절점과 내려오는 龍이 멈추는 쉼의 장소

가설 2.

사신사(四神砂)
혈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 방향의 산을 말한다. 또는 산세로써 형국을 이
루는 중심자 역할을 한다. 혈을 보호하고 외부의 흉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가설 3.

수(水)
지표상에 흐르는 물로 내수(내당수,골육수)와 외수(외래수)로 구분된다. 내수는 
선천적 재물을 외수는 후천적 재물을 상징한다.

가설 4.

좌향(坐向)
주택 등에서 전후를 말한다. 좌는 후(뒤)를 향은 앞(전)을 가리키는 의미로 좌향은 
일직선상에 있다. 좌향은 24방위론에서 음양오행론을 입하여 길흉을 판단하거
나 산의 방향, 물의 득수와 득파 방위 등을 측정하는데 활용한다.

가설 4.

현무(玄武) 북쪽방위의 물의 기운을 맡은 태음신을 상징하는 상상의 짐승. 가설 1. 3.

안산(案山) 혈의 전면에 위치하여 책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산을 말한다. 가설 5.

자료 :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표 2> 풍수입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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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따르면, 풍수입지는 장풍득수(사신사, 형국), 지형, 지세, 기맥(용, 사), 산세와 

수세, 음양오행론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상술한 선행연구 및 차별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개념적 체계는 <표 2>와 같이 용(龍)의 관점에서 배산임수(背山臨水), 혈(穴)의 관점에서 지역 

중심지, 사신사(四神砂), 수(水)와 좌향(坐向), 안산(案山)의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와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당중앙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여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2. 가설설정

상술한 선행연구의 풍수입지 해석과 개념적 체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풍수입지가 부동산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용(龍) 배산임수의 풍수입지는 부동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혈(穴) 중심지의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사신사(四神砂)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수(水) 및 좌향(坐向)의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5. 안산(案山)의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사례분석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1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신도시를 상으로 하였다. 풍수입지의 

사례분석 상지는 <그림 2> <표 3>와 같이 분당중앙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를 상으로 정했

다. 분당신도시가 준공되어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분당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분당중앙공

원 인근 아파트 단지일까에 관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부동산가치와 풍수입지와의 관계를 밝

히고자 연구 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주거의 쾌적성은 산세, 수세 및 공원과 접한 관련이 있

다. 분당중앙공원은 형국적인 측면23)에서 자기안(自己案)24)에 해당하는 뒷매산이 있고, 뒷매

산은 주맥에서 이어진 산줄기의 작은 봉우리이다(서선술, 서선계, 1999). 

23) 조산(祖山)은 영장산이고 현무에 해당하는 부모산은 매지봉이다. 따라서 뒷매산은 우백호 줄기에서 

세분된 지맥에 해당한다. 
24) 자기안은 자기안산(自己案山) 혹은 자기안산(自氣案山)이라고 한다. 즉, 안산이 보국(형국) 외에서   달

려와 만들어 준 산이 아니라 형국내에서 한 몸으로 이어지는 줄기에서 만들어진 산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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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파트명 세대수 면적규모(㎡) 비고

주작영역

금호아파트 918 84.9 -198.45㎡ 분석 상

청구아파트 768 84.6 -197.77㎡

림아파트 749 59.32 -191.52㎡

롯데아파트 842 84.6 -186.09㎡

삼익아파트 639 84.6 -191.52㎡

현무영역

한양아파트 2419 28.71 -164.59㎡ 분석 상

현 아파트 1695 49.41 -218.49㎡

한신, 삼성아파트 1781 55.99 -192.15㎡

우성아파트 1874 45.99 -193.99㎡

청룡영역

삼부아파트 588 59.82 -128.09㎡ 분석 상

우방아파트 811 57.28 -185.62㎡

라이프아파트 796 58.17 -126.41㎡

동성아파트 582 59.4 -133.65㎡

백호영역
분당구청

지웰프로지오 166 111.8 -156.32㎡ 분석 상

분당기타(야탑)

벽산아파트 646 79.04 -162.79㎡ 분석 상

경남아파트 884 79.04 -162.79㎡

아이파크아파트 270 153.35 -217.93㎡

자료 : 저자 작성                      출처 : https://naver.com/ https://gris.gg.go.kr(경기부동산포털)

<표 3> 사례분석의 대상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하여 1988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개발되었다. 분당신도시는 1,963.9ha 면적, 390,320명 인구 규모 및 9만 7,580가구로 계획

되었다. 2016년 기준 분당구 인구는 50만 7,054명이며, LH가 개발 주체이며, 1996년에 준

공되었다. 분당은 강남의 생활권 및 접근성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지역으로 자리 잡았으며, 분

당신도시는 일산신도시 등과 비교하면, 강남 생활권에 속하면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어 주거 만족과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 가장 성공한 신

도시라고 평가하였다(길혜민, 201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2021.4)에 따르면, 성남시의 최고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분당중앙공원 인근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아파트(전용 164㎡)이

었고, 17억 6,000만원에 거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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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자 작성                       출처 : https://naver.com/ https://gris.gg.go.kr(경기부동산포털)

  [그림 2] 사례분석의 위치

본 연구는 성남시의 산세와 수세의 풍수학적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그림 2> <표 3, 4>과 

같이 분당중앙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의 사례분석(현무영역, 주작영역 및 청룡영역)을 선정하

였다. 또한, 사례분석의 비교를 위하여 공동주택면적도 소형아파트 단지이면서 부동산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고려하였고, 유사한 분당 야탑역 인근 벽산아파트를 

비교 단지로 선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사례분석 지역의 산세 수세는 물론 경기도 포털(2011년

부터 2020년까지의 정부가 발표한 개별지가와 공동주택가격을 분석하였다.

풍수입지와 부동산가치의 영향분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

산원(www.reb.or.kr), 경기부동산포럼(www.gris.gg.go)을 비롯하여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

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4> 사례분석의 위치 및 자료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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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풍수입지의 해석 및 분석결과

1. 성남시의 산세(龍)와 수세(水)

성남시 분당은 <그림 3>과 같이 자연입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에 비하면 지면의 굴곡이 

심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같은 지형적 특성은 한남금북정맥에서 한남정맥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근간으로 또 하나의 지맥인 검단지맥의 산줄기 영향 때문이다. 보국(保局)적인 측면

에서 중앙공원을 호위하는 주요 외산세(外山勢)는 청계산, 백운산, 인능산을 잇는 남북 방향의 

지맥으로 둘러싸여 남북으로 분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100m 전후의 야산이 동서로 뻗거나 

평야에 돌출되어 있다. 산줄기의 경우 동쪽에는 청량산(淸凉山)·검단산(黔丹山)·불곡산(佛谷山)

이 광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인릉산(仁陵山)·청계산(淸溪山)·국사봉(國師峰)·바라산과 

각각 접하고 있으며, 이들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분지맥은 탄천 방향으로 뻗어 비교적 완만한 

능선을 이룬다(정태열, 2018)25). 태봉산(胎峰山)은 분당구 장동에서 가장 큰 마을인 태릉에 

있는 나지막한 산봉우리이고 금토산(金土山)은 판교신도시 중앙부에 있는 낮은 산이다26). 인

릉산은 청계산의 여러 지맥 중 하나로 북으로 행진하는 범바위산과 구룡산과 모산으로 이

어지는 지맥의 연결역할하고, 국사봉(國思峰)은 북쪽에 위치한 청계산과 더불어 성남의 서쪽 

경계를 이루는 산봉우리다(정태열, 2016)27). 

또 하나의 성남시를 형성하는 줄기는 검단지맥을 이루는 영장산·고봉산·망덕산·검단산으로 

이어지는 맥이다. 따라서 성남시는 지형적으로 검단지맥과 관악지맥의 사이에 위치하며, 태조

산(太祖山)은 양 지맥을 낳는 석성산이며 중조산(中祖山)은 선장산으로 보아야 한다. 수세의 

경우 성남시 중앙부를 관통하는 탄천은 청계산을 잇는 낙맥의 구릉지 및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에서 발원하여 수지구 풍덕천을 경유 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며 탄천 주변은 하천 평야지로 

형성되어 있어 산수가 조화로운 자연경관을 이룬다(정태열, 2016).

25) 지형적 특성으로 동쪽의 산지는 전반적으로 서쪽 산지에 비해 평균 고도가 낮고 완만한 동저서고형

(東低西高形)사면이 발달하였고 북쪽은 인릉산과 청량산 줄기 등에 의해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 

경기도 하남시와 접하게 되며, 남쪽은 바라산과 불곡산 줄기 등에 의해 용인시 수지출장소와 광주시 

오포읍에 접하고 있다.
26) 망경 , 옥녀봉 등의 여러 산봉우리와 함께 청계산 산줄기를 이룬다. 
27) 성남시의 주요 산으로 동정이골산, 동구막산, 도장골산, 낙생  공원산, 새능산, 운재산(229.8), 안산

(진재산:222m), 어바굴산, 형제봉, 새동산, 지산(230m), 서돌산, 천린산, 머금이산, 범바위산, 바

리산, 영심봉(369m), 둔지봉(267m), 머내봉(111m) 등이 있다.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57 -

[그림 3] 성남시 산줄기 물줄기

 

2. 분당중앙공원의 산세(龍)와 수세(水)

분당중앙공원 주위의 보국을 이루고 있는 산세는 <그림 3>의 사례분석 지역 표시 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남정맥에서 분지된 검단지맥의 산줄기 중 서진(西進) 내지 북서진(北西進) 

하는 일부 줄기가 불곡산-형제산-청룡오리산-응달평산-영장산-매지봉으로 이어져 <그림 4>

과 같이 여러 분지맥(分枝脈) 들이 중앙공원을 감싸 안고 보국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조산

(祖山)은 검단지맥에서 뻗어 나온 영장산이고 현무에 해당하는 부모산은 매지봉이다. 이는 배

산임수의 논리로 중앙공원 앞으로 내당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현무는 배산인 매지봉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공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접한 보국의 내산세(內山勢)로 주요 사각(砂角)에 

해당하는 봉우리는 불곡산·형제산·정룡오리산·응달평산·영장산·매지봉 등이 있다. 

수세(水勢)의 경우 중앙공원 전체 보국에서 내당(內堂) 수계망(水系網)은 사신도 중에서 현

무영역과 백호영역을 감싸는 형국이다. 풍수에서 물의 상징성은 일반적으로 부(富)와 같은 경

제적 의미의 재물을 상징한다. 내당수는 현재의 재물을 유지 존속한다는 선천적 재물을 뜻하

고, 외당수는 향후 얻어지는 후천적 재물을 상징한다. 전자는 율동호수와 분당천을 중심으로 

흐르는 물줄기다. 후자는 탄천이다. 풍수명당의 길지는 보통 선사시 부터 정착 생활을 한 곳

으로 고 로부터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선호되는 장소이다(장정환, 2016). 분당호에서 다시 

형성된 잔류수는 중앙공원 앞을 지나 분당구청을 거쳐 탄천(외당수)을 만나 2차로 합수된다. 

외당수는 서울방향으로 흘러 양재천과 3차 합수한 뒤, 잠실운동장 근처를 지나 영동 교 방

향의 한강과 최종 4차 합수(合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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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자 작성                        출처 : https://naver.com/

[그림 4] 분당중앙공원 인근 보국 산세도 및 수세도

3. 부동산가격의 변화

<표 5〉<그림 5, 6>과 같이 사례분석 단지별 가격과 10년의 상승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의 가격측면에서는 영역별로 현무, 청룡, 주작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야

탑의 비교 단지는 청룡과 주작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공동주택의 10년 상승률은 영역별로 현

무(92%), 청룡(77%), 주작(49%)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 및 주택을 합한 10년 상승률은 현무

(63%), 청룡(56%), 주작(45%) 순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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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00
 8,000,000

1 2 3 4 5 6 7 8 9 10

공동주택가격(아파트)
2011년~2020년(단위 : 원/㎡)

주작영역(금호) 현무영역(한양) 청룡영역(삼부) 분당기타(야탑벽산)

자료 : 저자 작성       출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그림 5] 사례분석의 공동주택가격(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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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별공시지가의 가격 측면에서는 주작, 현무, 청룡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야탑의 

비교 단지보다 높았다. 토지의 10년 상승률은 주작(41%), 현무 및 청룡(34%)로 나타났다. 토

지 및 주택을 합한 10년 상승률은 현무(63%), 청룡(56%), 주작(45%) 순으로 나타났다.

4. 가설검증

1) 용(龍) 배산임수의 풍수입지

<표 5〉<그림 5, 6>과 같이 가설 1.과 관련한 분석결과는 현무영역이 주택가격 및 10년 상

승률(주택+토지)의 측면에서 비싼 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토지가격 측면에서 사례분석에서 

주작영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풍수지리학에서 용(龍)은 한남정맥이 매지봉 및 분당중앙공원으로 이어지고, 매지봉을 따라 

수세가 합수와 더불어 배산임수 지형을 갖추면 좋은 조건의 길지라고 한다. 풍수에서 중요시

되는 배산임수(背山臨水)의 지형적 조건은 추위와 굶주림을 해결하는 필요조건으로 배산은 북

서풍을 막아주고 연료를 공급하며, 임수지(臨水地)는 물이 모이는 곳으로 농토가 형성되어 있

어 농업이 활발하게 발달하여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 인에게 배산임수의 땅

은 생사의 문제였다.

현무영역은 율동 호수에서부터 시작하는 유수가 탄천과 합수되는 지점까지의 윗부분을 배

산임수 입지라 할 수 있다. 이는 풍수적 관점뿐만 아니라 주거의 쾌적성 및 인근 서현역을 이

용한 강남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보다 비싼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배산임수 

입지는 산세, 수세 및 사신사의 어울림과 접하며, 현무영역의 산세는 매지봉에서 분당중앙

공원으로 이어지는 지역이며, 수세는 유수가 탄천과 합수되는 내당수를 품고 있다. 또한, 현

무영역의 산세 및 수세가 잘 어울려 집터(양택)에도 좋은 기운을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

설 1.은 채택 가능하였다. 

<표 5> 주택 및 토지가격의 10년 상승률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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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자 작성      출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그림 6] 사례분석의 아파트 토지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

2) 혈(穴) 중심지의 풍수입지

가설 2.와 관련한 분석결과는 <그림 7>과 같이 백호영역이 다른 가격보다 월등히 비싼 값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호영역은 상업 및 업무지역으로 분당구청과 서현역 및 분당 쇼핑의 

중심이다. <그림 7>은 지웰프루지오 오피스텔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풍수에서 혈(穴)은 중심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형을 갖추면 길지라고 한다. 백호영역은 

매지봉의 산세와 사례분석 지역의 내궁수인 수세가 교합하는 궁수의 퇴적사면28)에 해당하는 

곳이다. 용의 흐름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혈(穴)이라고 할 수 있다. 

백호영역은 분당구청 및 서현역 주변의 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은 상권이론의 

중심지이며, 고급주택의 배후지(현무, 청룡, 주작 영역과 판교신도시) 무게중심지이다. 지리학

에서 혈(穴)과 같은 결절점은 지하철 분당선, 도로, 산책길, 자전거도로, 산세, 수세 등의 겹침

으로 나타난다. 또한, 넓은 배후지와 백화점 상권과 상업지역 등으로 인하여 백호영역은 결절

점과 더불어 생활의 중심지(center) 역할을 하게 된다. 산세가 분당중앙공원에서 백호영역으

로 이어지고, 수세 역시 율동 호수에서 흘러내린 물이 분당호를 거쳐 백호영역인 분당구청 뒤

에서 합수가 된다. 풍수에서 합수처는 재물이 쌓이는 길지로 본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 가

능하였다. 

28) 풍수에서 이상적인 물의 형태(形態)를 '궁수(弓水)'라고 하며, 물이 활처럼 둥글게 굽이쳐 돌아가는 곡

선 안쪽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 아파트 부분 등을 퇴적사면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세는 지기(地氣)

가 모이고 물이 잔잔하여 좋은 집터를 이룬다. 부동산가치는 퇴적사면 〉궁수입구 〉반궁수입구 〉궁수

출구 순으로 비싼 것으로 주장하였다(천인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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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자 작성           출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그림 7] 사례분석과 백호영역(중심지) 토지가격 비교

3) 사신사(四神砂) 경쟁우위의 풍수입지

가설3.은 <표 5〉<그림 5, 6>과 같이 가설 2.와 관련한 분석결과로서, 공동주택가격은 영역

별 현무>청룡>주작 순이며, 토지가격은 주작>청룡>현무 순으로 비싼 값이다. 10년 상승률(주

택+토지)은 현무>청룡>주작 순이다. 

사신사의 풍수입지는 혈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 방향의 산을 말하며, 혈을 보호하고 

외부의 흉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사신사 가장자리 안의 넓은 부분을 네 방향으로 사신사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가설 1.의 검증과 마찬가지로 현무영역은 부동산가치에 긍정적이며, 

또한, 현무영역은 공동주택가격의 측면에서 가장 비싼 값을 보였다. 가설 2.의 검증에 비치어 

백호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월등한 입지우위를 보였다. 청룡영역은 주택가격 및 10년 상

승률의 관점에서 주작영역보다 우수하지만, 토지가격의 관점에서 현무영역보다 높았다. 그러

므로 10년 주택 및 토지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사신사 풍수입지는 현무>청룡영역이 더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이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 가능하였다.

4) 수(水)의 합수 및 좌향(坐向)의 득수(得水) 풍수입지

가설 4.는 현무 및 백호영역(궁수영역)과 청룡, 주작 및 비교사례(반궁수)와 비교함으로써 

내당수 및 좌향(坐向) 득수의 풍수입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표 5〉<그림 5, 6, 7>과 같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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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4.과 관련한 분석결과로서, 공동주택가격은 영역별 현무·백호가 청룡·주작·야탑보다 비싼 

값이며, 토지가격은 백호>주작>현무>야탑>청룡 순으로 비싼 값이다. 10년 상승률(주택+토지)

은 현무>청룡>야탑>주작 순이다. 

상술한 산세와 수세에 비추어, 분당중앙공원은 풍수적으로 주위의 산세가 감싸고 있고 내

당수가 중앙공원을 끼고 감싸 흐르는 형국으로 외당수인 탄천과 합수되어 현무 뒤로 사라지

는 수세를 갖추고 있어 풍수명당에 해당하는 길지에 속한다. 내당수는 탄천과 합수되어 현무 

및 백호영역 뒤로 사라지는 수세로 부동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 다

수의 결절점의 궁수영역, 내당수와 외당수의 합수영역(백호영역) 및 퇴적사면은 풍수에서 재

물이 쌓이는 풍수명당이라고 할 수 있다. 

현무 및 백호영역은 기타 사례분석 단지에 비하여 상 적으로 높은 값을 얻었다. 이는 내당

수와 외당수의 합수되고 또한 좌향(坐向)의 측면에서 동에서 서로 흘러 감싸는 방향의 득수(得

水)하는 지역이 바로 현무 및 백호영역이다. 그러므로 가설 4.의 풍수입지는 부동산가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 가능하였다.

4) 안산(案山)의 분당중앙공원 풍수입지

가설 5.는 안산(案山)의 풍수입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분당중앙공원의 근접성과 조망권의 

가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표 5〉<그림 5, 6, 7>과 

같이 가설 5.과 관련한 분석결과로서, 공동주택가격 및 10년 상승률(주택+토지)은 영역별 시

간이 지날수록 현무 및 청룡의 영역이 주작영역보다 더 많이 상승하였다. 공동주택가격은 영

역별 현무·청룡이 주작·야탑보다 비싼 값이며, 토지가격은 백호>주작>야탑>현무 순으로 비싼 

값이다. 10년 상승률(주택+토지)은 현무>청룡>야탑>주작 순이다.

분당중앙공원은 풍수에서 매지봉의 안산에 해당되며, 혈의 전면 혹은 옆면에 위치하여 책

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산을 말한다. 분당중앙공원은 모든 영역이 연접해 있으며, 현무 및 청

룡영역에서는 좋은 조망권이 확보되고 삶의 안정감을 주는 안 의 역할을 하며, 주작영역에

서는 현무역할을 한다. 분당중앙공원의 뒷매산은 현무영역에서 볼 때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현무, 백호 및 청룡영역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큰 정원을 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이 경

관이 수려하여 인기가 좋다. 또한, 뒷매산은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현무·청룡의 영역이 주작영역보다 상 적으로 비싸고 높은 상승률을 나타났다. 이는 분양

중앙공원의 연접성과 조망권의 양명한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

라 할 수 있으며, 분당중앙공원의 뒷매산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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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분당중앙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분당중앙공원이 사신형국의 

보국 내에 입지 했는지, 배산임수, 중심지, 사신사, 합수와 득수 및 안산 등의 풍수입지가 부

동산가치를 창조하는 명당요건을 충족하느냐에 관한 풍수적 평가와 해석 및 부동산가치에 관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용(龍)의 배산임수 

풍수입지는 부동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혈(穴)의 중심지 풍수입지는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신사의 경쟁우위 풍수입지는 부동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내당수 및 좌향 득수 풍수입지는 부동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다섯째, 안산(案山) 분당중앙공원 풍수입지는 부동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龍의 배산임수, 穴의 중심지, 사신사의 영역별 우위, 水의 합수와 좌향의 득수, 

공원의 안산의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산세와 수세의 풍수적 

해석은 물론 사례분석을 통하여 질적 및 양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최근 발표된 3

기 신도시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본 연구의 다섯 가지의 풍수입지가 반영된다면 도시경쟁

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섯 가지의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환경특성과 입지특성의 풍수입지를 검증하였

지만, 풍수입지 이외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 다중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실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3기 신도시 개발

에 즈음하여, 1기 신도시의 선도지역인 성남시 분당신도시를 상으로 풍수특성과 단지특성 

및 세 특성 등의 풍수입지가 부동산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택가격모형

(Hedonic Price Model)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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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 가계 출, 주택담보 출금리, 주가를 상으로 장·단기 동학적 

인과관계를 VECM(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택가격이 가계

출과 주가와는 정(+)의 관계, 주택담보 출금리와는 부(-)의 관계로 장기적 동태적 균형관

계를 유지하며 변동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상상태에서 이탈될 경우,  금리의 조정을 

통해 장기적 균형으로 복귀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수요 억제 수단인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할수록 주택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출억제 

수단인 LTV와 DTI 규제 강화로는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출금리 

조정도 병행할 때 실효성 있는 부동산 금융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주택가격, 가계 출, VECM, 그랜저 인과관계, 출규제

Ⅰ. 서  론

주택시장과 신용시장(가계 출)간의 순환적 연관성에 한 연구가 지난 수 십 년 넘게 진

행되어 왔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가계 출을 견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계 출이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것인지에 한 논의는 아직까지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적완화와 저금리 기조정책 영향

으로 주택가격과 가계 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주택가격1)은 2003년 10월 이후 

2020년 말까지 77% 증가한데 비해 가계 출2)은 동기간 269%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한

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가계 출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말 이후 한 해 동안 90

조원 넘게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계 출의 약 60%는 주택담보 출이고, 출의 90% 이

상이 변동금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늘어난 가계

출은 소득 비 가계부채비율을 높여서 가계의 채무부담능력을 약화시켜 가계부문의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주택은 거래단위 금액이 워낙 커서 금융

기관의 출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한 연구의 관심이 높다. 

1) KB 국민은행 발표 전국아파트매매가격지수
2) 한국은행 발표 예금취급기간의 가계 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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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과 가계 출이 상호의존적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 외여건 충격으로 한 변수의 변

동이 다른 변수의 변동을 유발하여 전이되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면 가계의 건

전성 저하, 경제활동 위축,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

한 정책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내수 활성화

와 경제의 자생적인 회복력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코로나 팬

데믹 위기가 완만히 극복되어가면서 주택가격과 가계 출간의 동태적 상호관계에 한 연구

의 필요성이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과 신용시장이 국민경제에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주택가

격과 가계 출간의 장기적 동태적인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문

적 연구의 규명은 물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가계 출은 주택가격과 장기적으로 정(+)의 관계에 있으며, 금리와는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 가계 출, 출금리 및 주가와의 동

태적 상호관계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주택가격은 가계 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므로  가계 출 규제수단인 LTV(주택담보인정비

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및 완화를 통한 가계 출의 억제 혹은 증 가 주택시장 안정

화에 한 효과적인 각각의 금융정책 수단이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즉 선행연구는 LTV 및 

DTI 규제강화를 주안점으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LTV 및 DTI 규제완화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효과적인 금융정책 수단이 되었는지 동시에 살펴 본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성이라 

하겠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III장에서는 

분석모형인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에 해 살펴보고, IV장에서는 분석모형에 의한 실증분

석결과를 제시하고, V장은 결론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주택가격 변동이 다른 변수들의 변동을 촉발하여 가계 출을 유발한다는 부의효과

(wealth effects)이론과 가계 출의 변동이 주택가격의 변동으로 전이된다는 자산가격결정모

형(asset pricing model) 등의 이론이 있다. 우선 부의효과 이론에 의한 가계 출 경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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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주택가치가 상승하면 주택 소유자들은 소비의 불연속이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

려는 과정에서 소비욕구가 늘어나 가계 출을 확 한다. 또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담보가치 

증 를 통하여 가계의 차입능력(collateral effects)이 강화되어 가계 출이 늘어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건설업자로 하여금 신규건설투자를 확 하게 할 수 있다. 

신규건설투자비보다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 Tobin q 효과가 높아져 주택건설에 따른 

수익성이 이전에 비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가계의 신규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 출 

증가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자산가격결정모형에 의한 가계 출 경로는 다음과 같다. 자산가

격결정모형에 따르면 풍부한 유동성 공급, 저금리 기조 지속 등의 요인으로 금융기관이 기업

보다는 상 적으로 안정하고 수익성이 높은 가계부문에 출을 확 하면 주택수요 증가로 이

어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비탄력적인 주택공급으로 인하여 주택수

요 증 는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2. 선행연구 고찰

주택가격과 가계 출을 비롯한 거시경제 변수간의 동태적 인과관계에 한 연구가 국내외

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Bernanke, Gertler and Gilchrist(1999)3)는 DNK(dynamic new 

keynesian) 모형으로 주택가격과 은행 출의 상호 인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실

물경제의 충격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을 유발하여 가계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은행 출의 축

소와 내수 수요 위축으로 실물경제 위축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financial accelerator 현상을 

제시하였다. Financial accelerator가 경기 사이클에 역동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Greef and Haas(2001)4)은 네들란드의 주택가격과 주택담보 출, 가처분 소득, 출이

자, 주가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가격과 주택담보 출은 양방향의 인과관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처분 소득, 출이자, 주가 등을 통제하여도 주택가격에 

은행 출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ofmann(2003)5)은 공적분 검정과 그랜저 

인과관계분석으로 미국을 비롯한 20개국의 시계열 자료와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가격과 

은행 출간의 장기균형관계를 분석하였다.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은행 출 증

3) Bernanke, B., Gertler, M. and S. Gilchrist, “The financial accelerator in a quantitative 

business framework, in: J. Tayor and M. Woodford(eds.)”, 「Handbook of Macroeconomics」, 

Vol. 1C, 1999, pp.1341~1393.
4) Greef, I, J, and R. T. A. Haas, “Housing Prices, Bank Lending, and Moneytary Policy”, 「De 

Nederlandsche Bank Research Series Supervision Paper」,Vol.31, 2001, pp.1~23.
5) Hofmann, B,, “Bank Lending and Property Prices : Some International Evidence”, 「The 

Hong Kong Institute for Monetary Research Working Paper 22」, 2003.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의 동태적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171 -

의 양방향으로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은행 출이 주택가격의 버블을 초

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Gerlach and Peng(2005)6)은 홍콩의 주택가격과 가

계 출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홍콩의 주택가격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

은 가계 출 증 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였다. 가계 출이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기보

다 주택가격이 가계 출 전이로 이어지는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주택가격을 증가시켜 왔다

는 점을 제시하였다.   Goodhart and Hofmann(2008)7)은 선진 17개국을 상으로 패널 

VAR 분석으로 주택가격, 실질GDP, 단기명목이자율, 광의통화량,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

여 이들 변수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가격과 통화량과 은행 출 간에는 인

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주택가격과 은행 출, 통화량 간에는 상호 인과관

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Kartashova and Tomlin(2011)8)은 캐나다를 상으로 주택

가격, 가계부채, 실질이자율, 학력, 나이, 소득그룹별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주택가격이 가계

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Leung and Ng(2018)9)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은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변수의 약한 변동성과 인과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하였

다. Agnello, Castro and Sousa(2020)10)는 생존분석모형(continuous-time duration 

mdel)으로 OECD 20개국을 상으로 1970년 1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주택담보 출

과 주택가격, 주가와의 동태적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부분의 국가에서 느슨한 주택담보 출

의 규제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순환고리 역할을 하지만 유가증권의 증가는 주택경기 

단기 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택경기의 붐과 침체(boom and bust)

는 가계 출의 특성에 달려 있지만 일반적인 현상인과는 불명확하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안

정화 시키는 수단으로 정교한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냈다. 유한수(2007)11)

는 지역간 주택매매가격 변동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 주택매매가격 변동

성이 부산 주택매매가격 변동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기본적 변동성 및 

6) Gerlach, S. and W. Peng, “Bank Lending and Property Price in Hong Kong”,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29, No.2, 2005, pp.461~481.
7) Goodhart, C. and B. Hofmann, “House prices, money, credit and the mecroeconomy”,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Series」, Vol.888, 2008, pp.1~45. 
8) Kartashova, K. and B. Tomlin, “House Prices, Consumption and the Role of Household 

Debt”, 「Preliminary Draff」, 2011, pp.1~31.
9) Leung, C.K.Y., and J.C.Y. Ng, “Macro aspects of housing. Federal Reserve Bank od Dallas, 

Globalization and Monetary Policy Institute Working Paper, No.340, 2018.
10) Agnello, L., Castro, V. and Sousa, R. M., “The Housing Cycle: What Role for Mortgage 

Market Development and Housing Finance?”,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 

Economics 」, Vol.61, 2020, pp.607~670.
11) 유한수, “KOSPI 변동성과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성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7권 제4호,  한국경

영컨설팅학회, 2007, pp.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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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변동성 모두 높은 관계성을 유지한다고 분석하였다. 김호철·최창규(2008)12)는 그랜즈 

인과분석 및 공적분 검정 방법으로  2000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아파트가격지수를 이

용하여 강남지역과 서울의 여타지역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남재건축 지역

의 아파트가격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항상 유발하지는 않지만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

파트 가격 상승은 여타지역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전수민·이기성(2013)13)은 주택

가격으로 전국, 강남, 강북지역 아파트가격지수, 주택담보 출금리를 내생변수, 주택담보 출

금리, 통화량, 주가지수, 출 규제 DTI와 LTV를 더미변수로 선정하여 주택가격과 주택담보

출간의 관계를 VECM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가격과 주택담보 출간에 장기적으로 

정(+)의관계를 보였고, 전국은 DTI와 LTV 출규제 강화가 각각 부(-)와 정(+)의 반응를 보

였고, 강남과 강북은 모두 부(-) 효과를 보였다. 반면 2005년 6월 LTV 규제 강화는 주택가격

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동환(2015)14)은 VECM 모형으로 주택매매, 전세가격과 

거시경제 변수간의 동태적 인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산분해 결과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의 변

동성은 거시경제 변수의 충격보다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자체의 충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고 분석하였다. 임진(2016)15)은 주택가격과 주택담보 출간의 상호관계성을 VECM으로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가격과 주택담보 출은 장기적으로 양방향으로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주택담보 출시장의 여건변화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주택시장의 변화가 

주택담보 출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Ⅲ. 분석모형

 본 장에서는 주택가격, 가계 출, 금리, 주가를 상으로 이들 변수간의 장기적인 균형관

계 및 역동성 분석방법에 한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소개한다. VECM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인과관계 검정, 그리고 VECM을 추정한 후 충격반응함수를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12) 김호철.최창규, “수도권 재건축아파트와 일반아파트 가격간의 인과성 및 지역 파급   효과에 한 실

증적 분석 : 강남 지역의 가격 이전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0권 제1호, 한국지

역개발학회, 2008, pp.39~57.
13) 전수민·이기성, “주택가격과 가계 출간의 동태적 상관성 분석”, 「유라시아연구」, 제10권 제3호, (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3, pp.1~27.
14) 김동환, “VECM 모형을 아용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변수 관계 분석”, 「 한부동산학회지」, 제41호, 

한부동산학회, 2015, pp.179~205.
15) 임진, “주택가격과 주택담보 출 간 상호관계분석”, 「금융포커스」, 제25권 14호, 2016,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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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근 검정 

 우선, 일반적으로 시계열 자료에 단위근이 존재하면 변수들 간에 아무른 상관관계가 없

는데도 불구하고 외견상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성적 회귀(spurious regression)현

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전통적인 회귀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

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단위근 검정이라 한다. 

ADF 검정은 다음과 같은 회귀 식에서   인가를 검정하는 것이다. 즉,   이라는 단

위근 검정의 귀무가설은     이 된다. 

∆          ∆    ⋯ ∆     (1)

식 (1)이 통계적으로 채택되면 는 단위근을 가지며 를 비정상시계열(non-stationary 

series)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라는 귀무가설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기각되면 는 

정상시계열(stationary series)이라 한다. 단위근 검정 결과 시계열이 1차 차분 적분변수 I(1)

이면 차분을 통해 안정된 시계열로 전환해야 하나, 차분을 하게 되면 원시계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계열 변수들 간에 장기적인 선형결합이 존재한다면 

수준변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2. 공적분 검정 

공적분 검정은 일반적으로 요한슨 공적분 검정(Johanson’s cointegration test)을 많이 

사용한다. 공적분 검정은 변수들 간에 안정적 선형결합 함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일반화된 모형에 한 검정은 식 (2)와 같다.

 ∆          
  



∆                           (2)

식 (2)에서 귀무가설은          이며,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공적분 관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개별 변수들이 단위근을 갖고 있더라도 변수들 간에 안정적

인 선형결합이 존재하다면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여 장기균형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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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공적분 검정 결과 변수들 간에 공적분이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VECM을 이용하여 변수

들 간에 장기균형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내생변수로 주택가격( ), 가계 출( ), 주택담

보 출금리( ), 주가( ),  공변량 벡터(LTV와 DTI 더미변수)가 각 1차 차분 적분변수 

I(1)이고, 공적분관계가 존재한다면 VECM은 다음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여기서, 는 상수항, 은 조정계수로 변수들이 장기균형관계로부터 이탈하였을 경우 장

기균형관계로 회귀해나가는 조정속도를 나타낸다.   ≺ 일때, 는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다. 변수들이 언제나 균형상태를 가진다면,  오차수정항(  ) 값은 모두 0이 된다. 는 공

적분 검정 차수,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이처럼 VECM은 일시적으로 무작위적 외부충격에 

의하여 변수들 간에 괴리가 발생하였을 지라도 장기균형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이다. 

4. 인과관계 검정 

 두 변수 와   사이의 인관관계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와 를 각각 상수항과 

      ⋯    및       ⋯   에 해 회귀분석을 하여 와 의 인과관

계를 판단한다. 이를 주택가격( )과 가계 출(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기 위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5)

식 (4)는 현재의 주택가격( )은  과거의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계 출

(  )까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식 (5)에서 가계 출( )은 과거의 가계 출

(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주택가격(  )까지 관련되어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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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계 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가계 출( )이 주택가격( )에 영향을 미

치는지, 주택가격( )과 가계 출( ) 상호 영향을 주는 feed back 관계에 있는지, 혹은 

아무른 관계가 없는지를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네 변수간에 회귀분석을 하여 이러한 과정으

로 변수 간에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Ⅳ. 실증분석결과

1. 자료 및 기초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KB 국민은행이 매월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국아파트가격지수를 

주택가격( )자료로 사용하였고, 가계 출( )과 주택담보 출금리( )는 한국은행이 조

사 발표하는 자료이며, 주가( )는 한국증권거래소가 발표하는 종합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사용기간은 가계 출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2003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주택

담보 출금리를 제외한 계절 조정된 월별 명목 시계열 자료에 자연로그를 취한 데이터

(N=207)를 사용하였다.16)  <표 1>은 주택가격, 가계 출, 주택담보 출금리, 주가 및 출 

규제 더미변수(D1: LTV 및 DTI 강화, D2: LTV  및 DTI 완화)의 기초 통계량이며, <그림1>

은 분석 상 변수들의 추이이다. 

 

lhj llh rm lko D1 D2

평균 값 4.418 13.358 4.466 4.355 0.019 0.014

최  값 4.692 13.975 7.58 4.869 1 1

최소 값 4.111 12.666 2.39 3.507 0 0

표준편차 0.158 0.365 1.371 0.298 0.137 0.119

<표 1> 변수의 기초 통계량

 

<그림1>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국 아파트가격의 경우 2004년 말 비 2005년 말 6%수준

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 이후 2013년

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2020년 한해 동안 

10%를 상회하는  순환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 가계 출은 2003년 초 317조원 수준이던 것

16) 한국은행에서 월별 가계 출액 자료가 공시된 시점이 2003년 10월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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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년 말 1174조원으로 3.7배나 증가하였다. 주목할 

것은 2020년 한 해 동안 91조원이나 가계 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주택담보 출금리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10월 7.58% 정점을 보인 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4% 내외를 유지해오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 수준을 유지하는 저금리 기조

가 유지되고 있다. 주가는 2003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등락의 반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주택가격, 가계대출, CD금리 및 주가 추세

2. 단위근 검정

시계열 분석은 안정성(stationary)을 기본 전제로 한다. 한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해 회귀

분석 하는 경우, 두 변수 사이에 아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의성이 높은 회귀식이 추정

되는 가성적회귀(spurious regression)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변수의 안정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정과 PP(Phillips-Perron)검정으로 상수

항 포함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17)18) 검정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모든 수준변수는 I(1) 

17) Dickey, D. and W. A. Fuller, “Distribution of Estimates for Autoregressive Time Series 

with a Unit Root,”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74, 1979, 

pp.42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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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이고 1차 차분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ADF PP

수준변수 차분변수 수준변수 차분변수

lhj -0.475  -4.944*** -0.710  -4.774***

llh -0.520  -7.104*** -1.749  -10.247***

rm -0.999  -9.217*** -0.731 -7.794***

lko -2.078  -13.900*** -2.113  -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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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단위근 검정 결과

3. 공적분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계열들은 단위근이 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1차 차분한 시계열

로 전환한 후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으로 적정시차를 설정하였다. 적정시차는 최 시차를 

5로 설정한 후 각 차수별로 아카이케(AIC)와 쉬워츠 기준(SC) 최소 시차 2로 정하였다. 내생

변수 간에 공적분 존재를 추정하기 위해 주택가격, 가계 출액, 출금리, 주가를 상으로 

요한슨 공적분(Johansen Cointegration) 계수(rank) 검정을 수행했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이들 변수에는 통계적으로 적어도 1개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검정 제약별로 보더라도 상수항과 추세가 모두 없는 경우와 상수항과 추세가 포함

된 경우 각각 공적분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상변수
　 Trace  statistics 　

검정제약
r=0 r≤1 r≤2 r≤3

lhj, llh 95.757* 32.142* 7.074 0.213 없음

rm, lko 50.082* 21.938 5.079 1.258 상수항

주) **, * : 5%, 10% 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표 3> 요한슨 공적분 계수(rank) 검정 결과

18) Phillips, P. C. and P. Perron, Testing for a Unit Root in Time Series  Regression, 

「Biometrica」,  Vol.75, 1988, pp.3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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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Null  Hypothesis　
1차 2차 3차 4차 5차

F값 F값 F값 F값 F값

 dllh ≠> dlhj 0.699 0.521  0.366  0.390  0.347  

 dlhj ≠> dllh 6.549 3.711 2.063 1.662 1.297 

 drm ≠> dlhj 3.050 1.279 1.429 0.850 0.780 

 dlhj ≠> drm 12.660 7.844 5.517 4.317 3.855 

dlko ≠> dlhj 10.211 4.352 4.266 3.191 3.033 

dlhj ≠> dlko 1.210 0.759 0.483 1.060 0.889 

drm ≠> dllh 1.210 1.924 1.302 0.746 0.659 

dllh ≠> drm 13.396 7.198 4.932 3.578 3.069 

dlko ≠> dllh 0.051 0.130 3.056 2.260 1.826 

dllh ≠> dlko 0.645 0.631 0.451 0.420 0.505 

dlko ≠> drm 3.409 3.101 8.812 6.742 6.880 

drm ≠> dlko 0.051 0.616 0.927 0.942 0.728 

<표 4>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결과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은 어떤 한 변수의 과거 값이 다른 변수의 현재 값을 얼마나 잘 설명

할 수 있는지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예측변수인지 살

펴보는데 유용한 검정이며, 변수들이 안정적이어야 하기에 1차 차분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표 4>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주택가격은 가계 출에 시차 1,2,3에서 

인관관계가 있으나 가계 출은 주택가격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가격은 금리에 1,2,3,4,5에서 인관관계가 있으나 금리는 주택가격에 시차1에서 인과관계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주가에 인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주가는 주택가격에 시차 1,2,3,4,5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가계 출에 시차 2에서 인과관계가 있고 가계 출은 금리에 시차 1,2,3,4,5에 인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는 가계 출에 시차 3,4,5에서 인과관계가 있으나 가계 출은 주가

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는 금리에 시차 1,2,3,4,5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리는 주가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가계 출에 일방향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주택가격과 가계 출에 양방향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는 주택가격, 가계 출 및 금리에 일방향 영향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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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그랜저 인과관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의 배열 순서를 주택가격, 가계 출, 

금리, 주가 순으로 정하였다. 

5. VECM 추정결과

<표 5>는 VECM 추정결과 이며,  추정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가계 출, 금리, 주가와 

아주 긴 한 장기 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가계 출, 주가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0.1632, 0.2995)를, 금리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

(-0.0184)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수민·이기성(2013), 임진(2016)의 연구와 유

사하며, 주택가격이 가계 출과는 략 5분의 1, 주가와는 략 3분의 1 비율로 같은 방향으

로 변동하며 장기적으로 움직여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금리와는 반 방향으로 

변동하며 움직여 왔는데, 금리가 1%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1.8%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는 주택시장이 장기 균형수준에서 이탈하여 균형으로 복귀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됨

을 의미한다. 오차수정항의 주택가격과 가계 출, 금리, 주가에 한 조정계수를 살펴보면 주

가를 제외한 계수의 부호가 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임

을 알 수 있다. 즉, 오차수정항의 계수가 부(-)의 값을 가지므로 각각의 변수가 장기 수준보다 

커지면(작아지면) 다음 기에는 작아지는(커지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균형의 힘이 작용하지만 

주가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의 계수가 0.855로 다른 계수들보다 월

등히 큰 값으로 추정되어 장기 균형으로부터 이탈이 발생할 경우 금리를 통해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주택가격 방정식 추정결과에서 단기적으로 가계 출과 주가 변동은 주택가격에 아

무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금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주

택담보 출규제 강화 변수인 d1는 1% 유의수준에서 정(+)의 부호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지역의 주택시장을 규제하면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적 풍선

효과와는 달리 시간적 풍선효과 현상으로 추정된다. 특정시점에 출을 규제하면 일정한 시

간경과 시 확장적  출 수요 고리로 주택 수요가 주택가격을 견인하게 된다. 따라서 LTV와 

DTI 규제 강화가 가계 출을 억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는데 효과적인 금융정책 수단

으로 작용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수민·이기성(2013)의 연구에서 강남지역의 2005

년 LTV 강화가 주택가격 상승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다.  또한 LTV와 DTI 규제 완화 변

수인 d2는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워 출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

도 주택수요로 탄력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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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출 방정식 추정결과에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은 가계 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지만 주택가격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

지만 주택담보 출규제 변수인 LTV와 DTI 규제 강화(d1) 및 완화(d2) 변수는 아무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금리 방정식 추정결과에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가격과 가계 출은 상당히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 출규제 변수인 LTV와 DTI 규제 강화(d1) 및 완화(d2) 변수

는 아무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방정식 추정결과에서 단기적으로 주

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 ∆rm ∆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0.021*** -3.563 -0.012 -1.390 -0.855*** -3.591 0.168 1.472

∆   0.756*** 10.863 0.260*** 2.590 -0.622 -0.227 -1.828 -1.391 

∆   -0.074 -1.039 -0.115 -1.127 5.374*** 1.934 1.122 0.839 

∆   0.041 0.810 0.257*** 3.571 3.852*** 1.961 1.170 1.238 

∆   0.017 0.323 0.070 0.944 2.550 1.267 -0.737 -0.761 

∆   -0.003*** -1.738 -0.006*** -2.415 0.494*** 7.231 0.025 0.769 

∆   0.001 0.732 0.003 1.296 -0.238*** -3.662 -0.031 -0.989 

∆   0.006 1.424 -0.006 -0.971 0.124 0.754 0.082 1.040 

∆   -0.006 -1.453 -0.006 -1.072 0.057 0.348 0.071 0.910 

C 0.000 0.996 0.004 6.413 -0.068 -4.087 0.003 0.425 

∆ 0.008*** 4.588 0.001 0.279 -0.017 -0.256 0.043 1.360 

∆ 0.001 0.780 -0.002 -1.019 0.038 0.582 0.032 1.017 

Error 
correction

  
   

  
  

  

  

Goodness 
of fit

LL : 2245.1,   AIC : -21.501,  SC : -20.655

주) 1. ***, **, * :  각각 1%, 5%, 10% 수주에서 유의    2. ( )은 t 값임.  

<표 5> VECM 추정 결과

6. 충격반응함수분석 결과

충격반응함수는 한 내생변수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다른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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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으로 주택가격과 가계 출 등의 동태적 상관관계를 VECM을 통해 <그림 2>와 같

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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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충격반응분석 결과

충격의 크기는 1표준편차(one standard deviation)이다. 주택가격의 충격은 4개월 후까

지 자체충격에 의해 크게 나타난 이후 일정한 패턴을 보이다 점차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

으며, 가계 출을 3개월 후까지 증가시킨 후 완만히 하락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Hofmann(2003), Gerlach and Peng(2005), 임진(2016)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주택가

격 상승충격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차입능력(collateral effects)을 높여 가계 출 증가효과

(leverage effects)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계 출의 상승충격은 1개월 후부

터 주택가격을 완만히 증가시키는 효과로 나타나 가계 출의 증가가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가격의 충격은 가계 출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

출 금리를 5개월 후까지 증가시키다가 하락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담보 출금리 

상승은 역 레버리지 효과로 (reverse leverage effects)가계 출을 1개월 후부터 하락시켜 

주택가격을 서서히 하락시키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가의 충격은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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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가격의 충격은 주가 상승에 별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가 상승으로 얻어진 자본이득을 안전한 자산인 주택으로 전

환하려는 주택수요 증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로써 주택가격은 주택가격 자체 충격에 의해 큰 

폭의 상승을 지속하면서 담보가치를 높여 가계 출을 증가시키는 순환 고리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가계 출 수요 증가는 주택담보 출금리를 상승시키고  주택담보 출금리 상승은 

주택가격을 하락시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추 역할로 작

용함을 시사한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시장 자체 안정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주택담보 출금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동산 금융정책 수단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 가계 출, 주택담보 출금리, 주가를 상으로 장·단기 동학적 

인과관계를 VECM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들 변수들은 장기적으로 동태적 균형관계를 유지

하면서 변동해왔다. 또한  단기적으로 출규제에 관한 규제수단인 LTV 및 DTI를 더미변수

로 사용하여 출규제 금융정책의 실효성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주택가격은 가계 출, 주가와는 장기적으로 정(+)의 상관관계((0.1632, 0.2995)를 

보였고, 주택담보 출금리와는 장기적으로 부(-)의 상관관계(-0.0184)로 동태적 선형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주택가격이 가계 출과는 략 5분의1, 주가와는 략 3분의 1 비율로 장기

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해 왔다는 것이고,  반면 주택가격은 주택담보 출금리와 역의 

관계로 변동해 왔는데 금리가 1%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1.8%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가격은 자체 충격에 의해 큰 폭의 상승을 지속하면 담보가치를 높여 가계 출을 증가

(leverage effects)시키는 순환 고리로 작용하여  주택담보 출금리를 상승시키고  주택담보

출금리 상승은 주택가격을 하락(reverse leverage effects)시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과 금

융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추 역할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

키는데 긴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둘째, 오차수정항의 계수가 부(-)의 값을 가지므로 각각

의 변수가 장기 수준보다 커지면(작아지면) 다음 기에는 작아지는(커지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정상상태로 복귀하려는 균형의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의 오차수정항의 계수가 

0.855로 다른 변수들보다 월등히 커서 주택가격이 장기균형으로부터 이탈될 경우 금리의 하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의 동태적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183 -

락을 통해 균형으로 복귀해 감을 알 수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 가계 출과 주가 변동은 주택

가격에 아무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금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주택담보 출규제 강화 변수인 d1는 1% 유의수준에서 정(+)의 부호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지역의 주택시장을 규제하면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적 

풍선효과와는 달리 시간적 풍선효과 현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LTV와 DTI 규제 강화가 가

계 출을 억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는데 효과적인 금융정책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했

음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전수민·이기성(2013)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나 일반적인 

LTV와 DTI 규제 강화효과와 상이함을 시사한다.  또한 LTV와 DTI 규제 완화 변수인 d2는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하

강 국면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워 출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주택

수요로 탄력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계 출이 늘어나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이되는  과정과는 

다르게 주택가격 상승이 담보가치를 높여 가계 출을 유도하고(collateral effect), 증가된 가

계 출금이 주택수요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상호 증폭되면서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거시경제 안정화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이 지나

치게 오래 지속될 경우  주택가격과 가계 출 상승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

점에서 출금리 조정의 폭 및 시기 등의 적절한 운용이 유용한 부동산금융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주택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가계 출을 억제하고자 출규제 수단인  LTV와 

DTI 규제 정책은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어 주택시장이 불안정 할 때는 출규제 수단인 LTV와 

DTI 규제 강화보다는 주택시장의 수급 동향과 미시적인 측면에서 가계 출의 변동 형태를 면

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적기에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출억제 수단인 LTV와 DTI 규제 강화로는  주택가

격을 안정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출금리 조정도 병행할 때 실효성 있는 부동산 금융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상이나 시점에 따라 상이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바, 연구의 강

건성을 얻기 위해서는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 다양한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한 정교한 분석과 

시차를 달리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9券 第2號(通卷 第60號)

- 184 -

<참고문헌>

∙ 김동환, “VECM 모형을 아용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변수 관계 분석”, 「 한부동산학회지」, 

제41호, 한부동산학회, 2015.

∙ 김호철.최창규, “수도권 재건축아파트와 일반아파트 가격간의 인과성 및 지역 파급효과에 

한 실증적 분석 : 강남 지역의 가격 이전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0

권 제1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08.

∙ 유한수, “KOSPI 변동성과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성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7권 제4

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7.

∙ 임진, “주택가격과 주택담보 출 간 상호관계분석”, 「금융포커스」, 제25권 14호, 2016.

∙ 전수민·이기성, “주택가격과 가계 출간의 동태적 상관성 분석-유럽 및 국내 선행연구와의 

비교”, 「유라시아연구」, 제10권 제3호, (사)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3.

∙ Agnello, L., Castro, V. and Sousa, R. M., “The Housing Cycle: What Role for 

Mortgage Market Development and Housing Finance?”,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 Economics」, Vol.61, 2020.

∙ Bernanke, B., Gertler, M. and S. Gilchrist, “The financial accelerator in a 

quantitative business framework, in: J. Tayor and M. Woodford(eds.)”, 

「Handbook of Macroeconomics」, Vol. 1C, 1999.

∙ Dickey, D. and W. A. Fuller, “Distribution of Estimates for Autoregressive Time 

Series with a Unit Root”,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74, 1979.

∙ Gerlach, S. and W. Peng, “Bank Lending and Property Price in Hong Kong”,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29 No.2, 2005.

∙ Goodhart, C. and B. Hofmann, “House prices, money, credit and the 

mecroeconomy”,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Series」, Vol.888, 

2008. 

∙ Greef, I, J, and R. T. A. Haas, “Housing Prices, Bank Lending, and Moneytary 

Policy”, 「De Nederlandsche Bank Research Series Supervision Paper」, Vol.31, 2001. 

∙ Hofmann, B,, “Bank Lending and Property Prices : Some International 

Evidence”, The Hong Kong Institute for Monetary Research Working Paper 22, 

2003.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의 동태적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185 -

∙  Phillips, P. C. and P. Perron, Testing for a Unit Root in Time Series  

Regression, 「Biometrica」,  Vol.75, 1988.  

∙ Leung, C.K.Y., and J.C.Y. Ng, “Macro aspects of housing. Federal Reserve Bank 

od Dallas, Globalization and Monetary Policy Institute Working Paper, No.340, 

2018.

∙ Kartashova, K. and B. Tomlin, “House Prices, Consumption and the Role of 

Household Debt”, Preliminary Draff, 2011.

<투고(접수)일자 2021.06.13.  심사(수정)일자 2021.06.24.  게재확정일자 2021.06.27.>





- 187 -

19)

목  차

Ⅰ. 서론
Ⅱ. 일반적 고찰 및 선행연구 고찰

1. 경제자유구역법의 지정취지 및 진행현황
2. 민간투자법의 제정 취지 및 진행 현황

Ⅲ. 사례분석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민간투자 사업 사례
2.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한 문화 복합시설 및 

관광 관련사업 추진 사례

Ⅳ.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 비교분석
1. 상사업 범위에 한 유사성과 차이점
2.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수익사업’과 민간투자법상

‘부 사업’의 비교
3. 타당성 평가 및 사업자지정에 한 절차적

규정의 유사성과 차이점
4.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 철학적 

동질성에 하여
Ⅴ. 결론 및 시사점

ABSTRACT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exist that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PPP Law) governs entire nation’s 
PPP activities on public infrastructure on the other hand, Free Economic Zone Law(FEZ Law) governs PPP 
activities on FEZ designated area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However; both laws share same  
fundamental belief that the amount of public benefit which created by private investment with its 
creativity and efficiency can be well exceeded when it is done by public sector. This research explores 
possibility of mutual complement of FEZ Law and PPP Law by examine each laws development cases. 
After reviewing both cases this research suggest six implications. First, the infrastructure PPP Law define 
need to be expanded. Second, ‘supplementary project’ in PPP Law need to be utilized more pro-actively 
as FEZ law does. Third, FEZ need to work on its feasibility study referencing how PPP Law suggests. 
Fourth, FEZ need to diversify its PPP process by referencing PPP Law such as adapting 3rd person 
proposal announcement. Fifth, FEZ experience on adapting techniques from financial industry and 
realestate development industry to enforce PPP developer to do what it promise to do need to be more 
studied and developed in PPP related government authorities. Sixth, government authorities which has 
responsible to managing PPP projects need to be more corporative, well communicated, with PPP private 
developers and have more positive & hopeful attitude towards to them. 

Keywords : Free Economic Zone Law,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vestment Recruitment, PPP project, Public-Private Partnership

* 정회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담당 사무관. 경희 학교 일반 학원 호텔경영학과 박사수료 

(nick.kim.victory@gmail.com, 주저자)

사례분석을 통한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 
상호 보완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성수*

An exploratory study on possibility: mutual complement 
of Free Economic Zone Law & Public-Private 

Partnerships Law by case analysis
Kim, Sung Soo

https://doi.org/10.37407/kres.2021.39.2.187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9券 第2號(通卷 第60號)

- 188 -

【국문요약】

민간투자법은 국가전체의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

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한정된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를 동반한 민간투자의 방

식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공공의 영역

으로 확장시킬 때 보다 높은 공익적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는 기본 철학과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들과 민간투자법으로 진행되

었던 사례들을 비교함을 통하여 상호 보완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

된 시사점은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기반

시설의 상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민간투자법에서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부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을 활성화 해야 한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절차는 민간투자법을 참고하여 타당

성 검토 기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절차에 있어서 민간투

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3자공모 방식 등 민간투자법의 절차를 참고 활용하여야 한다. 다

섯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사업자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금융기법과 개발사

업의 기법은 민간투자영역에서도 참고 및 활용 발전 되어야 한다. 여섯째, 민간투자사업을 진

행하는 정부 주체가 개발사업주체와 보다 협력적이고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경제자유구역법, 민간투자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민간투자사업, 

민관협동(PPP) 

Ⅰ. 서  론

1994년 8월 3일 최초로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의 제

정 취지를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

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간자본유치의 절차와 방법, 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 및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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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개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 한다.”(동법 제1

조)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

법)은 그 제정 이유에 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속히 조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자유구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경제자유구역법의 경영활동 지원의 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10%가 외국인 직접투자일 것을 규정(동법 시행령 제2조 ②항 1) 하고 있어 나머지 90%는 민

간투자로 보아야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부분 역시 광의로 민간투자의 일종이다. 따라서, 경제

자유구역법 역시 외국인의 투자를 동반한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동북

아 중심 외국인 친화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제정 취지에서 유사성이 찾아지는 두 법률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유치로 진

행되어온 사업들과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진행되어온 사업들의 실례를 살펴보면 추진 동기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공유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해당 사업이 가져오는 공익의 크기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는 타당성 검토의 문제, 수익을 동반하는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이 형평

의 잣 에서 적절한지의 문제, 민간의 창의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온 최초 제안자의 

기여는 공모상황에서 어떻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의 문제, 사업자가 약속한 공익적 시설의 

건설 혹은 운영을 어떻게 이행을 강제해야 하며 사업진행 도중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어떻

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들이 그러하다.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에 유사성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둘

을 법률적으로 비교하거나 사례를 비교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

자유구역에서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진행한 사례들과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진행한 사업 중 

복합문화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행한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밝히고 

두 제도가 상호 보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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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적 고찰과 선행연구 고찰

1. 경제자유구역법의 지정취지 및 진행현황

2003년 7월 1일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고 그 해 8월 송도의 매립지를 상

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 된다1). 이후 동아매립지가 청라지구로 영종도의 미단시티, 영

종하늘도시, 인천국제공항 등의 지역이 영종지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확장 편입되어 현재 

송도, 영종, 청라 국제도시를 아우르는 123.65㎢에 이르는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된다2). 이

후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에 규모 항만과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전국

의 지자체들의 요구에 의해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등이 추가

로 지정되면서3) 현재는 전국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4).

경제자유구역법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에 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

9조의 7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②항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의 유치 등 통령령(시행령 

제11조의 4,경제자유구역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지정

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을 통하여 경제자유구

역의 상이 되는 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진행시 토지매각 방식의 원칙을 알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민간투자 상이 되는 사업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외

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그 밖에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자

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매우 폭넓게 열려있다.(<표 3> 민간투

자 상사업에 한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 법령에서 언급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고

시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본계획에서 

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② 4차산업 선도기지, ③ 글로벌 교육도시, ④ 문화·레저허브, 

⑤ 스마트시티 등 5  목표를 선언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을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전략임을 밝히고 있다5).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2021년 6월 21일 방문.
2) 앞의 홈페이지, 2021년 6월 21일 방문.
3) 허동훈,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 인천: 도서출판 다인아트, 2019, pp.19~23.
4)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http://www.fez.go.kr), 2021년 6월 21일 방문.
5)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1호, 산업통상자원

부, 2018,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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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

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관리에 있어

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2. 민간투자법의 제정 취지 및 진행 현황

우리나라는 1994년 8월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

교, 환경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

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한다는 취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

여 민간투자방식이 도입되었다7). 이후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하여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뿐만 아니라 임 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도 도입하

여 민간투자사업에 한 참여의 폭을 넓히고 이와 관련한 사업의 검토, 타당성의 분석, 사업

계획의 평가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

구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8).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BTO (Build- 

Transfer-Operate), BTL (Build-Transfer-Lease), BOT (Build-Operate-Transfer), 

BOO (Build-Own-Operate), BLT (Build-Lease-Transer) 방식 혹은 이것의 혼합이나 결

합하는 방식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 KDI 공공투자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민간투자사업

으로 시행된 총사업의 수는 753건이며, 총 투자액은 121조7천2백여원이다10). 이 중 교육·환

경·국방·도로(주차장,휴게소 포함)가 총 633건으로 8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한편 2019년 5월 7일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

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전문기관 등도 민간제안사업에 한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2천억 이하의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KDI 공공투자센터의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재

부가 지정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평가만으로 사업 추진을 가능도록 하여 민간투자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1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4. 1.], 개정이유, 2021년 6월 21일 방문.
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projects｣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 2021, p.2.
8) 앞의 보고서, p.2.
9) 앞의 보고서, pp.6~9.
10)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9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pp.104~105.
11) 앞의 보고서,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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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간투자법의 2020년 10월 1일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포괄

적으로 정의하되, 민간투자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상시설

의 적정성에 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추가” 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안에

서의 민간투자의 활성화하려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Ⅲ. 사례분석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민간투자사업 사례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 7을 활용하여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사업권 및 토지가 감액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목적사

업의 달성을 위하여 환매특약 등의 강행규정을 두고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왔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허동훈은 ‘연동형 개발’이라 이름 하였다14). 

예를 들어 송도의 1·4공구의 민간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사업으로 공동주택(22개필지), 주

상복합(5개필지), 상업시설(커넬워크)를 개발 수익하고 있고, 그 수익금으로 현재까지 동북아

무역타워(68층), 센트럴파크, 업무시설(부영송도타워, IBS타워, 센트로드), 아트센터 인천, 컨

벤시아 1단계, 인천포스코 고등학교, 명선초등학교,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 채드윅국제학교, 

G-타워, 국립세계 문자박물관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였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연세 학교 

및 세브란스병원)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3개필지), 주상복합(5개필지), 상업시설(1개필지)의 

개발 수익으로 연세 학교 국제학술 연구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 연세 학교 송도국제캠퍼스

를 유치하고 송도 세브란스병원 조성사업을 재정 지원하고 있다15).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경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수익을 통하여 외국 학유치를 위한 글로벌캠퍼스조성 건설비를 민간투

자방식으로 조달하여 현재 Stony Brook,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를 포함한 

SUNY(한국뉴욕주립 ), George Mason Korea, Ghent Global Campus, Utah Asia 

Campus가 입주하였으며, 현재 약 3천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다.

12) 김기수,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의 역할과 과제”, ｢경남발전｣ 제147권, 경남연구원, 2019, p.144.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 개정이유[시

행 2020. 10. 1.]), 2021년 6월 21일 방문.
14) 허동훈,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 인천: 도서출판 다인아트, 2019, p.45.
15)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2021년 6월 21일 방문.



사례분석을 통한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 상호 보완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193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집적화사업 역시 큰 범주에서

는 정부가 수익권을 주고 공공적인 시설을 유치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속한다고 하겠다16). 일

본의 세가사미와 한국의 파라다이스 그룹이 공동 출자한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리조트는 

2017년 개장을 하여 운영 중 이며, 미국의 시저스엔터테인먼트와 중국의 R&F 프로퍼티스가 

공동 출자한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는 현재 공정률 28%로 건축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다17). 

인천공항 IBC-Ⅲ 지역에 입주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미국 커네티컷의 모히건썬 복합리

조트를 운영하는 모히건 게이밍 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한 회사로 2016년 문체부 복합리조트 

사업자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공정률 11.8% 진행 중인 사업이다18).

이 밖에도 청라지구에서 진행 중인 청라 영상·문화 제작단지 조성사업,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영종 IFUS Hill 조성사업,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사업 등 인천경제자

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동반한 혹은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민간의 영역에서 참여하는 

구조로 도시조성 개발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주요 연동형 민간

투자사업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표 1> 인천경제자유구

역 연동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16) 김성수·서원석, “복합리조트형 카지노의 개념 정립을 위한 새로운 정의 도출”, ｢관광연구｣, 제36권 

제2호, 한국관광연구학회, 2021, pp.88~89.
17)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 복합리조트 추진전략 및 투자유치 성공 사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9, pp.9~10. 
18) 앞의 보고서, p.11. 

사업시행자 목적사업 수익사업

송도국제
도시개발
유한회사
(NSIC)

포스코타워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

채드윅국제학교
컨벤시아 1단계

센트럴파크
인천포스코 고등학교

명선초등학교
아트센터 인천

국립세계 문자박물관(일부 국비)
업무시설-부영송도타워

업무시설-IBS타워
업무시설-센트로드

공동주택(22개필지)
주상복합(5개필지)
상업시설-커낼워크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연세 학교)

<국제학술 연구 클러스터 단지 조성>
연세 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기숙사 포함)

세브란스병원 재정 지원

<1단계>
공동주택(3개필지)
주상복합(1개필지)
상업시설(1개동)

인천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캠퍼스 단지조성>
한국뉴욕주립  강의동, 한국조지메이슨  강의동

겐트 학교 강의동, 유타 학교 강의동
예술 학 강의동, 멀티컴플랙스빌딩, 강당, 학생식당,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교수아파트, 중앙도서관 등

주상복합(1개필지)
※ 국비·시비 지원

<표 1> 인천경제자유구역 연동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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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한 문화 복합시설 및 관광 관련 사업 추진 사례

본 연구의 목적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과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을 비교함을 통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이므로,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

투자사업 사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민간투자사업 방식과 유사하여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도로, 교육, 환경, 국방, 공항, 항만, 철도, 정보

통신을 제외한 문화복합시설 및 관광과 관련된 사례 중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보고

서 및 제3자 제안공모 공고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민간투자법을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은 크게 “정부고시형 사업”과 “민간제안형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해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며, 이와 다르게 민간제안사업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지 않았던 사회기반시설에 한 개발 계

획과 아이디어를 주무관청에 접수함으로서 시작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제안 계획의 

타당성에 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혹은 기재부가 지정한 타당성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치고 

19)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2021년 6월 21일 방문.

사업시행자 목적사업 수익사업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리조트

 특급호텔(711실), 컨벤션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부티크호텔
 (58실), 예술전시공간, 플라자, 스파 등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허가

시저스
코리아

복합리조트

 특급호텔(720실), 외국인전용 카지노, 컨벤션시설,
 쇼핑몰·공연장, 스파 및 고급 레스토랑 등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허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 6성급 호텔(650실), 가족호텔(350실), 뷰티 호텔(350실)
∙ 2,000석 규모 형 회의시설(13,300㎡) 및 중·소규모 회의시설
∙ 실내 테마파크 (1단계 : 패 리 워터파크)
∙ 외국인전용카지노(20,400㎡) ･ 형아레나(15,000석 규모)
∙ 리테일 샵 등 쇼핑시설(24,960㎡)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허가

청라 
영상·문화 
제작단지

드라마제작 일반스튜디오, 특수 스튜디오, 스튜디오 지원시설
야외 촬영장(시 극 거리, 외국거리, 관공서 거리)

미디어센터, 문화상업 및 야외촬영시설
오피스텔(1개 필지)

청라
의료복합

타운

종합병원, 병원, 의과전문 학, 사무공간, 기숙사,
 의료바이오 제조 연구 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의료법상 허가 부 시설, 메디텔, 근린생활시설 등
오피스텔(1개 필지)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www.ifez.go.kr)19) 



사례분석을 통한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 상호 보완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195 -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하여 경쟁을 거친 후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친다20). 민

간투자법의 기본 취지가 민간의 창의성을 사회기반시설에 가져오고자함 임을 고려해 볼 때 

민간제안형 사업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민간투

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고시형 사업이 606건으로 80.48%, 민간제안사업이 147건으로 

19.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현재까지 문화·관광 분야에서 정부고시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은 총 8건(강원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동부산 Green City 조성사

업, 안동지구 숙박휴양거점 조성사업,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 경주역사도시문화관 건립사

업, 내촌 보부상촌 조성사업, 서계동 복합문화 관광단지)이며 민간제안형 사업으로 진행된 사

업은 총 7건(인천아쿠아리움 조성사업, 인제 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

개발 민간투자사업, 구 뮤지컬전용극장 조성사업, 김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 서울아레나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 조사되었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보면 <표 2> 민간투자법에 의한 문화복합시설 및 관광 민간투자사업 사례와 같다.

20)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9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pp.64~76.
21) 앞의 보고서, p.96.

사업시행자 투자방식 목적사업 수익사업

강원 역사문화촌 
조성사업22)

<정부고시방식>
국비·시비·민간투자 

혼합

테마시설(역사 민속촌), 곤도라 
운송시설

숙박시설

동부산
Green City
조성사업23)

<정부고시방식>
국비·시비·민간투자 

혼합

 1지구: 테마파크, 해양파크 
 2지구 : 만국 문화촌, 씨네파크

1지구 : 호텔, 
수산물도소매시장, 실버타운, 

스포츠센터
2지구 : 골프장, 호텔

안동지구
숙박휴양거점 
조성사업24)

<정부고시방식>
국비·시비·민간투자 

혼합

다목적 광장, 운동장, 조선조
문화촌, 전망 , 컨퍼런스홀, 

생태공원

음식점, 골프장, 판매점, 호텔, 
콘도, 눈썰매장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25)

<정부고시방식>
국비·민간투자 혼합

바이오디젤 주유소, 수소파워파크 
체험시설, 연구원 숙소

상업시설, 숙박시설, 편익시설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26)

<정부고시방식>
국비·시비·민간투자 

혼합

바이오테크돔, 로봇에코가든, 
로봇연구단지, 로봇전시관, 
컨벤션센터, 로봇박물관, 

로봇경기장, 광장

호텔, 콘도미니엄, 업무시설, 
식당, 판매시설, 오락시설 등

경주역사도시
문화관

<정부고시방식>
국비·시비·민간투자 

종합병원, 병원, 의과전문 학,  
사무공간, 기숙사,

부속상가

<표 2> 민간투자법에 의한 문화복합시설 및 관광 민간투자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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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투자방식 목적사업 수익사업

건립사업27) 혼합

 의료바이오 제조 연구 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의료법상 허가 부 시설,  메디텔, 
근린생활시설 등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28)

<정부고시방식>
국비·민간투자 혼합

휴양문화시설,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서계동 
복합문화관광단

지29)

<정부고시방식>
국비·민간투자 혼합

복합문화관광시설, 공연장, 
공연연습실

<부 사업>
복합업무시설

인천아쿠아리움 
조성사업(2004)

30)

<민간제안방식>
민간투자

BOT 방식
아쿠아리움 판매시설

인제 
오토테마파크관
광지조성(2007)

31)

<민간제안방식>
민간투자

레이싱카 서킷 (약 4km)
호텔, 콘도, 판매시설, 사우나, 

세미나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2010)32)

<민간제안방식>
민간투자

마리나 수상시설(수상계류장, 
마리나 서비스시설)

마리나 육상시설(보트야드, 
실내수리소, 이동식크레인 및 

포크리프트)

마리나 육상 클럽하우스
호텔, 컨벤션 및 상업시설

구 
뮤지컬전용극장 
조성사업(2010)

33)

<민간제안방식>
민간투자

뮤지컬전용극장 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부속시설(카페, 매점 등)

김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2

012)34)

<민간제안방식>
민간투자

종합운동자, 실내체육관, 야구장,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부 사업>
공동주택 개발사업(6,000세 )

<부속시설>
스포츠타운 부속상업시설

평택호관광
단지 

조성사업(2015)
35)

<민간제안방식>
민간투자

BTO·BOO혼합 

세계식물원, 다도원, 방문객센터, 
워터파크, 관람차, 수변전망 , 
마리나 클럽하우스, 직업전문학교, 

디지털 아쿠아리움 

상가 A·B, 호텔 컨벤션, 콘도 
A·B 등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2019)
36)

<민간제안방식>
민간투자

서울아레나(18,422석), 
중형공연장(2,002석), 

중음악전시실

<부 사업>
규모 판매시설(78,228㎡) 및 

호텔 무상임  20년, 
영화관(11)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인제시, 부산광역시, 구광역시, 김포시, 
      평택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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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민간투자법에 의한 문화복합시설 및 관광 민간투자사업 사례에서 조사한 정부고시

형 방식의 민간투자사업과 민간제안형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비교해 보면, 정부고시형 사업

은 부분의 경우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절 적인 부분을 국비, 혹은 시비로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조적으로 민간제안형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비 혹은 시비 없이 

수익사업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공동주택(6,000세 )사업을 부 사업으로 시행하고 그 수익으로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

는 계획을 제안했고, 서울아레나 조성사업의 경우 78,228㎡에 달하는 규모 판매시설 및 호

텔 무상임  20년 등의 사업을 부 사업으로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연동형 개

발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7개의 민간제안형 민간투자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조사해 보면, 인천시 옥

련동에 민간제안을 했던 인천 아쿠아리움 조성사업은 2006년까지 자금 확보에 실패하여 인

천시와 최종 사업계약이 해지 되면서 무산되었다37). 인제오토테마파크는 인제 스피디움이라

는 이름으로 2013년 5월 개장하여 운영중이며38), 수영만 요트경기장 민간투자사업은 2021

2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강원역사문화촌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999.
2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동부산 Green City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0.
24)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안동지구 숙박휴양거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1.
2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6.
2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8.
2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경주역사도시 문화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8.
2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내포 보부상촌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8.
29)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계동 복합문화관광시설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

터, 2015.
30) 인천광역시, ｢인천아쿠아리움 민간투자사업 제안내용공고｣, 인천광역시, 2004.
31) 인제군, ｢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 민간투자사업 제안내용공고｣ 인제군 고시, 인제군, 2007.
32) 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부산시, 2010.
33) 구광역시, ｢ 구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구광역시공고 제2010-225호, 

구광역시, 2010.
34) 김포시, ｢김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김포시 공고 제2012-263호, 김

포시, 2012.
35)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평택시, 2015.
36) 서울특별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9-1300호, 서울특별시, 2019.
37) 연수저널 홈페이지 (http://www.yeonsu.info/news/articleView.html?idxno=6064, “옥련동 ‘아

쿠아리움’ 사업 백지화”) 2021년 6월 21일 방문.
38) 스피디움 홈페이지 (http://www.speedium.co.kr, 2021.06), 2021년 6월 2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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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하반기 실시협약을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2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할 계

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39). 구시 뮤지컬 전용극장 사업의 경우 시의회 의결을 득하지 못하

는 등 난항을 겪다 중단 되었으며, 현재 민선7기 공약으로 선정되어 재추진되고 있다40). 김

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2012년 제안사가 파산을 하게 되며 중단 되었고 현재는 김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투자의 형태로 진행이 검토되고 있다41).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019년 2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조성계획 승인42)을 득하고 추진 중이

며, 서울 아레나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인해 사업계획의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43). 이처럼 7개의 민간제안사업 중 준공 완결된 사업은 1건 이며, 3건은 취소, 3건은 진행 

중이나 장기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민간제안형 민간투자사업의 실행이 얼

마나 어려운 사업 형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Ⅳ.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 비교분석

1. 대상 사업 범위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점

경제자유구역법 상 민간투자 상이 되는 사업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그 밖에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

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매우 폭넓게 열려있는 것과는 다르

게 민간투자법에서는 그 상사업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표 3> 민간투자 상사업에 

한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

이러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한 정의가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경제자유구

역법에서 폭넓게 허락하고 있는 민간투자의 범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민간 참여의 제한적

인 요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상·문

화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2010년에 전광역시가 EXPO 과학공원 부지에 진행했던 HD 

39)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www.busan.go.kr, 2021.06), 2021년 6월 21일 방문.
40) 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2021년 6월 21일 방문.
41) 인천일보 홈페이지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6350, 걸

포4지구 도시개발 본궤도 오르나, 2020.11.11.), 2021년 6월 21일 방문.
42) 경기도지사, ｢평택 평택호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9-67호, 

경기도, 2019.
43) 이투데이 홈페이지 (https://www.etoday.co.kr/news/view/1930530, 코로나 여파에 창동 서울아

레나 사업 휘청, 2020.8.19.), 2021년 6월 2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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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은 목적사업의 성격과 그 내용에 있어 매우 유사한 사업이나, HD 드라

마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해당시설이 사회기반시설로 볼 수 없어 민간투자사업 

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44).

구분 경제자유구역법 민간투자법

상
사업

 법 제9조의 7 ② 경제자유구역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시행령 제11조의 4)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제9조의 7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②항)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제6조의5제2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속 조합원 또는 사업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11조의 4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항)

 법 제2조(정의)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제2조(정의) 1.)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표 3>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에서의 사회기반시설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

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일본의 민간자금 등에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

률에서는 공공시설 등으로 표기하며 보다 폭넓은 적용 상을 허락하고 있다45). 주재홍(2007) 

역시 영국의 PFI사업에 하여 분석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이 일부 사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46). 

44)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0, 

pp.261~266.
45) 박혁서,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공공시설정비 사례연구”, ｢한국융합

학회논문지｣, 제11호 제9호, 한국융합학회, 2020, p.245.
46) 주재홍, “영국 PFI사업의 교훈과 한국 BTL사업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 제53권, 국토연구원, 

2007,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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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수익사업’과 민간투자법상 ‘부대사업’의 비교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목적이 되는 공익적 사업의 진행을 위해 재무적

으로 사업계획이 타당함이 전재가 되어야 한다. 현재 민간투자법상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높여주는 장치로 ‘부 사업’과 ‘부속사업’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정의를 살펴보면 법에

서는 “부 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9, 시행령 제21조 제1항)고 정의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에서는 “부 사업이란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

에서 시해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7). 민간투자법에 부 사업을 규정하는 제21

조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 추가된 것은 2011.11. 5. 법률제10983호 개정시 이며, 

당시 법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부 사업의 

상을 확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8). 

한편 부속사업에 해서는 법적인 정의는 없으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사업시행자

가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법 제14조제4항 단서

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9). 이러한 불명확한 

구분에 하여 조진우(2020)는 부 사업과 부속사업의 혼선은 부 사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에 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50). 

2020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민간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보상 합리화 및 부

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51). 한국문

화관광연구원(2007)은 부속시설의 수익사업을 통해 유지되는 문화시설로 일본의 표적인 랜

드마크로 손꼽히는 가나가와현립 근 미술관 사례를 소개하며, 문화시설의 활발한 민간참여

를 위해서는 제도상 수익사업의 운영의 형태가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52). 김명

4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p.189.
4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 개정이유[시

행 2011. 11. 5.]), 2021년 6월 21일 방문.
49)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p.189.
50) 조진우, “합리적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법의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 제28호 제1호, 한국

법학회, 2020, p.165.
5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p.181.
52) 문화관광연구원, ｢문화시설 임 형 민간투자사업(BTL)에 있어 콘텐츠 운영 도입방안 연구｣, 문화관

광연구원, 2007,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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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2019) 역시 일본의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하고 복합적

인 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부 사업 활용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53).

특히 사회기반시설로서 제2조 정의 1항 나목의 ‘복합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관광레저

시설 및 문화시설은 공익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임에도 초기투자비용이 크고 수익

성이 미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 사업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는 연구가 다수 제기된

바 있다54). 문화체육관광부(2010)은 문화분야 BTL사업의 운영을 평가하며, 문화분야 민간투

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 사업의 제안을 받고 이를 주무관

청이 검토하여 부 사업을 인정하는 등의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으며55), 김상

태(2004)는 해당 투자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부 사업 시행의 근본적인 취지

인 투자비 보전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는 부 사업을 포괄적으

로 인정해 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56). 김상태(2005) 기고 논단에서 관광

산업의 민간투자 현황과 과제에 하여 민간투자법의 개선을 통해 관광개발사업 추진 방식에 

한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57). 김도균·나정일·이상엽(2009)은 민간투자 

BTL사업의 부 ·부속사업 활성화를 통한 정부지급금 감소가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민간의 창

의와 효율 극 화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58). 한편, 이경선(2020)은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의 핵심은  부 사업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더욱 큰 사업 수익을 기 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59).

민간투자법으로 진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영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진행한 사례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법의 법취지에서 말하고 있는 부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사

업에서 수익사업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개념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부 사업’을 활용해 왔다. 반면 민간투자법의 사업추진 사례를 모두 조사해 보아도 부 사업

53) 김명엽, “사회기반시설에 한 일본 민간투자법의 고찰”, ｢일감부동산법학｣, 제19권,  건국 학교 법

학연구소, 2019, p.144.
54) 김성수,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에 한 법리분석 – 관광시설에 한 민간투자법을 중심으로”, ｢공법

연구｣, 제37권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8, pp.283~285.
5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분야 BTL사업 운영평가｣ 문화체육관광부, 2010, pp.69~90.
56) 김상태, ｢관광산업 민간투자유치 확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79.
57) 김상태, “기고논단: 관광산업 민간투자 현황과 과제”, ｢지방행정｣, 2005년 제5호, 한국지방행정연구

원, 2005, pp.82~83.
58) 김도균·나정일·이상엽, “민간투자 BTL 사업의 부 ·부속사업 활성화를 통한 정부지급금 감소 방안 

연구”, ｢주택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주택학회, 2009, pp.67~68.
59) 이경선,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 입법평론”, ｢입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입법학회, 

2019,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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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부 사업은 민간투자법 법령안

에만 존재하는 사문(死文)화 되어가고 있다60). 

3. 타당성 평가 및 사업자지정에 대한 절차적 규정의 유사성과 차이점

행정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몇 가지 필연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첫 번째로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이 창출할 공익의 크기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게 

될 비공익적 요소들을 비교 교량할 수 있는 공익성 검토에 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사업자

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실현이 가능한지 위험요소는 없는지를 점검해야하는 타당성 검토에 

한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수행한 공익성 검토와 타당성 검토에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의 문제이다. 네 번째는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

을 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나 더 나은 민간제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희생이라는 기회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한 최초 제안자의 창의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한 보상을 해

야하는 지에 문제가 있다. 다섯 번째는 사업자가 약속한 공익적 시설의 건설 혹은 운영의 이

행을 담보·강제해야 하며, 사업진행 도중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하여 민간투자법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2008) 발간한 「예비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제5판)」에서는 민간 사업제안서의 예비타당성을 

검토할 때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사항들을 검토해야하며, 그 검토의 타당성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지에 한 상세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61)([그림 1]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

체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그림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먼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의 핵심 쟁점을 파악한다. 그 후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

형발전 분석 세 가지 분야의 분석을 시행한다. 경제적 분석은 수요·편익·비용 추정을 통해 경

제성 분석을 실시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위험요인·특수평가 항

목 등을 통하여 정책적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낙후도·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지역균

형발전을 분석한다. 그렇게 도출된 종합평가의 내용을 전문가들을 통한 분석적 계층화법

(AHP기법)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러한 일련의 예비타당성 검증 체계는 앞서 제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의 해답으로 제시될 수 있다. 

60) 앞의 논문, p.187.
6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 (제5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8,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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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그림 1]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된 여러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보면 그 정당성과 공익성에 한 명확

한 제시는 하고 있으나 이에 한 체계적인 정량적 근거 수립에 한 노력은 KDI 공공투자센

터가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노력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자

유구역 내 사업중에 KDI의 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국고지원이 포함된 경우인, 인천 로봇

랜드 조성사업62), 국립세계문자박물관63), 컨벤시아 2단계64)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수행하

6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8.
6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
64)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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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이 공공투자센터를 거쳐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민간투자법의 

이러한 타당성조사 체계를 참조하여, 경제자유구역청 내 투자유치조직이 타당성평가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사업의 공공성 검증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간 파트너

십(PPP)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재현(2006)은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지

방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성공조건에 관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을 정당화하고 뒷받

침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이것이 지방정부와 기업간 파트너십의 성공조건임

을 주장하였다65). 

물론 민간투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타당성평가가 완전할 수는 없겠다. 정량적 타당성 평

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적 가치 산출에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으며, 특히 복합문화시설 

중 도서관, 학교와 같은 일상 시설이 아닌 비정형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및 수요

추정이 매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6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제안사업의 공익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민간투자사업은 특혜 시비 혹은 단체

장의 선거용 사업이라는 시비로 인해 종종 감사 및 비판의 상이 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법에서 주무관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무관청

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해진 만큼 스스로 중앙으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을 사용하려는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67).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민간투자사업 중 특히 규모 

투자와 연관된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유치 성공의 공표가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체장의 재임기간 중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

한다68). 지방선거 공약에서 개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69), 여

러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도하였다가 실패사례를 남긴 경전철 사업 역시 공통적으로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업전반에 걸쳐 지 한 영향을 끼친 것이 그 실패의 원인이었

다70)고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한 타당한 정량적 증명에 근거했

65) 주재현, “지방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사례분석”, ｢지방

정부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pp.80~83.
66) 이 건·박창배, “복합문화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 한건축학회연합논문

집｣, 제19권 제1호, 한건축학회, 2017, p.173.
67) 모성은, “분권화와 민간투자사업”, ｢자치발전｣, 2005년 제6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5, 

pp.60~61.
68) 민기,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임 형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제

18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 pp.19~20.
69) 황경수·고태호, “선거공보물을 이용한 환경과 지역개발 의제의 경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4호, 서울행정학회, 2005, p.475.
70) 최선미·홍준형, “민간투자사업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 용인, 부산-김해, 전주 경전철 사례를 중심으

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1권 제2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4, pp.24~25.



사례분석을 통한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 상호 보완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205 -

을 때 객관적인 사업 추진 혹은 기각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논란을 조금이

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진행의 절차 확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한 행정적 

부담이 감경될 수 있고, 비로소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

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러한 정량적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

다. 류춘호(2016)은 부산의 도시개발 과정이 민간투자사업을 적으로 활용해 왔음과 타당

성 검토를 관리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지자체에 필요함을 주장하며, 2-3년 마다 인사이동 

해야 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했다71). 박혁서

(2020)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민간투자유치 활성화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72). 현

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에는 20여명의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인력을 활용함에 있어 정량적인 타당성평가를 시행하고 판단에 실질적인 

근거를 생산하기 보다는 투자유치 마케팅과 투자유치를 위한 절차이행에 치중한 측면이 없지 

않았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이 제시하고 있는 민간투자유치 진행절차와 민간투자법의 절차를 비교

해 보면 [그림 2]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 절차 비교와 같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

우 민간투자유치사업의 진행여부 결정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무부시장 및 변호사, 회계사, 지역 기업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경제청이 아닌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유치사업의 진행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투자법의 민간제안사업의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민간제안이 접수되었을 경우 공

공투자관리센터 혹은 총사업비가 2천억 이하일 경우에는 기재부가 정한 타당성분석 전문기관

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타당성 분석을 통과 하였을 경우 제3자 공모를 통하여 제3의 

우월한 사업계획이 있는지를 공정하게 경쟁하고 최초 제안자에게는 그 창의성 제공에 10% 

가점을 허락한다. 이러한 민간투자법의 절차는 앞서 제기한 네 번째 필연적 문제인 수의계약

의 형평의 문제, 기회비용의 문제 그리고 최초 제안자에 한 보상의 문제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1) 류춘호, “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과 도시발전 전략”,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

학회, 2016, pp.48~49.
72) 박혁서,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공공시설정비 사례연구”, ｢한국융합

학회논문지｣, 제11호 제9호, 한국융합학회, 2020, p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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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9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1

[그림 2]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 절차 비교

이러한 민간투자법의 절차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진행하는 투자유치사업 방식에 참고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예로 과거 경제자유구역이었다가 2018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제정으로 독립된 새만금 개발청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이

러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2020년 2월 26일 공고한 새만금 명소

화사업부지(1호 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모 및 지침서를 살펴보

면 근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새만금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제3자 제안공

모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73).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민간제안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 진행과정에서 공정성 및 합리성을 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의 절차를 참고하여 ‘제3자 

제안 공모’를 도입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시도는 새만금사업법에서 폭넓게 허락된 투자유

73)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 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 새
만금개발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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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방식을 스스로 보완하며 제도화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다섯 번째 본질적 문제인 사업자가 약속한 공익적 시설의 건설 혹은 운영의 이행을 담보·

강제해야 하는 문제와 사업진행 도중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의 문

제이다. 목적사업의 수행을 전제로 민간에게 수익사업(부 사업)을 부여하였을 때 문제되는 

점은 민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목적사업의 이행을 강제 및 관리하고 그 리스크를 낮출지가 중

요한 문제가 된다. 이신영·김선규·이낙운(2007)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융 및 개발사업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74). 실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개발사업의 

기법을 보면 책임준공의 보증, 신탁의 활용, 출자사 연 보증, 지체상금의 설정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기법들이 찾아진다. 이상훈(2019)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계약조건을 사업협약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독관청의 감독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75).

물론 이러한 여러 기법들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기는 어렵다. 실제

로 민간투자사업 이행 중에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공공에 전가 되게 된

다. 이는 실시협약 해지와 공익처분에 있어서도 실시협약의 해지는 사업자지정이라는 행정처

분의 의미를 가지지만 공익처분에 있어서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공법상 계약 자유

의 원칙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이다76). 결과적으로 사업의 중도 해지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문제가 있다. 

민간사업자가 도산하여 약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경우의 처리 문제도 세

심하게 검토해야하는 문제이다. 황창용(2019)은 민간사업자의 파산절차 안에서도 공적 서비

스의 제공이 지속되어야 하다는 특수성이 있어 내용적 규율이 어렵다면 적어도 파산절차에서 

해당시설을 통한 지속적인 공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파산관재인과 주무관청의 협의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7).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하여 민간투자법 영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경험을 참고하

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앞서 살펴본 여러 사례들에서 수많은 시행

착오와 문제들을 겪어오며 나름 로 이행강제 방안을 개발해 왔다. Project Financing 기법

을 활용하여 책임준공 등의 조건을 강제하기도 하였고, 미이행시 위험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의 수취,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토지 환매부기, 위약벌 및 투자 모기업의 지

74) 이신영·김선규·이낙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국내 SOC 민간투자사업 건축기획 단계에서의 

리스크관리”, ｢산업기술연구｣, 제27권 제1호, 단국 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7, p.183.
75) 이상훈,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와 공익처분의 관계”, ｢성균관법학｣, 제30호 제4호, 성균관 학

교 법학원구원, 2018, pp.279~280.
76) 이상훈, “민간투자사업 감독명령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 - 광주2순환도로 및 2019년 선고된 6개의 

법원 판결 사안의 분석”,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법학회, 2019, pp.153~154.
77) 황창용, “파산절차상 미이행쌍무계약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성균관 학교 법학연구원, 2019, p.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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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보증 수취 등 부동산 개발업과 금융기법을 활용한 여러 기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아직

도 이 다섯 번째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규모 민간투자를 활

발하게 진행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험은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업자 지정시 충분하게 전문적인 검토를 하여 사업중단이나 

도산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결국 주무관청 

혹은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에 있어 개발사업 및 금융기법, 해당산업의 파급효과

들을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제로 환원된다.

4.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 철학적 동질성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한정된 지역의 도시개발 지침이

고 민간투자법은 국가의 모든 기반시설을 상으로 하는 법령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차이

가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철학은 동질성이 있다고 하겠다. 기본적인 동질성은 민간의 창의

력과 효율성이 최고가 입찰제로 비싸게 공유자산을 처분하는 것 보다 더 큰 공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일 것이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상 투자유치 혹은 민간투자형 개발

사업의 시행이란 정부의 공유재산인 토지를 최고가 입찰제로 처분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부여한 혜택으로 인

해 가능해지는 민간투자형 개발사업에 한 기본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유재산법」의 제1조 목적, 제3조 공무원의 주의의무, 제3조의2 처분의 기본원칙을 살펴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 및 

활용 가치를 고려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유재산

법에서는 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입찰로 사용·수익을 허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유재산법의 원칙은 민간투자법 혹은 경제자유구역법에서 허용하

고 있는 토지매각 방식과 상충된다. 민간투자법에서는 공유재산법과는 별도로 민간투자를 유

치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법의 제9조의7 조성토지의 처분 방법 역시 

공유재산법의 일반 원칙과 상충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탈을 허락한 것은 최고가 입찰제로 

공유자산을 처분했을 때보다 민간투자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의 취지를 지키며 민간투자를 유

치하였을 때 그 공익의 양이 더 클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따라서 이처럼 정부가 어떠한 

혜택을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할 때 담당 공무원은 “그 전체의 이익”,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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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국가 경쟁력의 강화” 부분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고가 입찰제는 매우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식이고 그 밖의 공유재산 처분 방

식은 무엇인가 특혜라는 인식 또한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인식체계이며 고정관념 일 수 있다. 

만약 최고가 입찰제로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보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것이 창출되는 공익적 크기가 훨씬 크다면 과연 최고가 입찰제로 공유재산을 처분해야 할 명

분이 있는 것인가. 무조건 최고가 입찰제로 토지를 정리하는 것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를 다하는 것인지, 혹여 행정 편의주의는 아닐지, 과연 우리가 토지를 비싸게 처분하여 충분

히 효율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그 세수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유

현준(2015)은 한국의 도시는 왜 아름답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최고의 수익을 위해 공

동주택을 짓다보면 건축법으로 인해 모두 똑같은 건물이 나올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고 있

다78). 그러나 그 개발사업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강요하는 것이 결국은 정부의 최

고가 입찰제를 시행하기 때문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우리나라에는 혁신적인 개발

업자를 찾기 어려울까.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서는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developer가 존재

한다79).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 센트럴파크의 스케이트장 개발을 성공시키며 개발사업

자로서 주목을 받아 결국 통령까지 역임하였다. 어쩌면 우리 정부가 개발사업자들을 오늘

의 형태로 육성한 측면이 없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박혁서(2020)는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하여 산업체·관(지방자치단체)· 학·금(지역

은행)이 함께 참여하여 공공시설재생을 이룬 일본 나라노시의 민간투자사업 성공사례를 소개

하고 있다80). 김성수(2017)는 한국의 민간투자제도가 민관협력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

전히 공권력의 행사와 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법의 전통적인 행위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진정한 민간의 창의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협력적 구조와 다층적인 거버넌스가 

제도화 되어 ‘통제에서 협력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81), 김명주·안경섭

(2018)도 협력적 거버넌스가 민간투자활성화의 매개변수로서 유의미하게 긍정적 역할을 함을 

밝힌 바 있다82). 임정현(2013)도 지역 커뮤니티의 사업자들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정책

설계를 할 경우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83).

78) 유현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을유문화사, 2015, pp.49~68.
79) 서울경제 홈페이지 (http://www.sedaily.com/NewsVIew/1KTNOATGKJ, “높은 공신력 지속개발 

추구...디벨로퍼, 사회의 존경 받다”, 2016.03.06.), 2021년 6월 21일 방문.
80) 박혁서,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공공시설정비 사례연구”, ｢한국융합

학회논문지｣, 제11호 제9호, 한국융합학회, 2020, pp.257~259.
81) 김성수, “민관협력 – 민간투자법의 협력적 요소에 한 평가”.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경희법학

연구소, 2017, pp.65~66.
82) 김명주·안경섭, “협력적 거버넌스가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한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제29권 제1호, 서울행정학회, 2018, pp.1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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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 철학적 동질성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커다란 

공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개발사업자를 바라보는 인

식이 희망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하는 연동형 개발 방식에 한 비판과 우려 역시 존재한다. 허

동훈(2019)은 그의 저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에서 규모 연동형 개발은 사업자가 

공공성은 뒷전으로 하고 도시를 계획하게 되고 약정한 공공적 사업에 한 이행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업성이 불확실하여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연동형 개발의 단점을 지

적하고 있다84). 허동훈(2019)의 주장은 연동형 개발 방식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에 해 시사

하는 바가 많지만 어렵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도시개발 지

침인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연동형 개발을 빼놓는 다면 그것은 경제자유구역법을 도시개발법이 

아닌 투자유치지원 조례 정도로 활용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여 도시를 조성한 처음 사례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인천경제자

유구역이 달성한 성과는 전반적으로 성공사례로 보아야 한다85).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축적한 

경험은 국가의 지적자산으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통일시

를 비한 전략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86). 

Ⅴ. 결론 및 시사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들과 민간투자법으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들을 비교함을 통하여 상호 보완 가능성에 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투자법에

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상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민간투자법에서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부 사

업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투자유치 절차 중 타당성 검토 기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

83) 임정현,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제24권 제1호, 서울행정학회, 2013, pp.288~289.
84) 허동훈,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 인천: 도서출판 다인아트, 2019, pp.111~150.
85) 김칭우·최정철·박기찬·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 유치 및 집적화 성공사례”, ｢경영학연

구｣, 제25권 신년특별호, 한국경영학회, 2021, pp.187~188.
86) 김민배, “남한의 경제자유구역 운영경험과 북한에 주는 법적 시사점”, ｢토지공법연구｣, 제85권, 한국

토지공법학회, 2019,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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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전문 인력 이외에도 타당성 검토 전문 인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 및 타당성 검토

과정에 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절차 중 공모사업에 있어서 

민간투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3자공모 방식 등 민간투자법의 절차를 활용하여 최초 제안

자의 창의성에 한 기여를 보상하고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민간투자법으로 시

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영역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사업자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금융기법과 개발사업의 기법을 참고하여 활용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민간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정부 주체가 개발사업주체와 보다 협력적이고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 시행사례를 비교하여 향후 상호간의 제도를 어

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한 학문적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관련 현업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정량적으로 통계화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관계로 탐색적 연구로

만 제시하였다는 점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밝히며, 해당 주제에 한 향후 활발한 후속연구

와 논의가 있기를 기 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

체에서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비슷한 어려움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은 공무원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보다 높은 공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

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담당 공무원들께 본 연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

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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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학회지의 내용 구성, 투고 논문의 반려결정,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 심사결과

에 한 평가, 심사자와 투고자 간 의견교환 및 중재, 최종 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결정, 게재논문의 교정,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게재료 결정의 권

한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투고자의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자와 투고자간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적 정보에 해 비 을 유지하

여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심사자에 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는 그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제정, 시행

할 수 있다.

제3장 학회지 투고

제5조 (투고논문) ① 투고논문은 학회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투고논문의 저자들은 논문의 작성 및 출판에 공동의 책임을 지며, 저작권 이용 동의서

에 자필 서명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

된다. (2019. 04. 30 개정)

제6조 (투고 자격)

① 학회의 정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학회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② 학회 회원이 아닌 자는 정회원이며 학회 회비를 완납한 회원과 공동저자로 논문을 투

고할 수 있다. 다만, 주저자로 투고하는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학회 회

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2015. 06. 13 개정)

제7조 (저자 유형)

① 저자는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② 단독저자는 투고자가 1인인 경우로서 주저자와 동시에 교신저자가 되며, 투고자가 2인 

이상(공동저자)인 경우에는 주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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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자로서 1인에 한한다.

④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 관련 질문이나 자료 요청 등에 해 답변의 의무를 갖는 

자로서 1인에 한한다. 단, 교신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본다.

제8조 (논문 내용)

① 논문은 다음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부동산학, 부동산법률, 부동산행정, 부동산정책, 부동산감정평가, 부동산조세, 부동

산개발, 부동산투자, 부동산경영, 부동산중개, 부동산관리, 부동산권리분석, 부동산

상담, 부동산금융, 부동산 기초이론분야 및 응용분야

2. 부동산에 관련된 독창성 있는 논문

② 기타 본 학회지의 발간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논문의 경우에

는 예외로 인정한다.

제9조 (논문 접수)

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2018. 07. 

06 개정)

② 접수일은 논문을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업로드 한 날로 한다. (2018. 07. 06 개정)

③ 투고자는 논문투고시 투고신청서와 한글파일형식의 논문1부를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

템에 투고한다. (2018. 07. 06 개정)

④ 투고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각호별로 아래의 접수일을 권장 한

다. (2016. 10. 1 개정), (2018. 02. 08 개정)

구분 접수일

1호 2월 15일

2호 5월 15일

3호 8월 15일

4호 11월 15일

⑤ 발행일을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투고한 논문과 투고 후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기

를 원하는 논문은 긴급 심사료 10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2015. 06. 13 개정),(2018. 

02.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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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사료 및 게재료)

① 투고자는 논문 제출시 심사료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된 후에 게재료 18만원(별쇄본 20부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5. 06. 13 개정), (2019. 04. 30 개정)

또한, 논문인쇄 분량이 15쪽을 초과하는 경우 1쪽당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게재료는 20쪽까지 1쪽당 20,000원, 20쪽을 초과하는 분량에 해서는 1쪽당 

30,000원으로 한다.

③ 투고자가 다색인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쇄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심사료 및 게재료는 투고자 명의로 편집위원회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2017. 02. 18 

개정)

제11조 (학회지 발간 및 논문게재 편수 제한)

① 학회지는 년 4회 발간하며, 발간 예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6. 10. 1 개정), (2018. 

02. 08 개정)

구분 발간일

1호 3월 31일

2호 6월 30일

3호 9월 30일

4호 12월 31일

② 학회지 발간은 책자형태로 된 학회지와 사단법인 한부동산학회 홈페이지

 (http://www.kres.or.kr/)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매회 발간되는 학회지에는 동일투고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3편 이상의 

논문을 동시에 게재할 수 없다. 다만, 논문심사 지연 등 귀책사유가 학회편집위원회에 

있을 경우에는 논문게재 편수에 한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12조 (투고논문의 심사)

① 위원회는 투고논문을 평가하기 위해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그 심

사결과를 토 로 게재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의뢰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

구하고 심사자가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심사자를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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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자는 주제의 적절성, 기존 연구의 검토과정, 논문전개의 논리성, 분량의 적절성, 

표·그림·지도 형식의 적절성, 학술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의해 논문을 평가하고, 세부

사항을 지적하고, 현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심사결과조합 심사결과

○ ○ ○ 현상태 게재

○ ○ △ 수정후 게재

○ ○ × 수정후 게재

○ △ △ 수정후 재심

△ △ △ 수정후 재심

○ △ × 수정후 재심

△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 현상태 게재 / 수정후 게재    △ : 수정후 재심    × : 게재불가

* 심사기준표

  ③ 심사자는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 판정시 수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게재불가 판정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3인의 심사자에 의한 개별 심사결과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종합하여 현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2인의 심사자가 현

상태 게재 또는 수정후 게재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와 2인의 심사자가 게재불가로 

개별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제3심사자의 개별심사의견과 관계없이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⑤ 종합 판정결과가 현상태 게재 또는 수정후 게재인 경우에는 논문게재가 확정된다.

⑥ 종합 판정결과가 수정후 재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논문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

될 수 있다.

⑦ 심사자는 6항의 수정논문을 평가하여 당초 지적한 사항에 한 수정 결과가 미흡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정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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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정은 당초 판정을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한정하며 그 심사기한은 첫 심사결과를 

고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그 심사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자가 심

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⑧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적 사항이나 수정요구 사항 또는 심사결과에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투고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내린다. 단, 심사자와 투고자간 모든 의견

교환은 반드시 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⑨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5장 투고 논문 작성지침

제13조 (논문작성 언어 및 프로그램)

① 논문은 국문과 영문을 원칙으로 하며, 일문과 중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②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은 한글2002 이상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글 호환이 가

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제14조 (논문의 분량) 논문 한 편의 분량은 A4용지 15쪽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

우 20쪽까지 1쪽당 2만원, 20쪽을 초과하는 분량에 해서는 1쪽당 3만원의 추가 게재료

를 납부 한다. 단, 이 경우에도 편집위원회의 심의 없이 총 25쪽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논문의 구성)

①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한다.

1. 국문 제목, 저자

2. 영문 제목, 저자

3. 영문 요약문, 주제어

4. 국문 요약문, 주제어

5. 본문

6. 참고문헌

7. 부록 단, 부록은 필요할 경우에 한한다.

② 요약문(주제어 포함)은 양쪽 정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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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논문의 편집)

① 논문제목 및 각주

1. 논문 제목은 국문, 영문 순으로 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 국문 순으로 

한다.

2. 가운데 정렬을 하며, 국문과 영문제목은 행을 분리한다.

3. 부제목은 주제목과 행을 달리하여 시작과 끝을 “-”기호로 표기한다.

4. 영문 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문자로 시작한다. 단, 전치사

가 첫 단어일 경우에는 문자로 표기한다.

▶ 예 : An Analysis of Factors that Affect Urban Form...

5. 연구과정에서 사전에 발표된 내용, 연구비 지원, 감사의 글 등 논문과 관련된 특기

사항은 국문제목(또는 영문 논문의 경우 영문제목)의 우측 끝 상단에 위첨자 * 기호

로 표기하여 1쪽 하단 각주에서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예 : (제목)도시형태의 .... 에 관한 연구*

▶ 예 : (각주)

* 본 연구는 2000년 6월 한부동산학회 춘계학술 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

정・보완한 것임.

* 본 연구는 한부동산학회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

* 본 연구는 2000년도 한국 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 연구는 심사과정에서 유용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를 드림.

② 저자명 및 각주

1. 저자명은 국문, 영문 순으로 표기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기호를 삽입하여 구분한다.

2. 가운데정렬을 하며, 국문과 영문명은 행을 분리한다.

3. 국문과 영문명은 각각 한 줄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자수가 많아 부득이한 경

우에는 행을 분리할 수 있다.

4. 영문명의 표기는 성, 이름 순으로 하고 성 다음에 “,”를 삽입한다.

5. 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 소속기관 및 직위, 저자 유형은 국문명 우측 끝 상단에 각

각 저자 순서 로 위첨자 *,**,*** ...... 기호로 표기하여 1쪽 하단 각주에서 처리한

다. 단, 논문제목에 각주가 있는 경우 위첨자 기호는 ** 에서 시작한다. 

▶ 예 : 홍길동*·김길동**·이길동***

Hong, Kil DongㆍKim, Kil DongㆍLee, Kil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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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주는 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 소속기관 및 직위, 저자 유형의 순서로 표기하며, 학

회 관련 사항과 소속기관 사이에는 “,”를 삽입하여 구분하고, 저자 유형은 “( )”로 

처리하여 구분한다. 단, 교신저자는 저자유형 앞에 이메일을 표기한다.

▶ 예 : * 정회원, 한국 학교 교수, killdong@naver.com(교신저자)

7. 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은 학회 정관 제5조에 의거한 회원의 종류(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또는 정관 제9조에 의거한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으로 표기한

다. 단, 학회 회원이 아닌 자가 회원과 공동저자가 되는 경우에는 학회 관련 사항을 

표기하지 않는다.

8. 저자 유형은 제7조에 의거하여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를 명기한다.

9. 제목과 저자명의 모든 각주는 기호 *,**,***....다음의 첫 글자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 예 : * 정회원, 한국 학교 교수 

▶ 예 : * 정회원, 한국 학교 교수

** 정회원, 한국 학교 교수

*** 정회원, 한국 학교 교수

10. 논문투고 시 저자명 및 그 소속 등을 투고논문에 직접 표기하거나 투고 논문 속에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편

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투고논문은 반려된다.

③ 요약문

1. 요약문은 영문과 국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은 "Abstract"를 제목으로 하고 국문은 “국

문요약”을 제목으로 한다. 이때 순서는 영문, 국문 순으로 한다. 

2. 요약문의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등으로 구성한다.

3. 요약문의 분량은 200단어 내외 또는 A4용지 15줄 이내로 한다.

4. 요약문은 3인칭으로 표현한다.

▶ 예 : 이 연구는....... , 본 연구는 ........

▶ 예 : This paper examines......... , The pupose of this study is .........

④ 주제어

1. 주제어는 효과적인 논문 검색을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논문의 내용을 집약적

으로 나타내는 5개의 단어 이내로 선택, 표기한다.

2. 주제어는 국문은 “주제어”, 영문은 “keywords" 다음에 ":"기호를 삽입하여 표기하

고, 각 단어는 ","로 구분한다.

3. 영문은 전치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문자로 시작한다.

▶ 예 : Keywords : Landmark, Urban Planning, City of Seoul,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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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문

1.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구성하며, 본론은 내용에 따라 장을 세분해야 한다.

2.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장의 제목은 각각 “서론”과 “결론”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내용이 서론과 결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제목으로 표현해야 한다.

3.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편성해야 한다.

Ⅰ. 서론

1.

  1)

    (1)

       ①

 Ⅱ. ...............

 Ⅳ. 결론

4. 장과 절 제목은 아래 각 1행씩을 비우고, 항 제목 이하는 행을 비우지 않는다.

⑥ 언어표기

1. 논문은 외래어를 비롯하여 모든 문자를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글 표기가 오독 또는 의미 전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원어 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단, 성명을 비롯하여 고유명사 등 한글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괄호 없이 원어로 표기할 수 있다.

3. 영어 등 로마자를 원어로 표기하는 경우 소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고유명사의 

첫 글자, 문자를 쓰는 약어, 교육부 과학기술용어, 또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4. 한글 표기 후 괄호 속에 원어와 약어를 동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원어 다음 “,”를 

삽입하고 약어를 표기한다.

▶ 예 : 부동산학 석사(Master of Real Estate, MRE)

5.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르고, 외래어의 한글 표기

는 교육부 「외래어 표기법」, 「외국어 표시 용례집」등에 따른다.

⑦ 숫자 및 수식

1. 수량을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2. 1 이하의 소수점 앞에 반드시 0을 쓴다.

3. 분수는 “⅓”이 아닌 “1/3”의 형식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식은 본문과 행을 바꾸어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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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식은 가급적 하나의 행에 표기하되,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 기호부터 행을 

바꾸고 그 위치를 통일한다. 단, 이에 따를수 없을 경우에는 “+”, “-”, “×”등의 기

호부터 줄을 바꾼다.

6. 수식의 첨자는 인쇄가 되었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7. 수식은 오른쪽에 (1), (2) 등의 일련번호를 넣는다.

⑧ 단위 및 기호

1.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통일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척관법이나 

feet-pound법등 관용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관

용 단위를 그 로 표기할 수 있다.

2. 관용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미터법 단위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3. 단위기호, 양 기호는 한국공업규격의 단위기호, 양 기호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표

1.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하되 크기는 단 폭에 맞추어야 한다.

2.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 1> 제목, <표 2> 제목 등으로 표기하고, 모든 표는 반

드시 본문에서 <표 1>, <표 2> 등으로 1회 이상 인용되어야 한다.

3.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에 기재하며, 그 길이는 표의 가로 폭과 같

거나 짧게 한다. 단, 표의 제목이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일련번호 다음의 제목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4. 표의 모양은 다음의 예와 같다.

5. 표 내용에 한 주기사항은 표 밑 좌측에 기재한다.

구  분 적 용 원 칙 비             고

연  령 만 60세 이상 배우자도 만60세 이상인자

보유주택수 1 주택 가입시에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상주택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9억원 초과주택, 오피스텔, 업무용 건물, 임 중인 건물, 정비
사업지구 내 주택, 토지⋅건물 소유권이 다른 경우, 미등기 건
물, 토지 등 제외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출한도 5억원 월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거주여부 실제 거주 소유자 또는 배우자 거주

권리침해 등 없는 주택 경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등 없어야함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백문백답』, 2011년 10월 기준, p.40. 

<표 4> 보증조건의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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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림 (사진, 지도, 그래프)

1. 그림은 사진, 지도, 그래프 등을 포함하며, 모든 그림은 인쇄가 되었을 때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해상도를 유지해야 한다.

2. 그림은 본문에 직접 삽입하되, 해상도를 위해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거나 

그림의 원본을 제출한다.

3. 그림의 크기는 본문 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1] 제목, [그림 2] 제목 등으로 표기하고, 모든 그

림은 반드시 본문에서 [그림 1], [그림 2] 등으로 1회 이상 인용되어야 한다.

5.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 가운데에 기재하고 그 길이는 그림의 가로 폭

과 같거나 짧게 한다. 단, 그림의 제목이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일련번호 다음

의 제목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6. 여러 그림이 한 묶음일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7. 그림의 출처 명기는 그림 밑 좌측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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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지 게재 논문 : 저자, “제목”, 「학술지 명」, 권(호), 조직단체, 발표년도.

- 이 한, “ 한부동산학회의 발전방향 연구”, ｢ 한부동산학회지｣, 제12권 

제1호, 사단법인 한부동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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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한, “地籍學의 接近方法에 의한 北方領土問題에 關한 硏究”, 박사학위논

문, 한국 학교 학원, 2008.

5. 학술 회 발표논문 : 저자, “제목”, 학술발표 회 명칭 또는 「발표논문집 명

칭」, 조직단체, 발표년도. 

- 이 한, “간도영유권 문제의 해결방안”, ｢ 한부동산학회 학술 회논문집｣, 
한부동산학회, 2010.

6. 정부간행물 및 통계연보 : 기관명, ｢간행물명｣, 발행년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백문백답｣, 2011.

7. 인터넷 자료 : 홈페이지명(홈페이지 주소)

- 한부동산학회 홈페이지(http://www.kres.or.kr/)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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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團法人 大韓不動産學會 硏究倫理規定

제정  2008년 4월 21일

  사단법인 한부동산학회는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을 수립하고, 부동산학의 저변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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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동산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1장  학술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부동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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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기여한 연구에 해

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해당 내용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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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나, 투고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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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0조(연구윤리규정 서약)  사단법인 한부동산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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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명 기회의 보장)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조사 상자에 한 비  보호)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반자에 한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

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반자에 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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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동산학회에서는 관심 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입회와 활동을 바랍니다.

1. 본 학회는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을 수립하고 

부동산학의 지변확 와 특히, 학문적 이론 

및 응용분야를 개척･연구하여 공공의 이익실

현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로 삼는 한

편 올바른 부동산개념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자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립한 비영리학

술단체입니다.

2. 본 학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

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해(1991.9.9) 설립된 

국내 부동산학회의 유일한 변자로서 민법 

및 건설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의 설립 및 감독하는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

습니다.

3. 본 학회는 명실상부한 사단법인으로서 학연･
지연에 얽매인 과거의 어두웠던 그림자를 모

두 청산하고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부동산 화의 한마당입니다.

4. 본 학회는 내실있고 비중있는 학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관심있

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마지 않습

니다.

▣ 주요활동

･ 학회지발간

･ 분기별 다이제스트 발간

･ 분기별 특강개최

･ 학술 토론회 개최

･ 부동산 Consultant 운영

･ 국제학술교류 및 제휴

･ 용역사업 수행 등

▣ 가입절차

･ 본 학회지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 입회원서에 

기재한 후에 회장단의 심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 바쁘신 분은 본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입

회원서를 보내드립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로 242 

열린M타워2. 11층 1113호

▶ 전화 : 02) 3446-2101

▶ FAX : 02) 3446-8840

E-mail : kres2002@hanmail.net

▣ 회비내역

･ 입 회 비 :  20,000원

･ 연 회 비 :  30,000원

･ 평생회비 : 300,000원

▣ 납부방법

･ 예금주 : 한부동산학회

･ 신한은행 : 100-000-200193

  ※ 회비납부 후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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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20××. . .

입 회 원 서
회원

번호인  준 20××. . .

성  명                    (한문) 

사 진

(3×4㎝)

주민등록

번    호

현주소

전  화

휴 폰

E-mail

근무처
기관명 직  위 전  화

주  소

학  력

졸업년도 학교명 전공과목 학  위

경  력

근무기간 직장명 직  위

자격증

취득일 자격증명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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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사단법인 한부동산학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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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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명

국  문

한  문

영  문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FAX 우편번호

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단체(기업)명 : (인)

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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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1호 2월 15일
2호 5월 15일
3호 8월 15일
4호 11월 15일

    (원고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 심의 후 결의에 따른다)

4. 제출방법 : 한부동산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5. 제출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 학교 브리지관 422

(국제금융 부동산학과 內) [사] 한부동산학회 간사 강은택

[ ☎ 041) 570-7788 (010-3453-0852)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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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투고 신청서

성 명
(한글) 소속

(영문) 직위

주 소

전 화 이메일

논문제목

원 고 내 용 요 약

  

논문 심사비(10만원) 카카오뱅크 3333-11-4301587 (강은택)

원 고

매 수

제 출

일 시
  성 명            (인)

접 수

일 자

접 수

순 서
게재호수

 금번  제     호

 차기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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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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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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로 242 열린M타워2. 11층 1113호

TEL. (02) 3446-2101   FAX. (02) 3446-8840

사단법인 한부동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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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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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