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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요인분석*
- 지역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현**⋅강수진***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Continue Residence
of Seoul Citizen
- Focused on the Mediatior Role of Community Attachment Ji-hyun Kim⋅Kang, S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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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households’ economic affordability and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as factor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continue living, and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 of community attachment among these variable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consider
the demographic change, we examin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n the willingness
to continue living according to age.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age showed that young
people group had significant positive results in all pathways. In the middle-aged and elderly, the path
between satisfaction with the living environment and willingness to continue living was not significant.
And the economic affordability has negative impact on the willingness to continue living. Meanwhile, the
mediation effects of community attachment were significant across all age groups. In particular, this
relationship was most noticeable among young people group. Interestingly, the economic affordability
has been shown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willingness to continue living in the middle-aged and
older groups, the mediating effect of local attachment increased the willingness to continue living.
Therefore, when developing regional policy measures for Seoul citizens' continued reside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ifferent living needs by ag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the community attachment.
Keywords : Willingness to continue living, Community attachment, Economic affordability,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Mediation effect, Multi-group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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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요인들로 경제적 여력과 생활환경만족도의 영향력
을 분석하고, 이들 관계에서 지역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
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조방정식을 기반
으로 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분석자료는 2018 서울서베이를 사용하였다. 연
령별 다중집단분석 분석 결과, 청년층은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양(+)의 결과를 보였다. 하
지만,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생활환경만족도와 계속거주의향 간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
며, 경제여력이 좋을수록 계속거주의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애착의 매개효과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생활환경만족도가 높아질수
록 지역애착이 더욱 높아졌고 이에 따라 거주의향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효과는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경제여력은 계속거주의향에 부정
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애착을 매개했을 때는 계속거주의향이 올라간
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시민들의 계속거주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개발
시 연령별 우선시 되는 생활요구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기존 주민의 거주의향을 높이기 위하
여 재정이 많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서비스만 공급하기 보다는 지역애착을 강화
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계속거주의향, 지역애착, 경제여력, 생활환경만족도, 매개효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Ⅰ. 서 론
서울시 인구는 1992년 1,097만 명을 돌파한 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구
감소 현상은 더욱 현저하여 2016년 990만 명으로 인구 1천만 명이 붕괴된 후, 2020년 말 기
준 약 96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1)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60대 이상 인구는 약 228만 명
으로 총인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는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보경·변미리(2017)2)는 서울 인구의 감소는 출생·사망과 같은 자연적 요인보다 사회
1)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
2) 민보경·변미리, “서울인구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전출입이동의 공간 분석과 유형화”, ｢서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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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매우 크며, 특히 경기도로 30~40대가 집중적으로 전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언론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시 인구감소의 요인으로 ‘비싼 집값’에 주목하고
있다. 높은 주택가격이 사람들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이희
연·이승민, 20083); 김창환, 20154)).5)6) 그러나 사람들이 거주지를 옮기는 이유는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더 나은 여건을 찾기
위함이다(이상림, 2009)7). 즉, 개인과 가족은 효용과 비용을 계산하여 편익을 극대화하고자
할 뿐 아니라, 사회·문화·정책·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시
인구감소 현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연구에서는 지방도시의 인구이동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췄으며(강은
택, 20148); 안아림 외, 20199)),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서울권과 비서울권
으로 나누어 전·출입 또는 이주 의사의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최은영,
200410); 김상원·이훈래, 201611); 송용찬·김민곤, 201612)). 이에반해 서울시는 지속적인 인
구 유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인식
으로 인해 서울시민의 거주의향을 다룬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속거주의향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지역의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이동 유
발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경제요인,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김
연구｣, 제18권 제4호, 서울연구원, 2017, pp.85~102.
3) 이희연·이승민,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인구이동과 통근통행패턴에 미친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제
43권 제4호, 대한지리학회, 2018, pp.561~579.
4) 김창환, “1990 년대 이후 광역권별 지역이동의 계층적 특징: 수도권 전입, 전출자를 중심으로”, ｢한국
인구학｣, 제38권 제1호, 2015, pp.1~32.
5) ‘"서울엔 내가 살 집이 없나봐요"… 서울 인구 1년새 15만명 줄었다’, 매일경제, 2021.03.03.
6) ‘늙고 쪼그라드는 서울…'인구 1000만' 붕괴 눈앞’, 매일경제, 2019.09.17.
7) 이상림,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보건·복지 Issue&Focus｣, 395,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p.1~9.
8) 강은택, “지역별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2권 제2호,
2014, pp.35~46.
9) 안아림·임보영·마강래, “지방 중소도시 유출·유입인구 특성 비교에 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7권 제2호, 2019, pp.21~38.
10) 최은영, “선택적 인구이동과 공간적 불평등의 심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7
권 제2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04, pp.57~70.
11) 김상원·이훈래, 수도권 도시유형별 내부 인구이동 영향요인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7
권 제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pp.737~744.
12) 송용찬·김민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0
권 제3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pp.15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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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김성희, 201613); 이석원 외, 201714); 이경영 외, 201815); 박종용, 201916); 최영출,
201917); Kim et al., 200318); Kim et al, 200519)). 이 외 삶의 만족감이나 행복, 지역애착
과 같은 요인도 계속거주의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오미영, 200820); 김진용·권오정,
201521); 이향미, 201922)).
이 중 우리는 생활환경만족도와 지역애착이 서울시민의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애착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이
검증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불균형에 더하여 저
출산·고령화에 다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팽배한 비수도권 지방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 연구에서 지역애착심을 고양하여 지역사회 만족도와 계속거주의향을 높일 수 있다고 하
였다(오미영, 200823); 마상열 외, 200924); 이향미, 201925)).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민들의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요인들로 주택소유를 포함한 개인(가
구)의 경제적 여력과 주거, 경제, 사회, 교육 등으로 구성된 생활환경만족도의 영향력을 분석
13) 김용진·김성희, “신도시 거주민의 계속거주의사 결정 요인 분석: 분당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5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pp.405~411.
14) 이석원·정승화·문현승, “전북혁신도시 거주민의 주거만족 및 거주의향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
학회논문집｣, 제42권 제1호,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017, pp.43~53.
15) 이경영·정문기·정예은, “지속거주의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
로”, ｢한국행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행정연구원, 2018, pp.179~210.
16) 박종용, “도시공간의 물리적 안전과 노인들의 계속 거주와의 관계분석”,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5 No.1, 한국재난정보학회, 2019, pp.109~120.
17) 최영출, “지역거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조건결합: 의사결정 나무분석의 적용”, ｢한국지방행
정학보｣, 제16권 제1호, 한국지방행정학회, 2019, pp.253~276.
18) Kim, J. H., Pagliara, F., and Preston, J. “An analysis of residential location choice
behaviour in Oxfordshire, UK: a combined stated preference approach”,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8 No.1, 2003, 103~114.
19) Kim, J. H., Pagliara, F., and Preston, J, “The intention to move and residential location
choice behaviour”. Urban studies, Vol.42 No.9, 2005, pp.1621~1636.
20) 오미영,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관계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대, 지역사회 만족 그리고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pp.327~350.
21) 김진용·권오정, “노년기 주거이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분석: 수도권 신도시로 이사한 노인을 대
상으로”, ｢한국노년학｣, 제35권 제2호, 한국노년학회, 2015, pp.525~541.
22) 이향미, “도농복합시 거주민의 거주의향 결정요인과 그 시사점: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 간의 내생성
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20권 제8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pp.610~617.
23) 오미영,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관계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대, 지역사회 만족 그리고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pp.327~350.
24) 마상열·강인주·배광한·정희수·남광우·이우배·홍순헌, “경남 인구감소도시의 관리방안 연구”, ｢중점
정책연구 기본연구｣, 2009-10호, 경남발전연구원, 2009, pp.1~112.
25) 이향미, “도농복합시 거주민의 거주의향 결정요인과 그 시사점: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 간의 내생성
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20권 제8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pp.6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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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이때 지역애착의 매개역할(Mediator role)을 검증하도록 한다. 즉, 생활환경만
족도와 가구의 경제여력, 그리고 계속거주의향 간의 관계에서 서울에 대한 지역애착의 인과
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고령화되고 있는 서울시 인구구조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출현상을 고려하여 연령에 따라 생활환경만족도, 경제여력, 지역애착 간 관계와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며,
서울시민의 계속거주의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
가 있다.

Ⅱ. 이론적 고찰
오늘날 거주 인구 감소는 주요한 도시문제라 할 수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가
장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들 수 있으며(이경영 외, 201826)), 도시 경쟁
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써 활용되고 있다(김용진·김성희, 201627)). 또한, 인구감소지역
은 재정능력과 지역활력 요소가 감소하고(김광주 외, 201028); 권일 외, 201129)), 이에따라
지역주민에게 제공 될 수 있는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계속거주의향에 대한 영향 요인
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계속거주의향이란 ‘자신이 거주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자 하는 의지’로 정의된다(이경영 외, 201830)). 계속거주의향은 개인의 경제적 이득과 더불
어 교육, 문화, 교통, 의료, 안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용진·김성
희, 201631); 이석원 외, 201732); 최영출, 201933); 박종용, 201934); Brasington, 200235);
26) 이경영·정문기·정예은, “지속거주의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 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
로”, ｢한국행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행정연구원, 2018, pp.179~210.
27) 김용진·김성희, “신도시 거주민의 계속거주의사 결정 요인 분석: 분당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5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pp.405~411.
28) 김광주·송미경·조병설·이만형,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관리 정책에 대한 동태적 분석”, ｢한국시스템다
이내믹스 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10, pp.77~96.
29) 권일·김정연·마상열·송미령·오용준·이만형·장경석, “인구감소시대의 도시정책과제”, ｢도시정보｣, 제
346권, 2011, pp.5~21.
30) 이경영·정문기·정예은, “지속거주의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 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
로”, ｢한국행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행정연구원, 2018, pp.179~210.
31) 김용진·김성희, “신도시 거주민의 계속거주의사 결정 요인 분석: 분당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5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pp.405~411.
32) 이석원·정승화·문현승, “전북혁신도시 거주민의 주거만족 및 거주의향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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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0336); Kim et al, 200537)).
이러한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
다. 첫째, 개인특성과 지역의 생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이다. 김중은·김성희(201
4)38)는 분당신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가점유를 하고 주택규모가 크고 거주
기간이 길수록 계속거주의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박해긍(2018)39)은 양산시의 1인 가구와 다인(多人) 가구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인 가구는 연령과 교육환경, 문화 및 여가, 복지서비스가 유의
한 요인이었지만, 다인 가구는 결혼상태, 거주기간, 주택여건, 교통여건, 보건의료, 문화 및
여가, 복지서비스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구구성에 따라 정주의식에 미치는 개인
및 지역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용진·김성희(2016)40)는 수도권 1기 신도시 거주민의 계속거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구
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연령, 성별, 거주기간과 같은 개인
특성과 점유형태, 교육환경, 쇼핑환경과 같은 지역요인이 유의하다고 하였다.
이에 비하여 최영출(2019)41)은 성별, 연령, 소득수준, 혼인상태와 같은 개인특성 변수와
주택가격, 교통, 인구규모와 같은 지역특성이 계속거주의향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지역차원
에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학교, 복지와 같은 정책적 변수의 긍정적 영향력이 더 크기에 주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회논문집｣, 제42권 제1호,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017, pp.43~53.
33) 최영출,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결합조건 탐색: 의사결정 나무분석의 적용”, ｢한국
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9, pp.1~26.
34) 박종용, “도시공간의 물리적 안전과 노인들의 계속 거주와의 관계분석”,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5 No.1, 한국재난정보학회, 2019, pp.109~120.
35) Brasington, D. M., “Edge versus center: finding common ground in the capitalization
debate”,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52 No.3, 2002, pp.524~541.
36) Kim, J. H., Pagliara, F., and Preston, J. “An analysis of residential location choice
behaviour in Oxfordshire, UK: a combined stated preference approach”,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8 No.1, 2003, 103~114.
37) Kim, J. H., Pagliara, F., and Preston, J, “The intention to move and residential location
choice behaviour”. Urban studies, Vol.42 No.9, 2005, pp.1621~1636.
38) 김중은·김성희, “신도시 주거단지의 가구 및 주택형태가 단지 내 인구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 ｢부
동산학보｣, 제56권, 한국부동산학회, 2014, pp.337~351.
39) 박해긍,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
으로”, ｢인문사회21｣, 제9권 제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pp.163~174.
40) 김용진·김성희, “신도시 거주민의 계속거주의사 결정 요인 분석: 분당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5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pp.405~411.
41) 최영출,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결합조건 탐색: 의사결정 나무분석의 적용”, ｢한국
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9,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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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 거주자들의 주거환경만족감과 같은 주관적 요인에 주목한다. 지역의 생활환경
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설물과 서비스 자체의 존재 여부보다는 이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감을
분석하였다. 이경영 외(2018)42)는 서울시 5대 생활권역별로 주거환경만족도의 차이가 나타
나며, 주거환경만족도가 지속거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
로 주거환경만족도의 하위 요소 중 입지편리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청결성 및 안전성, 경제성, 쾌적성 순이었다.
이석원 외(2017)43)는 전북혁신도시를 대상으로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해당 지
역의 다양한 특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입지특성, 환경·문화특성(주변 환경과
문화시설), 사회인프라특성(교육과 사회관계), 경제특성(주택가격과 발전가능성)은 주거만족도
와 거주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거만족도는 거주의향을 더욱 높이는 매개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애착이 계속거주의향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지역과 애착의
합성어인 지역애착(Community Attachment)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감정적 유대를 말한다(Stamm, 1985)44).
오미영(2008)45)은 지역사회의 소속감과 애착은 지역사회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거주의향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향미(2019)46)는 도농복합시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지속적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지역정책성과 함께 적절한 생활서비스의 공급이 거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하였다. 해당 연구는 주민들의 지역소속감을 지역정책성으로 변수화하여 분석하
였는데, 지역정책성과 거주의향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내생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지역정책성은 외생변수보다 그 자체가 개인의 특성이나 주변환경에 의하여 형성되는 내
생변수이기에 일과 여가생활 및 거주환경에 대해 만족할수록 지역정책성도 올라가고, 지역정
책성이 강할수록 거주의향 역시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년층과 같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기영 외, 200
42) 이경영·정문기·정예은, “지속거주의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
로”, ｢한국행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행정연구원, 2018, pp.179~210.
43) 이석원·정승화·문현승, “전북혁신도시 거주민의 주거만족 및 거주의향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
학회논문집｣, 제42권 제1호,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017, pp.43~53.
44) Stamm, K. R., ｢Newspaper use and community ties: Toward a dynamic theory｣,
Norwood, NJ:Ablex, 1985.
45) 오미영,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관계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대, 지역사회 만족 그리고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pp.327~350.
46) 이향미, “도농복합시 거주민의 거주의향 결정요인과 그 시사점: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 간의 내생성
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20권 제8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pp.6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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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김수희 외, 201848); 임준홍·홍성효, 201749); 박준범·마강래, 202050)). 이러한 연구는
노인복지정책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에 고령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성(aging in place)’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박종용(2019)51)은 노인들이 지
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 정신건강 및 웰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해당 지역의 주거, 경제, 사회, 교육 등 다
양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애착이 계속거주의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들 변수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
는 서울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서울의 경우 연령별 인구이동 및 거주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인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주거, 경제, 사회, 교육 등 생활환경만족도와 가구의 경제여력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후, 지역애착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연령에 따라 거주의향에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환경만족
도, 경제여력, 지역애착 간 관계와 영향력에 대해 연령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함께 분석하기로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로 표현되며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
47) 이기영·배은석·박해긍, “도농복합지역의 노인복지 비교 연구: 지역복지계획 보고서를 기반으로”, ｢지
방정부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pp.247~263.
48) 김수희·정종화·송진영,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식적· 비공식적 사
회활동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73권 제3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8,
pp.167~191.
49) 임준홍·홍성효, “도심 거주의향과 지역 내 소비지출에 관한 실증분석: 내포신도시 주변도시 도심거주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7, pp.678~686.
50) 박준범·마강래, “고령자의 계속거주(Aging in Place)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지｣, 제38권 제4호, 대한부동산학회, 2020, pp.5~21.
51) 박종용, “도시공간의 물리적 안전과 노인들의 계속 거주와의 관계분석”,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5 No.1, 한국재난정보학회, 2019, pp.1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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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거주자가 10년 뒤에도 계속 서울시에서 살고자 하는 거주의향에 미치는 독
립변수로써 생활환경만족도와 경제여력은 영향력이 있는가?
둘째, 서울시 거주자가 10년 뒤에도 계속 서울시에 살고자 하는 거주의향에 미치는 독립
변수로써 주관적·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여력은 영향력이 있는가?
셋째, 10년 뒤 서울시 거주의향과 생활환경만족도와 경제여력 간의 관계에 있어 지역애착
은 매개효과(mediation effect)가 있는가?
넷째, 생활만족도와 경제여력이 서울시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
는 조절효과(moderation effect)가 있는가?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8 서울서베이로,52) 20대 이상의 서울시민 중 무응답자를 제
외한 19,853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 1>은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다. 전체 응답자 19,853명 중 남성이 80%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연령대 구성은
52) 서울서베이는 도시 변화를 확인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가치관의 변화를 모니
터링하는 것이 조사 목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집락추
출을 통해 추출된 약 2만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https://data.si.re.kr/), 2021.08.04. 방문하여 참조 작성).

- 13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9券 第3號(通卷 第61號)

청년층(2·30대)이 21.9%, 중장년층(4·50대)이 42.7%, 노년층(60대 이상)이 35.4%이고, 혼
인상태는 기혼이 대다수(71.2%)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는 1인가구가 18.6%, 2인가구는
30.6%, 3인가구는 29.0%, 4인가구는 21.7%로 나타났다.53) 거주지역은 동북권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32.0%), 도심권이 가장 적다(8.1%).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유형

응답자수(%)

유형

응답자수(%)

남성

15,874(80.0)

1인

3,700(18.6)

여성

3,979(20.0)

2인

6,071(30.6)

청년층(2·30대)

4,355(21.9)

3인

5,764(29.0)

중장년층(4·50대)

8,479(42.7)

4인 이상

4,318(21.7)

노년층

7,019(35.4)

도심권

1,612(8.1)

기혼

14,127(71.2)

동북권

6,355(32.0)

미혼

2,071(10.4)

서북권

2,398(12.1)

이혼/별거/사별

3,655(18.4)

서남권

5,894(29.7)

동남권

3,594(18.1)

성별

연령

혼인
상태

구분

가구원 수

거주지역

N=19,853

3. 주요변수와 기초통계
1) 거주의향
거주의향은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
다 ③보통이다 ④어느정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2) 생활환경만족도
생활환경만족도는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만족정도를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말씀해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하위 항목
53) 2018년 기준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은 32.0%이나, 본 연구에서는 18.6%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서
울시 1인 가구 대부분이 20대와 30대로 구성되어 있는데(2018년 기준 연령별 1인가구 비율: 10대
1%, 2·30대 48%, 4·50대 28%, 60대 이상 23%), 본 연구 응답자의 경우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중
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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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이며, 5점 리커트 척도
(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매우 만족)로 측정되었다.

3) 경제여력
경제여력은 가구의 자가 여부, 주관적 경제수준과 월소득, 노후준비 여부에 관한 설문을
사용하였다. 자가 여부는 주거점유 형태로, 자가 집단과 전·월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소득수준(소득, 자산 등 포함)의 최하층을 1로,
최상층을 10으로 구분한다면, 귀댁의 경제소득수준은 어디쯤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
한 문항에 대한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10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소득
수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노후준비 여부는 ‘귀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로 응답은 ‘①준비하고 있다 ②준비(생각)하고 있지 않다’
로 조사되었으나,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역코딩하였다.

4) 지역애착
지역애착은 서울에 대한 고향 인식과 서울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고향인식도는 ‘귀하는 서울을 고향이라고 느끼시는지요?’라는 문항에 ‘① 서울이 고향 같은
느낌이 아주 크다 ② 서울이 고향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 있다 ③ 서울이 고향 같은 느낌이
별로 없다 ④ 서울이 고향 같은 느낌이 거의 없다’로 응답이 서열화 되어있다. 해당 자료도 해
석의 용이성을 위해 역코딩하였다. 자부심은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
요?’에 대한 설문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은 ‘전혀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을 0으로, ‘매우 자부
심을 느낀다’를 10으로 측정하고 있다.

5) 주요 변수 기초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거주의향, 생
활환경만족도, 경제여력, 지역애착의 기
술통계는 <표 2>와 같다.
종속변수인 10년 후 서울시 계속거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계속거주의향
생활
환경
만족도

주의향의 평균은 3.74로 많은 응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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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5

3.74

0.932

주거환경

1

5

3.50

0.859

경제환경

1

5

3.18

0.900

사회환경

1

5

3.32

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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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속하여 서울에 거주하고자 하는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것을 알 수 있다. 생활환경만족도를 구

교육환경

1

5

3.23

0.871

성하는 각 요인의 평균은 주거환경

자가여부

0

1

0.55

0.498

주관적경제수준

1

10

5.42

1.375

노후준비여부

0

1

0.74

0.437

소득수준

1

6

4.37

1.539

고향인식

1

4

3.09

0.849

자부심

0

10

6.80

1.544

3.50, 경제환경 3.18, 사회환경 3.32,
교육환경 3.23으로 나타나 서울시 생활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음
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높은 집값에

경제
여력

지역
애착

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주거환경에 대
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경제여력 변수는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주택점
유는 자가집단이 55%이고,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구의 경제수준 경우 평균 5.42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중간 정도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후준비 여부는 74%의 사람들이 노
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월소득수준은 평균 4.37로, 약
400~500만원 미만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역애착 변수로 고향인식의 경우 평균 3.09로, 서
울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컸다. 서울시민으로 자부심의 평균은 6.80으로,
응답자들은 서울시민으로써 높은 자부심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응답자와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통해 서울시 가구주의 평균 모습은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월소득이 400~500만 원 정도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장년 남
성으로 생활환경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4. 분석방법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값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설문 항목의 신뢰성 및 타

당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서울시 계속거주의향에 대한 생활
환경만족도 변수와 경제여력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지

<표 4> 신뢰도 분석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
0.670
생활환경만족도
0.610
경제수준
0.606
지역애착

역애착의 관계를 검정하면서 연령대에 따른 영향력 차이,
즉 연령의 조절효과(Moderation effect)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지역애착의 매개효과
(Mediation effect)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
석은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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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
다.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 값을 통한 신뢰도 분석은 같은 대상이나 개념을 반복 측정
하였을 때 그 측정값들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김미령·우
종필, 2020)54), 본 연구에 사용된 잠재변수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표 4>에서 보이는 바처럼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 문항이 일관되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55)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측정 문항이
해당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집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계수,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 값을 확인한 결과, 항목들의 표준화계수 값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 잘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 또한 모두 0.5 이상이며,56) 개념신뢰도 값도 모0.7 이상
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57)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는 CMIN/DF=1.988, RMR=0.028, GFI=0.990,
AGFI=0.983, NFI=0.959, IFI=0.959, TLI=0.948, CFI=0.956 RMSEA=0.037로 일반적으
로 제시되는 적합도 기준치를 상회하기에 가설검정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본 연구의 구성개념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4) 김미령·우종필,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대학도서관 재이용과 추천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요소
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4권 제4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20, pp.147~167.
55)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 값이 0.60 이상이면 내적 일치도가 적절하여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R. Zeller and E. Carmines, 1980 ; 변요셉 외, 2016).
56) 평균분산추출(AVE)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한 값들의 합을 표준화 된 요인부하량의 제곱의 합
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0.6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우종필,
2017).
57) 개념신뢰도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과 오차분산의 합으
로 나눈 값으로, 0.7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우종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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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구성개념

생활환경만족도

경제여력

지역애착

하위요인

표준화계수

S.E.

C.R.

P

주거환경

0.55

-

-

-

경제환경

0.55

0.02

45.49

***

사회환경

0.51

0.02

43.92

***

교육환경

0.54

0.02

45.31

***

노후준비여부

0.59

-

-

-

소득수준

0.71

0.13

42.83

***

주관적경제수준

0.61

0.09

44.03

***

자가여부

0.51

0.02

37.59

***

고향인식

0.78

-

-

-

자부심

0.69

0.02

41.95

***

AVE

개념신뢰도

0.56

0.84

0.63

0.87

0.62

0.76

CMIN/DF=1.988 RMR=.028, GFI=.990, AGFI=.983, NFI=.959, IFI=.959, TLI=.948, CFI=.956, RMSEA=.037
*** p＜.001

2.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서울시는 인구구조가 노령화되고 있으며,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본 응답자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고, 젊을수록 계속거주의향은 높아졌
다.58)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거주의향이 감소하는지, 연령(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계수의 크기를 집단 간 비교
할 때 사용하는 다중집단분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교차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측정동일
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으로, 비제약 모형과 요인부하량 제약 모형
은 차이가 있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11.85 df=12<21.026). 이는 연령대에 따른 집단이
측정도구를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요인부하량의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58) 연령대별로 10년 후 서울시 거주의향을 구분한 기술통계량으로 집단별 거주의향을 비교해보면 거주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집단은 청년층이다.
집단

N

계속거주의향 낮음

계속거주의향 보통

계속거주의향 높음

청년층

4,355

283(6%)

1,247(29%)

2,825(65%)

중장년층

8,479

866(10%)

2,455(29%)

5,158(61%)

노년층

7,019

726(9%)

1,922(23%)

4,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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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



df

CFI

RMSEA

 (df)

Sig

비제약

669.41

117

0.96

0.022

-

-

요인부하량제약

681.26

129

0.95

0.022

8.46(12)

유의하지 않음

=.05일 때, df(12)=21.03

다중집단 분석결과는 <그림 2>로 구조방정식모형의 경로에서 청년층은 모든 경로에서 긍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만,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생활환경만족도와 계속
거주의향 간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계속거주의향을 지원하기 위
하여 편의시설과 물리적 환경이 조성해야 한다는 박종용(2019)59)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이
나, 분석대상이 지방 도시에 거주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활환경은 주거, 경제, 사
회, 교육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생애주기에 따라 그 중요성이 차이가 있다. 최영출(201
9)60)에 의하면 인구규모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들은 인프라와 경제·문화자본 및 인
본자본(학교, 의료, 복지 등)이 잘 구축되어 있다. 이미 병원과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진 서울
시에 거주하는 중장년과 노년층들은 계속하여 서울에 거주할 것인가에 생활환경의 만족도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현재 20대 청년층은 10년 후 본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부양하게 될
것이므로 주거, 사회, 경제, 교육 등의 생활환경만족도에 따라 계속거주의향이 결정될 수 있
다.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생활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탈(脫)서울을 감행할 가능성도
크다. 김창환(2015)61)은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은 결혼 후 독립한 신혼 하위직 화이트칼라들
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하게 만드는 직접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서인석 외(2016)62)와 이
경영 외(2018)63)는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계속거주의향을 높이기 위해 생활환경만족도를 올
릴 수 있는 다양한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청년층의 서울시 계속
59) 박종용, “도시공간의 물리적 안전과 노인들의 계속 거주와의 관계분석”,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5 No.1, 한국재난정보학회, 2019, pp.109~120.
60) 최영출, “지역거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조건결합: 의사결정 나무분석의 적용”, ｢한국지방행
정학보｣, 제16권 제1호, 한국지방행정학회, 2019, pp.253~276.
61) 김창환, “1990 년대 이후 광역권별 지역이동의 계층적 특징: 수도권 전입, 전출자를 중심으로”, ｢한
국인구학｣, 제38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2015, pp.1~32.
62) 서인석·기영화·이승종, “커뮤니티웰빙 지표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의 탐색적 유형화-Kee의 커뮤니
티웰빙 6 자본요인 및 지표의 활용”, ｢한국행정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행정연구원, 2016,
pp.49~76.
63) 이경영·정문기·정예은, “지속거주의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
로”, ｢한국행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행정연구원, 2018, pp.17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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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표적으로 생활환경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2] 연령별 다중집단분석 결과

또한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청년층과 달리 경제여력이 좋을수록 계속거주의향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경제여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일수
록 10년 뒤에도 서울에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해야 하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은 10년 후 더욱 왕성한 경제활
동을 하고, 소득과 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것이며, 이런 기대감은 경제여력을 잘 쌓아
가는 청년들일수록 높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여력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와 고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구
를 이동시킨다는 신고전주의 인구이동모델(이상림, 2009)64)이 서울의 경우 젊은 층에 계속거
주의향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7>은 연령별 지역애착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65)을 통
해 확인하고, 매개효과의 크기를 확인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집단에서

64) 이상림,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최초이동, 계속이동, 귀환이동”, ｢한국인구학｣, 제32권 제3
호, 한국인구학회, 2009, pp.43~72.
65) 부트스트래핑은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데이터를 대상으로 재표본추출을 통해 표준오
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우종필, 2017),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매개효과의 존재가 통계
적 무선오차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염동문·정정숙, 2014; Shrout & Bolg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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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만족도는 지역애착을 통해 간접적으로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환경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지역애착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계속거주의향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역애착은 지역사회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거주의향에도 영향을
주는 매개역할을 수행한다는 오미영(2008)66)과 이향미(2019)6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매개효과는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손경민·진장익(2020)68)은 청년층의 지역
선호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일자리·도시어메니티를 지목하였는데, 본 분석의 결과는
청년들은 도시어메니티에 대한 충분한 만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고향과 같은 소속
감을 느끼게 되며, 이처럼 지역에 대한 애정이 쌓일수록 계속거주의향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표 7> 연령별 지역애착 매개효과와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생활환경만족도→지역애착→
계속거주의향

경제여력→지역애착
→계속거주의향

집단

매개효과 계수

Boot. S.E.

청년층

0.126***

중장년층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0.019

0.096

0.138

0.119***

0.021

0.112

0.137

노년층

0.070***

0.022

0.055

0.125

청년층

0.084***

0.019

0.041

0.098

중장년층

0.123***

0.015

0.119

0.146

노년층

0.082***

0.017

0.041

0.093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여력이 지역애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계속거주의향을 유의하
게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경제여력이 높으면 계속거주의향이
떨어졌으나, 지역애착을 매개했을 때는 계속거주의향에 정(+)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이 흥미롭
다. 미래보다 현재의 정서적 안정을 강하게 필요로 하는 중장년 및 노년층은(DeWall et al.,
2006)69)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친밀성과, 소속감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66) 오미영,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관계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대, 지역사회 만족 그리고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pp.327~350.
67) 이향미, “도농복합시 거주민의 거주의향 결정요인과 그 시사점: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 간의 내생성
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20권 제8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pp.610~617.
68) 손경민·진장익, “지역특성이 노인층· 청년층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조방정식 경로분석모
형을 활용하여”, ｢국토계획｣, 제55권 제4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0, pp.19~34.
69) DeWall, C. N., Visser, P. S., & Levitan, L. C., “Openness to attitude change as a function
of temporal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32 No.8,
2006, pp.1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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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Nostrand et al., 2012).70) 이에 따라 고향이라는 안정감과 친
숙도, 본인의 거주지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심리요인이 경제여력의 부정
적 영향력을 상쇄하여 계속거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Ⅴ. 결 론
1990년대부터 감소하고 있는 서울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역 내 계속거주’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생활환경만족도와
가구의 경제여력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계 이면에 지역애착
의 인과적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때 연령에 따라 변수 간 관계와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 다중집단분석 결과 청년층은 모든 경
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생활환경만족도와 계속거
주의향 간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청년층과 달리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경제여력이 좋
을수록 계속거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
환경만족도와 계속거주의향, 경제여력과 계속거주의향 사이에서 지역애착의 매개효과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넷째, 생활환경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지역애착이 더욱 높아져
계속거주의향이 높아지는데, 이와 같은 효과는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중장
년층과 노년층에게 경제여력은 계속거주의향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나, 지역애착을 매
개했을 때는 계속거주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생활환경만족도가 계
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시민들
의 생활환경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생활시설과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
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거주의향을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구조를 고려
하지 않은 채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70) Nostrand, J.A., Glicksman, A., Lubben, J., & Kleban, M., “The role of the social
environment on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older adults”,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Vol.26, 2012, pp.2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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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든 연령집단 모형에서 지역애착은 계속거주의향을 직접적으로 올릴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매개효과가 크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경제여력이 계속
거주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생활환경만족도는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애착를 매개로 하였을 경우, 모두 유의하게 계속거주의향을 높이는 효
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존 주민의 거주의향을 높이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지역애착
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애착이 거주
의향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주요한 정책개발 요인이 아니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계속거주의향을 지원
하는 데 지역애착과 같은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의 성격상 계속거주의향에 대한 횡단면 분석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계속거주의향 변화의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볼 수 없으며, 생활환경만
족도, 경제여력, 그리고 지역애착 등 요인의 변화가 계속거주의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볼 수 없었다. 추후 시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단일시점의 연구보다 더 자세한 결과를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요인들과 함께 물리적 요인
들에 대한 고려 또한 추후 연구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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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Noryangjin New Town, redevelopment area, panel VAR model, house sale

** 정회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mykjh1010@naver.com, 주저자)
** 정회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hjchun6807@smu.ac.kr, 교신저자)

- 27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9券 第3號(通卷 第61號)

【국문요약】
본 연구는 거시경제변수가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사업구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주택가격을 예측하는 것이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주택매매가격의 월별자료로 구성하였다. 주
택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축 경과 년 수, 관공서까지 거리, 버스정류장까지 변수는 패널 자
료이며, 주택거래량, 주택인·허가실적, CD금리 등 거시경제변수는 시계열 자료로 구성되었으
며, 모든 변수는 분산 안정화를 위해 로그 변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주택매매가격은 주택인·허가실적과 주택거래량 간 양방향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CD금리 및 건축 경과 년 수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은 미치나,
그랜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 반응함수 결과, 주택매매가격 자신에 의한 충
격은 정(+)의 반응을 보이며, 주택거래량은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인·허가실적은 처음에 부(-)
의 반응을 보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충격이 점차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D금리 및
건축경과 년 수는 부(-)의 반응을,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정(+)의 영향이 10년까지 지속된 것
으로 나타났다. 관공서까지 거리는 정(+)의 반응을 보였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지역, 주택시장, 패널 VAR 모형, 주택매매

Ⅰ. 서 론
주택은 통상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산으로서 자산가치 변동에
민감한 투자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71.8%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부동산자산 중 주택자산 비중이
42.5%를 차지해 부동산자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1)
주택소유자 또는 투자자로서 주택시장의 흐름에 큰 관심을 가지며 주택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당국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금융기관 등 여러 경제주체 등에게도 거래량이
나 주택가격에 대한 예측은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2)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2020.
2) 이영수·이종필,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인과관계 및 예측력: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주택도시연구｣,
SH 도시연구원, 제8권 제3호, 2018,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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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은 거시경제지표,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거환경, 이사, 투자유인 등의 조건에 의
해 변동하는 동태적인 특성을 보인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가격의 변동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이 투자 자산으로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기
도 하지만, 그 반대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3)
주택가격 변동과 그에 따른 효과는 부의 효과이론, 신용가격효과이론, 금융확산이론, 수요
와 공급의 균형이론 등에 의해 설명된다.4) 부의 효과(wealth effect)이론은 주식시장 상승
같은 금융시장 호황은 투자수익 및 미래의 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부동산 투자수요를 촉진함으
로써 가격상승의 원인을 제공하며, 또한 주택가격 상승은 미래 소득상승의 기대로 소비가 촉
진되어 경제 상황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신용가격효과(credit price effect)이론은 부동산 가격상승은 담보 가치를 높여 기업과
일반 가계의 대출이자 비용을 줄임으로써 부동산 투자를 촉진한다. 금융확산 이론은 특정 자
본시장의 위기는 투기심리를 위축하게 하고 그 영향이 다른 시장으로 전파되어 그 영향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5) 재개발지역에 투자·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를
발표하며, 개발규제를 하였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 및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2017년부
터 8.2. 대책, 10.24.대책 등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6)
서울시는 2021년 5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재개발사업
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의 개입을 통해 가
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의 단축,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및 건축 높이 제한
을 완화한다는 방안이다.
동작구 노량진 일대는 도심 접근성이 좋아 개발이 완료되면, 신도시급 신축아파트로써, 기
대가 높은 지역이다. 노량진뉴타운 재개발구역은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와 조합원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
도는 사업의 사업성과 관련이 많다. 사업의 지연은 추가공사비의 부담 등으로 사업성 악화로
3) 전해정,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주택 매매, 전세시장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제13권 제2
호,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학회, 2015, p.2.
4) Liow, K, H., Huang, Y., & Song, J.,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housing and
stock market: Some evidence from wavelet analysis”, ｢The Nort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vol.50, North American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2019., 101033.
5) Tsai,I, “Dynamic information transfer in the United States housing and stock markets”, ｢
The Nort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vol.34, North American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2015, pp.215~230.
6) 전해정, “서울시 주택매매가격 순환주기변동에 거시경제변수가 미치는 영향: HP필터와 베이지안 VAR
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학보｣, 제77권, 한국부동산학회, 2019,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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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될 우려가 크다.
노량진뉴타운 재개발구역은 1구역부터 8구역으로 구분되어 구역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급격한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주
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12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2013년 상승세로
전환 후 2015년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재개발시행 여부에 불확실성을 제거하
는 시장변화가 주변에 주택매매가격시장에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 고려해 장기간
걸린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사업 주택매매가격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재
개발사업은 특성상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고 경제 상황과 부동산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경제변수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사업구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VAR 모형으로 실증분석하고 구역별 주택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다. 시간
적 범위는 200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구역의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월별 매매된 실거래가격의 패널 자료이다.
서울시 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의 주택매매가격을 종속변수로, 설명변수는 주택거래량, 주
택건설인·허가실적, CD금리 등 거시경제변수의 시계열 자료로 분석하고, 건축 경과 년 수,
관공서까지 거리,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등은 패널 자료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이론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장은 실증분석의 변수 및 자료을 설명
하고, 4장은 실증분석으로, 패널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패널 충
격반응함수, 패널 VAR 모형 추정, 예측오차 분산 분해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마지막 장은 결
론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사업추진 및 구역현황
연구대상 지역은 2003년 11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2동, 대방동 일원에 소재한
면적 738,866㎡를 노량진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서울시 공고 2003-372호)하였다. 이 지역
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지정되어, 동일구역 내 공동주택의 시차적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에는 흑석 촉진구역와 노량진촉진구역 등 2개의 촉진지구, 흑석구역 10
개 촉진구역과 노량진 8개 촉진구역 등 18개 촉진구역이 결정 고시되어 정비사업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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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노량진뉴타운 사업구역의 유형은 면적 50만㎡ 규모 이상의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주거지역으로, 사업방식
은 재개발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738,866㎡의 면적 중 재개발을 진행하지 않는 5개 존치
관리구역(면적 147,416㎡) 및 구역 내 존치시설(학교, 종교시설, 병원 등, 면적 104,823㎡),
먼저 시행한 주택재개발 및 시장정비사업구역(면적24,864㎡)을 제외한 면적 461,763㎡의 규
모로 8개 촉진구역 중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2, 6구역) 및 사업시
행인가를 받거나 관리처분을 받을 예정인 구역 (6개 구역) 등으로 동일구역 내 공동주택의 시
차적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1>은 노량진 8개 촉진구역 현황이다.
<표 1> 노량진뉴타운 촉진구역 현황
(단위:㎡)

구분

사업
구역

대표 행정 지번

면적

유형

사업
방식

추진내용

동작구

1구역

노량진동 278-4번
일대

132,132

촉진

재개발

건축심의 승인

측량 및지질
검사

동작구

2구역

노량진동 312-75번
일대

16,208

촉진

재개발

관리처분 및
조합원 분양완료

시공사 선정:
SK건설

동작구

3구역

노량진동 232-19번
일대

73,068

촉진

재개발

사업인가

시공사선정중

동작구

4구역

노량진동 227-121번
일대

40,512

촉진

재개발

동작구

5구역

노량진동 270-3번
일대

38,137

촉진

재개발

시공사 선정 중

시공사선정
입찰(10.29.)

동작구

6구역

노량진동
294-220번 일대

72,809

촉진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조합원분양완료

시공사 선정:
GS＆SK건설

동작구

7구역

대방동
13-31번 일대

33,155

촉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SK건설

동작구

8구역

대방동
44-1번 일대

55,742

촉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조합원분양완료

시공사선정:대
림건설

소계
노량진 존치지역

비고

사업시행인가
시공사선정:현
조합원감정가 완료
대건설

461,763
노량진동 84 외

147,416

존치

존치관리구역 지정

노량진사업구역

104,823

존치

지역 내 공공시설 병원, 학교 등

재개발구역

노량진동122-37일대

17,539

재개발

기 시행구역

주택재개발

시장사업구역

노량진동307-9일대

7,325

재개발

기 시행구역

시공사선정중

존치시설

합계

738,866

출처: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및 동작구청 자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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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 내 신축되는 재개발아파트 규모는 약 9,135세대로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임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개 촉진구역 중 면적과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1구역은 조합원 총
분양세대는 2,992세대로 조합원 분양 1,038세대, 일반분양 1,423세대, 임대주택은 531세대로
다른 구역에 비해 일반분양이 많은 특이한 형태로 구성되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된다. <표 2>는 노량진뉴타운 구역별 세대수 구성 현황이다.
<표 2> (노량진뉴타운 구역별 세대수 구성 현황(약 9,135세대 ))
(단위:세대)

구역명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노량진시장

총 세대수

2,992

421

1,069

844

727

1,499

576

1,007

212

조합원 수

1,038

91

588

418

413

770

369

437

140

일반

1,423

224

300

281

184

467

109

398

72

임대

531

106

181

145

130

262

98

172

0

출처: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및 동작구청 자료, 2021.

노량진재개발사업구역은 2009년 12월 6개 사업구역 지정 및 2010년 2월 2개 구역 지정
추가로 사업구역 지정이 완료되었다. 재개발사업 단계별 분류에 의하면 1단계 계획수립단계
이다. 2010년 6월 2구역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2017년 11월 가장 늦은 1구역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하였다. 재개발사업 절차에 의거 2단계 시행 주체 구성단계이다. 건축심의 및 사
업시행인가는 2014년 8월 2구역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1구역이 마지막 순서로 2022년 6
월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1구역은 다른 구역에 비해 토지면적 대비 조합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양호한 입지조건과 수익성이 좋아 사업 진척이 빠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조합원 상호 간 갈등이 심화 및 소송 계류 등으로 사업진척도가 늦어지게 되었다. 정부의 실
소유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2019년 1월 2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접수된 정비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되더라도 주택의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노량진정비 지구의 8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지 않은 1구역, 3구역, 5구역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매매가 불가능하
게 되었다.7) 재개발사업 단계별 분류에 의하면 3단계 실행계획 수립단계이다. 재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는 계획단계 및 시행단계, 완료 단계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의
사업성은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는 사실은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관리처분
계획이나 비례율을 들 수 있다.
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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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도시정비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은 주택가격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주택가격을 추정하는 연구와 주택가격 변화추세를 시
계열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진행단계별 가격상승 효과를 분석하거나 도시정
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변 주택가격 상승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거시경제
요인 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한 VAR 모형을 사용하여 주
택가격 예측을 한 연구가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김만기(2004)8)는 도시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가격 결정 요인 분석에서 도시개발 특성과
주택구조 특성의 각각의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특성가격함수 방정식으로 분석한 결과, 연
구 대상으로 선정한 3개 지구 간 공공주택의 구조 특성, 편리성, 쾌적성, 안정성의 차이가 존
재하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결정되었음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성상준(2009)9)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환경이 수익과 조합원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
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분양가 자율화의
영향으로 일반 및 조합원 분양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성훈(2016)10)은 뉴타운 사업지구의 소유자 거주 여부와 매입 시기에 따른 사업 찬·반
의사결정의 영향과 의사 구조에 대한 분석에서 소유자의 사업 찬·반 의사결정에는 지역의 낙
후·노후도보다는 소유자의 거주 및 경제 특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금상수· 서진형(2016)11)은 부동산 자산가치의 적정규모와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3차 곡
선 모형과 희귀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부동산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수들의 특징과 최
적 규모의 기준을 분석한 결과, 권역 구분에서는 YBD와 GBD권역이 가장 자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권역별 공실률은 CBD, GBD, ETC, YBD 순서로 분석되었으며, 연면적
이 클수록 부동산 가치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8) 김만기, “도시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가격 결정 요인 분석: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박
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pp.1~154.
9) 성상준, “주택재개발조합의 특성에 따른 조합의 수익과 조합원의 자산가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9. pp.1~148.
10) 김성훈, “뉴타운 사업지구의 소유자 거주여부와 매입시기에 따른 사업찬·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가리봉 뉴타운 사업지구 실증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 대학교 도시대학원. 2016.
pp.1~122.
11) 금상수· 서진형, “부동산 자산가치의 적정규모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오피스빌딩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제37권 제2호, 2019,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지,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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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현(2016)12)은 주택재개발사업 이후 기대주택 가격 결정요인을 설문지 법을 통한 분
석에서 평면구조와 아파트브랜드, 조망권 등이 주택가격에 정(+)의 영향이, 직장과 교육시설,
문화시설과의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득현(2019)13)은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에 따른 갈등에 관해 군집분석과 의사결정
트리 분석 결과 합리적 가격산정과 토지분할 갈등의 처리비용이 전체 개별수익에 미치는 영
향의 핵심이라고 분석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영수(2010)14)은 주택매매, 전세가격과 거시경제변수의 관계를 VAR 모형을 이용해 분
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 이자율 간에는 공적분이 존재하며 전세
가격은 주택 매매가격, 이자율과 정(+)의 관계가 있으며, 주택가격에 금기 이자율은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영수·이종필(2018)15)은 서울과 부산을 대상으로 벡터 오차수정(VEC)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인과관계 검정 및 모형의 예측력 검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과
부산 두 도시 모두에서 주택가격과 거래량에는 장기적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고, 주장했다.
전해정(2019)16)은 베이지안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변수가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매매가격에 CD금리는 음(-)의 영향을, 통화량, 소비자물가
지수, 산업생산지수는 정(+)의 효과가 있음을 분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진수(2020)17)는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택시장 예측요인
분석한 결과, 주택매매가격은 거래량과 전세가격, 주택건설인·허가실적, 회사채수익률에 의해
예측할 수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후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종희·전해정(2021)18)은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사업 주택매매가격 결정요인을 헤도닉 가
12) 박유현, “주택재개발사업 이후 기대주택가격 결정요인분석”,박사학위논문, 영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pp.1~110.
13) 조득현, “주택 재건축사업 토지분할에 따른 갈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
원, 2019. pp.1~161.
14) 이영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VECM 분석”, ｢부동산학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0. pp.21~32.
15) 이영수·이종필,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인과관계 및 예측력: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주택도시연구｣,
제8권 제3호, SH 도시연구원, 2018. pp.51~67.
16) 전해정, “서울시 주택매매가격 순환주기변동에 거시경제변수가 미치는 영향: HP필터와 베이지안
VAR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학보｣, 제77권, 한국부동산학회, 2019. pp.109~121.
17) 김진수,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택시장 예측요인 분석: 서울시 25개 자
치구 주택매매가격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 2호, 한국제도경제학회, 2020.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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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결정모형을 이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의 동일구역 내 시차별 재개발사업 시 단계
별 주택가격 결정요인 중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계약년 수, 대지
면적, 도로접면 여부, 경과 년 수 순으로 분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표 3>은 선행연구 결과
이다.
<표 3>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연도)

논문제목

연구결과

김만기(2004)

도시개발 특성과 주택구조 특성의 각각의 변수들이 미
도시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가격 치는 영향을 특성가격함수 방정식으로 분석한 결과, 연
결정 요인 분석: 서울시 도시개발 구 대상으로 선정한 3개 지구 간 공공주택의 구조 특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성, 편리성, 쾌적성, 안정성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성상준(2009)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환경이 수익과 조합원의 자산가
주택재개발조합의 특성에 따른
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조합의 수익과 조합원의 자산가치
2003년 이후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분양가 자율화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영향으로 일반 및 조합원 분양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중심으로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성훈(2016)

뉴타운 사업지구의 소유자 거주 여부와 매입 시기에 따
주택재개발조합의 특성에 따른
른 사업 찬·반 의사결정의 영향과 의사 구조에 대한 분
조합의 수익과 조합원의 자산가치
석에서 소유자의 사업 찬·반 의사결정에는 지역의 낙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후·노후도보다는 소유자의 거주 및 경제 특성이 주요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금상수·서진형
(2016)

부동산 자산가치의 적정규모와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3
차 곡선 모형과 희귀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부동산자산
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수들의 특징과 최적 규모의
기준을 분석한 결과, 권역 구분에서는 YBD와 GBD권
역이 가장 자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권역별
공실률은 CBD, GBD, ETC, YBD 순서로 분석되었으
며, 연면적이 클수록 부동산 가치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부동산 자산가치의 적정규모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오피스빌딩을 중심으로

박유현(2016)

주택재개발사업 이후 기대주택 가격 결정요인을 설문
지 법을 통한 분석에서 평면구조와 아파트브랜드, 조망
주택재개발사업 이후 기대주택가격
권 등이 주택가격에 정(+)의 영향이, 직장과 교육시설,
결정요인분석
문화시설과의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조득현(2019)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에 따른 갈등에 관해 군집
주택 재건축사업 토지분할에 따른 분석과 의사결정 트리 분석 결과, 합리적 가격산정과
갈등에 관한 연구
토지분할 갈등의 처리비용이 전체 개별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이라고, 분석하였다.

18) 김종희·전해정,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사업 주택매매가격 결정요인 분석”, ｢부동산경영 제23집｣, 부동
산경영학회, 2021. pp.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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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논문제목

연구결과

이영수(2010)

주택매매, 전세가격과 거시경제변수의 관계를 VAR 모
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주택 매매가
격, 전세가격, 이자율 간에는 공적분이 존재하며 전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VECM 분석
가격은 주택 매매가격, 이자율과 정(+)의 관계가 있으
며, 주택가격에 금기 이자율은 정(+)의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했다.

이영수·이종필
(2018)

서울과 부산을 대상으로 벡터 오차수정(VEC)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인과관계 검정 및 모형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인과관계 및
의 예측력 검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과 부산
예측력: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두 도시 모두에서 주택가격과 거래량에는 장기적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전해정(2019)

베이지안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변수가
서울시 주택매매가격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매매
순환주기변동에 거시경제변수가
가격에 CD금리는 음(-)의 영향을, 통화량, 소비자물가
미치는 영향: HP필터와 베이지안
지수, 산업생산지수는 정(+)의 효과가 있음을 분석하였
VAR모형을 이용하여
다고, 주장했다.

김진수(2020)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택시장 예측요인
분석: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택매매가격을 중심으로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
택시장 예측요인 분석한 결과, 주택매매가격은 거래량
과 전세가격, 주택건설인·허가실적, 회사채수익률에 의
해 예측할 수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후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영향력의 차
이를 규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사업
주택매매가격 결정요인 분석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사업 주택매매가격 결정요인을 헤
도닉 가격 결정모형을 이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공동
주택의 동일구역 내 시차별 재개발사업 시 단계별 주택
가격 결정요인 중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
향력의 크기는 계약년 수, 대지면적, 도로접면 여부, 경
과 년 수 순으로 분석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종희·전해정
(2021)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우선,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사업구
역의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월별 매매된 주택 실거래가격의 패널,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패
널 VAR 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구역을 월간 단위 시
계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시장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택매매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 하였다. 관공서(동작구청, 노량진동사무소)까지 거리 및 버스정류장까지 거리는 GIS을 통
해 해당 주소지까지 실측하여 작성하였고, 건축 경과 년 수는 민원 24시에서 제공하는 자료
를 추출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주택 신축년 도를 차감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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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분석
1. 자료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실거래가 자료수집의 가능성을 고려한 2006년부터 2020년까
지 월별 자료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사업지역의 1구역부터 8구
역까지 매매된 실거래가격의 패널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주택매매가격(Y),
주택거래량(X1), 주택인·허가 실적(X2), CD금리(X3), 건축 경과년 수(X4), 관공서(동작구청,
노량진동사무소)까지 거리(X5), 버스정류장까지 거리(X6)로 설정하였다. 주택매매가격(Y), 건
축 경과 년 수(X4), 관공서까지 거리(X5), 버스정류장까지 거리(X6) 변수는 1구역부터 8구역
으로 구성한 패널 자료이며, 주택거래량(X1), 주택인·허가실적(X2), CD금리(X3) 등 거시경제
변수는 시계열 자료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변수는 로그 변환 처리하여 분산 안정화를 위해 사
용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는 패널 자료인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자료인 주택거래량, 주택인·허가실
적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수집하였으며, CD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택 실거래가에 대한 통계자료가 2006년 1월부터 제공된 사유로 해당
자료는 2006년 1월분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였다. 주택인·허가실적 증가는 주택
공급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패널 자료인 관공서까지 거리 및 버스정류장까지 거리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해당 주소지까지 실측하여 작성하였다. 건
축 경과 년 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주택 신축년 도를 차감하여 작성하였다. 변수에 대한 설
명은 <표 4>와 같다.
<표 4> 변수설명
구분

변수명

설명

출처

단위

비고

Y

주택매매가격

제곱미터당 단가

국토교통부

만원/㎡

패널 자료

X1

주택거래량

주택거래량

국토교통부

동(호)수

시계열 자료

X2

주택인·허가실적

주택건설인·허가실적

국토교통부

호

시계열 자료

X3

CD금리

CD유통수익률

한국은행

%

시계열 자료

X4

건축경과년 수

2020-건축년 수

민원 24시

년

패널 자료

X5

관공서 거리

관공서까지 거리

주소지 실측

m

패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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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 분석
각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아래 <표 5>와 같다.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833.48만 원/㎡
이며, 최저가격은 397.12만 원/㎡, 최고가격은 2,940.03만 원/㎡이다. 주택거래량은 평균
1,427,380건, 주택인·허가실적은 평균 528,171.20호, CD금리는 평균 3.72%, 건축 경과 년
수는 평균 31.16년, 관공서까지 거리는 평균 355.52m, 버스정류장까지 거리는 평균 305.64m
로 나타났다. 표본수(Obs)가 117개로 된 것은 2구역이 2010년, 2012년, 2013년 일부 데이터
가 부재해서, 매매거래가 거의 없으므로, 다른구역도 이표본 수에 맞추기 때문이다.
<표 5> 기술통계량
변수

Obs

평균

표준편차

최저값

최고값

Y

117

833.48

454.88

397.12

2940.03

X1

117

1427380.00

299786.30

1004006.00 2021865.00

X2

117

528171.20

116440.90

371285.00

765328.00

X3

117

3.72

1.62

1.89

7.02

X4

117

31.16

4.54

22.00

44.63

X5

117

355.52

130.48

130.75

589.14

버스정류장까지 거리의 구역 옆 숫자는 번지를 묶음으로 나타냈다. (1, 2, 3, 4,) 구역이
버스정류장까지 가깝고, (5, 6, 7, 8) 구역이 거리가 먼 편이다. 버스정류장까지 거리의 설명
은 <표 6>과 같다.
<표 6>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단위: 번지, ㎡)

1~4구역 버스정류장까지거리
1구역-6

261.61

2구역-06

155.43

3구역-06

146.53

4구역-06

215.43

1구역-7

191.76

2구역-07

147.00

3구역-07

138.27

4구역-07

198.00

1구역-8

197.44

2구역-08

134.00

3구역-08

128.00

4구역-08

292.25

1구역-9

253.65

2구역-09

142.40

3구역-09

139.37

4구역-09

206.78

1구역-10

209.40

2구역-10

142.45

3구역-10

172.20

4구역-10

167.00

1구역-11

275.75

2구역-11

172.00

3구역-11

167.00

4구역-11

192.14

1구역-12

235.25

2구역-12

172.3

3구역-12

130.00

4구역-12

169.67

1구역-13

222.45

2구역-13

172.5

3구역-13

115.50

4구역-13

1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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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14

217.13

2구역-14

157.00

3구역-14

189.67

4구역-14

216.33

1구역-15

207.45

2구역-15

107.00

3구역-15

156.45

4구역-15

181.33

1구역-16

252.90

2구역-16

170.00

3구역-16

147.78

4구역-16

168.43

1구역-17

250.13

2구역-17

161.67

3구역-17

159.29

4구역-17

190.00

1구역-18

220.29

2구역-18

144.50

3구역-18

144.00

4구역-18

219.14

1구역-19

218.67

2구역-19

172.88

3구역-19

155.57

4구역-19

189.19

1구역-20

266.61

2구역-20

138.13

3구역-20

151.93

4구역-20

193.60

5~8구역 버스정류장거리
5구역-06

435.11

6구역-06

329.08

7구역-06

470.26

8구역-06

500.84

5구역-07

413.33

6구역-07

238.50

7구역-07

475.43

8구역-07

452.00

5구역-08

473.25

6구역-08

331.64

7구역-08

411.33

8구역-08

371.00

5구역-09

400.71

6구역-09

339.08

7구역-09

481.39

8구역-09

494.25

5구역-10

449.33

6구역-10

331.20

7구역-10

464.50

8구역-10

465.20

5구역-11

410.25

6구역-11

308.25

7구역-11

443.00

8구역-11

465.29

5구역-12

360.00

6구역-12

395.75

7구역-12

475.50

8구역-12

492.17

5구역-13

431.60

6구역-13

404.33

7구역-13

479.80

8구역-13

531.00

5구역-14

383.50

6구역-14

287.75

7구역-14

489.38

8구역-14

475.71

5구역-15

341.00

6구역-15

311.23

7구역-15

471.25

8구역-15

431.18

5구역-16

463.00

6구역-16

338.57

7구역-16

480.21

8구역-16

500.88

5구역-17

419.70

6구역-17

332.72

7구역-17

454.61

8구역-17

452.88

5구역-18

454.56

6구역-18

336.13

7구역-18

480.68

8구역-18

483.63

5구역-19

420.76

6구역-19

320.62

7구역-19

471.00

8구역-19

481.77

5구역-20

447.44

6구역-20

340.33

7구역-20

459.53

8구역-20

386.00

2003년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을 지정하고 주택매매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금융위기 기간에서 2013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2015
년부터 상승국면으로 전환되었다. 2017년 11월 10일 1구역이 조합이 설립되고, 정부 정
책19)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되며, 2018년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9년 주택가격이 2배
정도 폭등하였다. 전국적으로 주택매매가격이 2020년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CD금리 유통수익률은 2008년 7의 숫자 최고점을 찍은 후 2009부터 2016년 까지 하향 추
세를 지속하고, 2017년 상승하다가 2019년 하락하였다. 주택거래량의 경우 2006년 사업구
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을 위한 진행되는 시기 거래량이 급등한 후 완만히 하향 안정
세를 유지 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진행되던 2010년과 2012년 거래량의 저점이 되었다. 노
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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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진뉴타운은 개발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주택가격이 저 평가되어 2013년 급속하게 거래량이
증가 선을 나타냈다. 2015년 주택거래량이 정점에 상승하였고, 2016년은 거래가 주춤하다가
2017년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2019년 정부 정책의 취득세 상승, 양도세 중과로 주택매매 거
래량이 감소하다가 2020년 주택매매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자들의 주택매수거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재개발사업은 단계별로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형성되어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 투자하면 개발이 장기간 걸
릴 수 있고, 변수가 많으니 투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전체기간에 대한 각 변수들의 변동
추이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시계열 자료
주택 거래량(X1)

주택건설인·허가 실적(X2)

CD금리 유통수익률(X3)

패널 자료
주택매매 가격(Y)

건축 년 수(X4)

관공서까지 거리(X5)

버스정류장까지 거리(X6)

[그림 1] 각 변수들의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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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패널 단위근검정을 실시하였다. 패널 단위근검정을 실시
하는 것은 패널 자료의 시계열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불안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경우 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의미 있는 결과가 발생하는 가성 회귀 문
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20)
거시경제변수는 대부분 불안정하다는 특성 때문에 패널 벡터 오차수정 모형(VECM)에 대
한 추정을 하기 위해 우선 패널 자료들의 단위근 존재 여부를 검정하였다.
패널 단위근검정은 수준변수와 1차 차분 변수에 대해 각각 Fisher- ADF검정법(FisherAugmentedDickey-FullerTest) 및 Fisher-PP검정법(Fisher-Phillips-Perron Test)를 이
용하여 검정하였다. <표 7>의 단위근 검정결과, Fisher-ADF검정법과 Fisher-PP검정법 모
두 로그 1차 차분 자료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Ⅰ(1)과정을 따르는 불안정한 시계열이므로 추가적인 공적분 검
정이 요구된다.
<표 7>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원자료
구분

Intercept

Intercept & Trend

None

ADF

PP

ADF

PP

ADF

PP

lnY

0.977
(1.000)

1.010
(1.000)

2.290
(1.000)

2.170
(1.000)

1.051
(1.000)

0.738
(1.000)

lnX1

3.589
(0.999)

3.062
(1.000)

36.812***
(0.002)

48.769***
(0.000)

3.305
(1.000)

3.041
(1.000)

lnX2

18.140
(0.316)

18.430
(0.299)

18.791
(0.280)

7.817
(0.954)

7.022
(0.973)

7.070
(0.972)

lnX3

4.049
(0.999)

2.692
(1.000)

14.017
(0.597)

12.424
(0.714)

33.206***
(0.007)

38.671***
(0.001)

lnX4

52.577***
(0.000)

81.002***
(0.000)

36.179***
(0.003)

78.203***
(0.000)

6.438
(0.983)

5.711
(0.991)

lnX5

67.472***
(0.000)

78.079***
(0.000)

63.092***
(0.000)

74.337***
(0.000)

6.057
(0.988)

6.880
(0.976)

주 : *0.1, **<0.05, ***<0.01

20) 박준용·장유현·한상범, ｢경제 시계열분석｣, 경문사, 2008,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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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 검정 결과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적분 검정 결과에 의하면 연구모형은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들 사
이 장기 균형 관계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행한 결과 다음 <표 8>
와 같다.
<표 8>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
검정통계량

통계량

p값

Kao검정

-6.369***

0.000

주 : *0.1, **<0.05, ***<0.01

2.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패널 VECM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기 전 주택매매가격과 주택거래량, 주택건설인·허가
실적, CD금리, 건축 경과 년 수 등 설명변수 간 인과관계의 방향을 파악해 보기 위하여 그랜
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매매가격은 주택거래량과 주
택인·허가실적 간 양방향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D금리와 건축 경
과 년 수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반대 방향으로는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구분

통계량(p)

lnY1→lnX1

6.450**(0.013)

lnY1→lnX2

4.975**(0.028)

lnY1→lnX3

0.016(0.898)

lnY1→lnX4

0.880(0.350)

lnY1→lnX5

0.124(0.725)

lnY1→lnX6

0.249(0.619)

lnX1→lnY1

29.273***(0.000)

lnX2→lnY1

3.174*(0.078)

lnX3→lnY1

15.031***(0.000)

lnX4→lnY1

5.138**(0.025)

lnX5→lnY1

0.096(0.758)

lnX6→lnY1

0.035(0.853)

주 : *0.1, **<0.0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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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집 가능한 자료의 시계열적 길이를 감안하여 패널 VECM 모형의 최적
시차를 시차 1기로 설정하였다.

3. 충격반응 분석결과
충격반응함수는 VECM 모형에서 특정 변수에 단기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시간이 경과 되
면서 관련 변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준다.21) <그림 2>는 설명변수가 1표준 편차 충
격이 주어졌을 경우 향후 10년 기간 동안 종속변수의 반응을 보여준다. 우선, 주택매매가격
자신에 의한 충격은 처음에 정(+)의 반응을 보이고 시간이 지나도 충격이 수렴하지 않고 발산
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거래량의 충격에는 주택매매가격이 처음에 부(-)의 반응을
보이다가 2년 후부터는 점차 0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인·허가실적의 충격에
는 주택매매가격이 부(-)의 반응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D금리의 충격에는 주택매매가격이 부(-)의 반응을 보이며 그 효과가 10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경과 년수의 충격에는 주택매매가격이 부(-)의 반응을 보이며
그 효과가 10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구역 특성상, 공급 방법, 등 조합의 안건
에 의해 결정되며,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사업구역의 특성상 임계치가 있다. 전용면적(120㎡,
145㎡)이 요건이 되면, 120㎡이상이면, 작은평수20평대 아파트2채, 145㎡이상이면, 30평,
20평대 신축아파트 2채를 공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매매가격이 부(-)의 반응으로 분석
됐다고 판단된다.
관공서까지 거리의 충격에는 주택매매가격이 정(+)의 반응을 보였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버스정류장까지 거리의 충격에는 주택매매가격이 처음 정(+)의 반응을 보였으
며 그 효과가 10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량진뉴타운 구역 주택매매가격은 2007년부터 2008까지는 최저가격 추세를 유지하고
2009년 주택가격 상승하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였다. 정부는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를 발표하며, 개발규제를 하였다. 2015년 하반기부터 상승국면으로
전환해 2017년부터 조합설립, 개발 속도 및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 및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
해 2017년부터 8.2. 대책, 10. 24.대책 등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정책을 시행했다. 2018년
이후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투자 시기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매입부동산은 가
장 적합한 최고 투자로 판단된다. 재개발사업지역은 단계별로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형성되어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재개발사업지역이 우량한 입지에 있다면, 매
수자의 기대심리 때문에 입주 후에도 신축아파트는 상승한다.
21) 오병기,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동태적 인과관계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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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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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정한 VECM모형으로 부터 계산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에서 계산된 값들은 특정 반응변수에 대한 예측오차의 분산 중에서 각 충격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 되어지는 부분을 의미한다.22)

Ⅴ. 결 론
본 연구는 거시경제변수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사업구역 주택가격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패널 VAR모형을 이용하여 주택매
매가격, 건축 경과 년 수, 관공서까지 거리, 버스정류장까지 변수는 패널 자료이며, 주택거래
량, 주택인·허가실적, CD금리 등 거시경제변수는 시계열 자료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변수는
분산 안정화를 위해 로그 변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자료수집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월별 자료
로 구성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사업구역의 1구역부터 8구역까지이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주택매매가격은 주택인·허가실적과 주택거래량 간 양방향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CD금리 및 건축 경과 년 수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은 미치나,
그랜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함수 결과, 주택매매가격 자신에 의한 충격은 정(+)의 반응을 보이며 시간이 지나
도 충격이 수렴되지 않고 발산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주택거래량은 주택매매가격이 처음
에 부(-)의 반응을 보이다가 2년 후부터는 감소 되어 점차 0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주택인·허가실적은 부(-)의 반응, CD금리 및 건축 경과 년 수는 부(-)의 반응을 나타났다.
버스정류장까지 거리는 정(+)의 반응을 보이고, 관공서까지 거리는 정(+)의 반응을 보였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구역 특성상, 공급 방법, 등 조합의 안건에 의해 결정
되며,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사업구역의 특성상 임계치가 있다.

전용면적(120㎡, 145㎡)이 요

건이 되면, 120㎡이상이면, 작은평수 20평대 아파트2채, 145㎡이상이면, 30평, 20평대 신축
아파트 2채를 공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매매가격이 부(-)의 반응으로 분석됐다고 판단
된다. 개발 속도 및 정부 정책으로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를 발표하며, 개발규제를 하였다.
따라서, 주택인·허가실적은 부(-)의 반응, CD금리 및 건축 경과 년 수는 부(-)의 반응으로 분
석됐다고 판단된다.

22) 문권순,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의 이해”, ｢통계분석연구｣, 제2권 제1호, 통계청, 1997,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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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노량진뉴타운 재개발구역 주택매매가격은 거시경제변수에 의해 주택매매가격이 변동한다.
우선, CD금리가 주택매매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금융시장이 안정
적인 시기보다, CD금리 등 모든 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
기에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더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
한, 주택건설인·허가실적은 주택매매가격의 변화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이 큰 변수이다. 주
택건설인·허가실적은 2015년 최고점을 찍은 후 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택건설인·허가
실적은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는 꾸준히
주택공급량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노량진뉴타운지역의 한정으로 인한 조합, 지역 표본의 한계가 존재한
다. 따라서 다른 뉴타운 재개발지역과 비교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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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s housing support policy for
newlywed households were presented.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ehold and housing status and
housing satisfaction of newlywed households were analyzed. In Korea, the low fertility rate continues to
rise as a social problem, and housing instability is suggested as a factor. As one of th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is promoting a housing support policy for newlyweds. However, the effect of
the housing support policy is not showing as expected. In this study, factors affecting housing
satisfaction of newlywed households were analyze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se issues.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ousing that the government is supplying as a housing support measure for newlyweds needs
to be supplied with a house of an appropriate size suitable for the current situation of newlyweds. Next,
in the housing support plan for newlyweds without a home, it is necessary to further conside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when supplying housing to households with multiple children in the metropolitan
area. Lastly, the housing support policy for newlyweds needs to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housing upward movement in the long term rather than a policy that supplies supplies within the target
period.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xamines the housing situation of
newlyweds, analyzes factors that affect housing satisfaction, and suggests implication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follow-up studies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of newlyweds will continue.
Keywords : Newlywed households, Housing satisfaction, Housing situation survey,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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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점 등을 제시
하고 신혼가구의 가구 및 주거현황과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주거불안정이 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방안 중 하나로 신혼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원방안의 효과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신혼가구의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에서 신혼가구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공급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가 신혼가구의
현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무주택신혼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에서 수도권지역이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시 주거환경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정책은 목표기간 내 물량을 공급
하는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주거상향이동을 함께 고려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혼가구의 주거상황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고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앞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행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신혼가구, 주거만족도, 주거실태조사, 요인분석, 회귀분석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최근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면활동이 줄어들
면서 경제활동의 형태에 변화가 나타나고 4차 산업시대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
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
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명에서 2020년에
는 0.8명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구수도 2030년까지는 증가할 것이라
는 통계청의 예상과 달리 2020년에 감소하였다. 물론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출산율감소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므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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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실행 중에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부문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이 실행되고 있다. 높
은 주거비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으로 출산에 앞서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부담이 높
아지고 이에 따라 출산율도 함께 낮아지고 있어 신혼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
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등이 있다. 신혼희망타운
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공급되며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설계를 적용하고 공유형 모기지 등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매입임대의 경우에도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고려하여 신축주
택의 매입임대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혼가구에 특화된
주택공급의 경우 미분양 및 공실이 많이 발생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량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신혼가구의 주거만족에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이 미진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문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해 필요한 지원 대
책과 기존 정부대책에 대한 평가 등이 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주택유
형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만큼 신혼부부들의 가구 및 주거특성을 파악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서 신혼부부가구의 가구특성과 주거특성을 확인하고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본 연구는 정부의 신혼가구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 신혼가구의 가구 및 주거현황을 살펴보고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신혼가구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먼저 정부의 신혼가구 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연구와 신혼가구의 특성에 적합한 주택개발 및 공급방안으로 구분된다.
먼저 신혼가구의 주거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로 하정화(2021)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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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의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
거정책은 장단기적이고 선제적이며 정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1) 이한
나·김승희(2020)는 강원도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지원의 효과
를 분석하고, 향후 주거정책의 지원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사업의 효과 및 지원 전후의 주거상태 변화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주거
비용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계속 거주의향과 주거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점유형태 및 면적이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2)
박미선(2918)은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신혼부
부의 특성과 주거실태, 주거소요를 분석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동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의 시사점으로 먼저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시급성과 주거소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주거사다리’ 강화 및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주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면적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하였다.3)
신혼가구의 특성 및 적절한 주택공급개발 등에 대한 연구로 정다운·김순주(2010)는 신혼
부부 중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간요구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라이프스타일 중 커뮤니티 추구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경우 거주의사는 높으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 정윤혜·신희경(2018)은 신혼부부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거현황을 분석하
여 신혼부부를 위한 적절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신혼
부부의 경우 결혼연차와 소득계층, 자녀수에 관계없이 아파트/주상복합에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주택점유형태는 전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시사점으
로는 신혼부부의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물량에 대한 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주거만
족도를 결정하는 교통, 보육, 자연 등과 같은 주거환경요인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제
시하였다.5)
1) 하정화, “신혼부부·청년 공공주택 지원정책 개선과 저출생 대응”,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pp.117~137.
2) 이한나·김승희,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주거상태 변화에 관한 연구 –강원도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제18집 제4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20, pp.183~196.
3) 박미선,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방안”, 「국토정책 브리프」, 국토연구원,
2018, pp.1~8.
4) 정다운·김순주, “맞벌이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간요구도”, 「한국주거학회 학
술대회논문집」2010, 한국주거학회, 2010, pp.178~183.
5) 정윤혜·신희경,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에 필요한 신혼부부 가구의 특성과 주거환경
에 관한 분석”,「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제18집 제4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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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만족도에 대한 연구로 김홍범·권대중(2020)은 아파트 거주자의 구매결정요인이 주거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과 거주자의 주거환경이 상호간
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6) 조명현·김호철(2018)은 커뮤니티활동이 공공임대주
택 입주자의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커뮤니티 활동은 입주자의 주거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매개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7)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신혼가구의 현황 분석과 정부의 정책내용
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정부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주
택 신혼가구의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실태조사의 세부 만족도항목과 신혼가구의 특성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신혼가구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가구의 주거지원정책의 큰 틀은 4차 저출산·고령화 기
본계획상 지원정책과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정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구현수단으로는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등이 있다. 먼저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는 신혼부부 및 아동양육가구의 주거지원방안으로 75.4만가구에
대해서 공공주택 및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신혼희망타운 분양 8.4
만호, 맞춤형 특화 임대단지 27만호 등 공공주택을 35.4만호 공급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분
전용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운용하여 40만 가구를 지원한다. 2017년에 발표된 주거
복지로드맵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총 20만호 공급하는 계
획을 발표하였다. 전체 공급주택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건설형이 12.5만호, 매입형이 4만호,
임차형이 3.5만호이다.

pp.53~63.
6) 김홍범·권대중, “아파트거주자의 구매결정요인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대한부동산학회지」 제38
권 제3호, 대한부동산학회, 2020, pp.27~46.
7) 조명현·김호철, “커뮤니티 활동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대한부동산학회
지」 제36권 제4호, 대한부동산학회, 2018,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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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거복지로드맵 공급계획
(단위 : 만호)

사업유형별 구분
주체

공급유형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13

13

13

13

13

65.0

7

7

7

7

7

35.0

청년

1.1

1.4

1.5

1.5

1.5

7.0

신혼부부

1.8

2.4

2.6

2.8

2.9

12.5

고령자

0.5

0.5

0.6

0.7

0.7

3.0

기타

3.6

2.7

2.3

2.0

1.9

12.5

2.0

2.5

2.5

3.0

3.0

13.0

청년

0.2

0.4

0.5

0.7

0.7

2.5

신혼부부

0.5

0.8

0.7

1.0

1.0

4.0

고령자

0.1

0.1

0.1

0.1

0.1

0.5

기타

1.2

1.2

1.2

1.2

1.2

6.0

4.0

3.5

3.5

3.0

3.0

17.0

청년

0.7

0.7

0.7

0.7

0.7

3.5

신혼부부

0.7

0.7

0.7

0.7

0.7

3.5

고령자

0.3

0.3

0.3

0.3

0.3

1.5

기타

2.3

1.8

1.8

1.3

1.3

8.5

공급대상
총 계 (만호)
합계

건설형

공공임대
주택
(준공‧입주
기준)

합계
매입형

합계
임차형

구체적인 주택유형으로 신혼가구를 위해 도입된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
공주택으로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해서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 중 발표초
기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이다. 신혼부부들의 경우 일반적인
청약방식인 청약가점제를 통해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등 점수산정의 기준을 고려할
때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신혼희망타
운에 주목하였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입주대상이 되고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경
우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아야하므로 입주자격은 청약자격과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 청약자
격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가입, 소득기준충족, 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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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
구분
입주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청약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가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20%(3인 기준 월 648만원 수준), 130%(3인
기준 월 702만원 수준 이하)
294,000천원 이하(2019년 적용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
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자료 : 마이홈 포탈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
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
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매입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신혼부
부 매입임대의 입주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입주대상이 된다. 신혼부부
외에 한부모가족과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가구가 입주대상이다. 2021년 매입임대 공급계획에
서 전체 45.000호 중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15,000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21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구분

주택매입
방식

유형별
공급

매입방식

물량(호)

신축매입

21,000

공공 리모델링

8,000

기존주택매입

16,000

계

45,000

신혼 I

10,000

신혼 II

5,000

청년

14,500

다자녀

1,500

일반·고령화

14,000

계

45,000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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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택유형에 대한 신혼가구의 선호도
는 낮은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수도권에 공급된 27개
단지 중 18개 단지가 청약경쟁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비인기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발
생하였다.8) 이러한 현상은 신혼희망타운의 주요 공급면적이 46m2와 55m2로 장기적으로 아
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8월 기준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공실율은 10.7%
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서 입주대상가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다.9) 신혼
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다가구주택이거나 매입가격의 한계로 인해서 교통이 좋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아파트의 분양 시 신혼
부부에 대한 우선공급과 신혼희망타운 등 선택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것도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
한 주거정책이 당초 목표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혼가구의 가구 및 주거특성과 주
거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Ⅲ 신혼가구의 현황분석 및 연구설계
1. 신혼부부의 가구현황
2019년 주거실태조사의 응답가구를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혼 후 7년 이내의 가
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신혼부부의 가구 및 주거현황을 분석하였다. 결혼 후 7년을 신혼가
구로 정한 것은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매입임대에서 결혼 후 7년 까지를 신혼부부로 인
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이 무주택가구이므로 전체 신혼부부
와 무주택 신혼가구의 현황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분석대상 신혼가구는 228만명
이며 이중 무주택 신혼가구는 108만가구로 나타났다.
먼저 신혼부부의 가구주연령은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무주택 신혼가구
의 경우 전체 신혼가구에 비해서 40대의 비중이 낮고 2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한국경제신문 2021년 5월 13일 기사, ‘LTV 70%에도 청약미달 속출... 신혼부부 외면하는 ’신혼희망
타운‘
9) 매일경제신문 2020년 12월 14일 기사, ‘정부, 매입임대 공실률 10% 넘자 뒤늦게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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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혼부부 가구주 연령
전체신혼가구

구분

무주택 신혼가구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20대 이하

134,608

5.9

101,922

9.4

30대 이하

1,508,057

66.0

729,050

67.5

40대 이하

582,996

25.5

217,573

20.2

50대 이하

55,448

2.4

28,112

2.6

60대 이하

3,008

.1

1,953

.2

70대 이상

769

.0

698

.1

합계

2,284,886

100.0

1,079,308

100.0

신혼부부의 가구원수는 전체 신혼가구가 2.98명이고 무주택 신혼가구는 2.85명으로 나타
나 1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소득은 각각 400만원과 379만원으로 전
체 신혼가구에 비해서 무주택 신혼가구의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신혼부부 가구원 수 및 경상소득
구분

전체 신혼가구

무주택 신혼가구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구원수
(명)

1

7

2.98

.831

1

6

2.85

.834

경상소득
(만원)

0

2,020

399.83

145.420

0

1,223

378.66

139.779

2. 신혼부부의 주거특성
신혼부부의 주거특성 중 먼저 주택유형은 전체 신혼가구와 무주택신혼가구 모두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 신혼가구의 아파트 비중이 73.6%로 무주택
신혼가구의 62%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주택 신혼가구의 경우 다가구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존에 다가구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이미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신혼부부들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점유유형의 경우 전체 신혼가구 중 49%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 신혼가구의 62%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점유유형 중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무주택 신혼가구의 전세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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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월세를 중심으로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
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표 6> 신혼가구의 주택유형 및 점유유형
구분

주택
유형

점유
유형

전체 산혼가구

무주택 신혼가구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일반단독주택

45,943

2.0

14,862

1.4

다가구단독주택

211,643

9.3

189,214

17.5

아파트

1,682,554

73.6

669,388

62.0

연립주택

41,552

1.8

23,059

2.1

다세대주택

219,542

9.6

123,625

11.5

오피스텔

40,086

1.8

25,391

2.4

기타

43,566

1.9

33,769

3.1

합계

2,284,886

100

1,079,308

100

자가

1,124,151

49.2

-

-

전세

722,147

31.6

667,784

61.9

보증금 있는 월세

334,481

14.6

316,183

29.3

보증금 없는 월세

7,936

0.3

7,936

0.7

사글세 또는 연세

1,869

0.1

1,656

0.2

무상

94,302

4.1

85,749

7.9

합계

2,284,886

100

1,079,308

100.0

분석대상 신혼가구의 거주지역은 전체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거주비중이 52.4%로 나타
났으며 무주택 신혼가구의 경우 60.3%로 나타났다. 무주택 신혼가구의 수도권 거주비중이 높
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아 자가주택 소유
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임차료 및 대출금 부담의 측면에서는 전체 신혼가구가 부담된
다는 응답이 77.8%, 무주택신혼가구는 74.8%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비 부담의 경우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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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신혼가구의 거주지역 및 주거비부담
전체신혼가구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수도권

1,197,257

52.4

650,356

60.3

그외

1,087,629

47.6

428,953

39.7

합계

2,284,886

100.0

1,079,308

100.0

매우 부담됨

317,756

21.8

119,178

18.2

조금 부담됨

817,563

56.0

371,656

56.6

별로 부담되지 않음

241,843

16.6

142,605

21.7

전혀 부담되지 않음

12,132

0.8

6,633

1.0

해당없음

70,647

4.8

16,192

2.5

합계

1,459,941

100.0

656,264

100.0

거주
지역

임차료
및
대출금
부담

무주택 신혼가구

주거실태조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4점 척도의 주거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의 결과는 전
체 신혼가구와 무주택임차가구 모두 3점 수준으로 큰 차이 없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하지만 주택과 주거환경에서 모두 향후 개선의 여지도 있으며 개선을 위한 노력
도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 할 수 있다.
<표 8> 신혼가구의 주거만족 및 전용면적
구분

전체 신혼가구

무주택임차가구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택만족도
(4점 척도)

1.0

4.0

3.1

.518

1.0

4.0

3.0

.509

주거환경만족도
(4점 척도)

1.0

4.0

3.0

.531

1.0

4.0

2.9

.526

거주주택
전용면적
(m2)

6

215

69.6

22.2

6

182

62.8

21.3

3.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신혼가구의 현황에 기반하여 신혼가구의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서 2019년에 발표된 주거실태조사의 주거만족요인에
10) 4점 척도는 1점부터 4점까지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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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요인분석을 실행하여 요인값을 도출하고 각 요인과 신혼가구의 주거 및 가구특성이
주택과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분석대상은 정부의 정책에 부
합하도록 무주택신혼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를 사
용한다. 주거실태조사는 주택의 상태와 접근성, 주거환경 등에 대해서 총 24개의 만족도 항목
을 조사하고 있고 종합적인 주거만족도 측정을 위해서 전반적인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
도를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개별적인 조사항목을 요인분석으로 축약하고 영
향요인을 도출하여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로 전반적인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를 적
용한다.

Ⅳ. 신혼가구의 주거만족 영향요인 분석
1. 주거만족도 항목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혼가구의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실태조사의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24
개 문항이므로 영향요인 분석에 앞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를 축소하고 요인점수를 도
출하였다. 요인분석에는 요인적재값이 0.5이하로 요인별 성분분류가 명확하기 않은 4개 항목
을 제외한 20개 항목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성분변수의 결과를 통해서 축약된 변수의 특성
을 고려하여 주택시설만족도, 접근성만족도, 안정성 및 쾌적성 만족도의 3개 요인을 도출하였
다.11) 요인분석결과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KMO 표본적합도는 0.938,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의 p값도 0.000으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구체적인 요인분석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1) 요인적재값을 기준으로 분석에서 제외된 항목은 내부소음상태와 외부소음상태, 도시공원접근성, 주차
시설 편리성 4개 항목이다.
12) KMO 표본적합도는 일반적으로 0.7이상이면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p
값이 0.05이하이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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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세부항목의 요인분석결과
요인추출

주택시설

접근성

안정성 및
쾌적성

성분

설문문항

1

2

3

주택구조상태

.806

.056

.132

방수상태

.777

.099

.069

난방상태

.783

.074

.113

환기상태

.768

.045

.175

채광상태

.703

.043

.176

재난재해안정성

.762

.092

.236

화재안정성

.739

.068

.286

방법상태

.738

.037

.349

위생상태

.753

.041

.304

상업시설접근성

.080

.832

.106

의료시설접근성

.084

.855

.143

공공기관접근성

.049

.809

.159

문화시설접근성

.029

.737

.202

대중교통접근성

.064

.708

.130

주변도로 보행안정성

.262

.277

.628

치안상태안정성

.281

.274

.666

소음수준 만족도

.180

.109

.697

청소처리상태 만족도

.310

.148

.703

대기오염만족도

.137

.032

.752

이웃관계만족도

.168

.195

.599

2.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요인과 무주택 신혼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이 전반적인
주택 및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
다. 먼저 종속변수에는 주거실태조사의 설문항목 중 전반적인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
를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주거실태조사의 세부만족도 항목을 요인분석하여 도출한 세가
지 요인의 요인점수와 가구특성으로 가구주 연령과 가구원수, 주거특성으로 전용면적과 수도
권 더미, 주택소유의식 더미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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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거만족도 분석모형
변수명
종속변수

분류
주택만족도

1=매우불만족 ~ 4=매우만족

주거환경만적도

1=매우불만족 ~ 4=매우만족

전용면적

m2
비수도권 = 0

수도권 더미

독립변수

수도권 = 1

가구원수

가구당 인원수

가구주 연령

세

주택시설만족도

요인분석결과를 통한
요인 값

접근성만족도
안정성 및 쾌적성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 0

소유의식더미

보유해야 한다. = 1

각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모든 독립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
다. 전용면적의 경우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면적이 넓은 경우 주택만족도는 높았으나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이 제
한적인 신혼부부의 경우 거주주택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곳을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주택만족도는 높으나 주
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의 경
우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거주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원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도 전용면적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혼가구
가 가구원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자녀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주택보다는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구주의 연령은 높을수록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주거만족도 항목의 경우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신혼가구의 경우 자
신의 집을 소유해야한다는 인식이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신혼가구에 비해서 주택 및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자가주택소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주택 신혼가구의 80%가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을 하였으므로 현재와 같은 주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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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이 지속되는 경우 신혼가구의 주거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주거만족 영향요인 분석결과
주택만족도
구분

비표준화
계수

(상수)

2.917***

전용면적

.000***

수도권더미

t

비표준화
계수

1002.104

3.025***

.009

11.880

.000***

-.007

-9.666

.032***

.030

41.403

-.057***

-.055

-74.533

가구원수

.005***

.008

11.526

-.013***

-.021

-28.374

가구주연령

-.001***

-.007

-9.992

.003***

.032

44.104

주택시설

.103***

.195

273.343

.284***

.558

764.133

접근성

.267***

.506

719.008

.078***

.153

212.437

안정성 및 쾌적성

.221***

.418

590.509

.165***

.323

445.272

소유의식더미

-.006***

-.004

-6.244

-.036***

-.028

-39.202

모형요약

표준화
계수

주거환경만족도

분산분석 : F=108053, 유의확률=0.00
R2= 0.445, adj R2=0.445

표준화
계수

t
1047.832

분산분석 : F=120855, 유의확률=0.00
R2= 0.473, R2=0.473

주 : ***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점 등을 제시
하고 신혼가구의 가구 및 주거현황과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비혼가구 및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출산현상이 장기간 유지되고 최근에는
합계출산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방안 중 하나로 신
혼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방안으로 신혼희망타운과 신혼
부부 매입임대 등이 있다. 하지만 주거지원방안의 효과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지 않고
일부지역의 경우 미분양 및 공실증가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시장상
황에도 불구하고 신혼가구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신혼가구의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
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에서 신혼가구의 주거지원방안으로 공급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가 신혼가구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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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거실태조사 내 신혼가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전체 신혼가구의 경우 67m2이고 무주택 신혼가구도 63m2로 나타났다. 신혼가구
의 경우 향후 출산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를 대비하여 주택을 선택한다면 현재 신혼희망타운
에서 주로 공급하는 55m2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무주택신혼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방안에서 수도권지역이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시 주거환경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족도 요인분석결과 수도
권에 거주하거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
도권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나 다자녀를 위해서 주택의 규모가 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
양주택의 경우 택지비 부담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외곽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고
매입임대의 경우에도 매입을 위한 예산의 한계로 도심보다는 외곽지역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혼가구의 주거만족도는 낮아지게 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은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정책은 목표기간 내 물량을 공급하는 정책보다는 장기적
으로 주거상향이동을 함께 고려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내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주거만족도가 낮아지고 신혼가구의 80%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주거상향이동의 틀을 개발하여 원하는 수준을 갖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양호한 품질을 갖춘 임대주
택의 공급을 통해서 주택보유의식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주거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통해서 분석을 실행하였으므로 신혼부부에 특화한
정성적인 연구가 부족하였고 연구를 위한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
만 신혼가구의 주거상황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앞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후행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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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불만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
는 수준으로 단계별 사업절차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되야 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서울시 강동
구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648부 유
효표본을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사업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완료단계의 착공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준비
단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계획단계의 기본계획수립, 사업완료단계의 이주 및 철거, 사
업시행단계의 조합원 분양 순으로 사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에서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철저히 해
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사업만족도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급격한 도시화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인구유
입에 따른 주택의 부족과 교통문제, 수도권 집중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과 노후‧불량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병행되면
서 진행되어왔다. 특히,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은 1987년 12월 4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 되었다. 따라서 도심지 내에서의 여유 택지
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하에서 기존의 노후·불량아파트를 허물고 그 위에 밀도를 높여 주
택을 공급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은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다수 발생하고 있
는 실정이다. 긍정적 효과는 도시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며, 개발 호재로 이어져 경기를 활성화하는 장점을 가지고있다. 반면, 사업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이권의 난립으로 인한 대립, 세입자 주거안정 미확보,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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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의 와해 등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
어 참여 주체들의 불만과 이에 따른 문제가 심화 되고 있다.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는 법률적, 제도적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연구
내용은 주로 주택재개발 제도, 개발이익 배분, 기부채납 개선, 사업추진단계의 상대적 중요성,
갈등해소, 사업관리만족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관련 이해당사자들을 포괄
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조합원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한 이유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법률적으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조합원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완료단계까지는
법률적 사업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단계별 조합원들의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은 절차법에 따라 장기간의 사업기
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내·외부 환경에 따라 조합원간 또는 조합과 조합원간에 영향을 받
아 갈등이 유발되어진다. 그러므로 장기간의 사업을 사업단계별로 나누어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한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원활한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추
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조합원 관련 문제들을 인
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실증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을 대상으로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단계별 업무절차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근본적
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강동구의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21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하였고 내용적 범위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아파트 개발
사업의 전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에 영향을 주는 사업단
계별 사업절차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조합원의 사업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7월
말~8월 초 기간 중 21일간 진행하였고 모집단은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재건축아파트 조
합원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은 재건축아파트 사업장으로 지정된 고덕시영, 고덕주공1단지~고
덕주공7단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인터넷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응답자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하
여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결과 총 702부가 회수되었으나 일부 항목에 결측치가 있어 5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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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총 648부의 유효설문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재건축사업의 정의 및 특성
일반적으로 오래된 도시일수록 시설물의 노화, 인구 및 산업체의 도심집중, 교통정체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1)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
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건축은 노후·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
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다 나은 주거환경
을 만들어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기존 주택의 문제가 부분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을 경우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대수선이나 기존 건물에 더하여
짓는 증축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은 계획수립부터 조합운영, 시공사 선정, 청산 등
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추진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이 민간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과 추진절차에 있어 시행자의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
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
행할 수 있으며, 시행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은 노후·불
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1) 정경만외,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CM) 적용을 위한 프로세스 개발 연구”,「대한부동산학회지」, 제
35호 제1호,대한부동산학회, 2017,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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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 추진절차2)
기본계획수립

▶

2. 정비구역지정

▶

3. 추진위원회

▶

4. 안전진단
▼

8. 착공 및 분양

◀

7. 관리처분계획

▶

10. 청산 및 해산

◀

6. 사업시행인가

◀

5. 조합설립

▼
9. 사업의 완료
자료: 연구자 재정리

2. 주요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조합원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절차 변수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연구,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 사업만족도 관련 연구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 고찰
곽명신(2020)3)은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은 현재와 같은 제도적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비
용 부담이나 시행방식에 있어 점진적인 변화 또는 조정과정을 거치는 수준에서 제도변화의
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장세준(2017)4)은 서울시 내 위치한 재개발 사업 16곳, 재건축사업 11곳을 연구대상으로
각 조합의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인용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포함되
어있는 다양한 사업 주체들의 개발이익 배분 상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과 같은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공공성, 민영성 등과 같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개
발이익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발이익 배분을 위해 공공민간 간 개발이익의 배분은 그 원리, 원칙 및 기준에 입각하여 공평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
야 하는데, 서울시 27개 사업에 관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볼 때 현재 조합과 공공 간의 개
발이익 배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정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2) 유혁근외, “고층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소유자의 인식 연구”,「대한부동산학회지」, 제31권 제2
호,대한부동산학회, 2013, p.112.
3) 곽명신, “주택재개발 제도의 변화와 연속성 : 서울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4) 장세준, “도시정비사업 개발이익 배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의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박사학
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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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태(2013)5)는 도시정비사업 분야 중 아파트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시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문제를 진단·분석하고 그중에서 공원 기부채납으로 인한 문제점을 중점 분석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방식이 대
부분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아파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부채납을 통해 근린공원이 중복적
으로 조성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도 하였다.
신동수(2010)6)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는 복잡하고 각 집단별 전문가에서도 이해
관계에 따라 중요도가 틀리게 나타나므로 여러 이해집단 간의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종전자산가격의 평가금액에 따른 부담금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권리 가액에 관한 요소는 사업 초기
에 알 수 있는 종전자산가격 평가시스템의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
으며,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임대 주택 건설비율과 문화재 관련 부분은
인센티브 제도로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하였다.
장성환(2010)7)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발생 양상과 구조를 분석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조
합집행부와 조합원 간’, ‘조합원 상호간’의 조합 내부 갈등이 가장 많고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시기는 주로 ‘추진위 구성’ 단계 및 ‘조합설립’ 단계 등 사업 초기의 주민단체를 구
성하는 시점에서 갈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신완철(2009)8)은 재건축규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과 강도를 살펴보고 재건
축규제가 실제로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
다. 그리고 규제 효과 또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임대주
택건설 의무화, 후분양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재건축부담금 등 총 4개 항목의 규제내용
을 대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주택가격 안정 및 외부효과의 최소화, 경제적 및 사회적 형
평성 증진 등의 관점에서 강남 3구 지역 아파트 가격변화에 관한 검증과 규제 효과를 분석하
였다.
홍순주(2008)9)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속성상 조합원 간의 이익 또는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
5) 조기태,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남·강동구 아파트재건축사
업의 공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대학원, 2013.
6) 신동수,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단계별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
원, 2010.
7) 장성환,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집단 간 갈등 구조 분석 :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8) 신완철, “아파트 재건축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참여정부 서울시 강남 3구의 재건
축아파트를 사례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9.
9) 홍순주, “주택 재건축 사업의 갈등 해소 방안 : 갈등모형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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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갈등이 유발되고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진다든지 장기간 방치
로 인하여 그 구성원인 조합원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택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여 주택재건축 문제해결을 하고
자 연구하였다.

2)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고찰
사업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정경만(2018), 김형진(2015), 최옥규(2013), 성영식(2010)의
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다. 사업만족도는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중에서
조합원의 재산 가치 증대를 위한 만족이나 불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합원 개개인의 욕구가 충족된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경험한
절차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조합원 사업만
족도는 조합원들이 사업추진단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행사의 관
계에서 발생하는 사업만족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경만(2018)10)은 조합과 조합원의 재산 가치 증대와 부동산이 가
지는 높은 사회성·공공성을 공익의 관점으로 주택재건축사업에 건설사업관리(CM)를 적용·분
석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과 건설사업 관리(CM)의 배경과 중요성,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사업 완료단지에 대하여 실증적 관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설사업관
리(CM) 적용에 대한 인식을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만족도 검증을 실시하고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CM)의 적용은
사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김형진(2015)11)은 서울의 재건축사업이 진행 또는 완료된 고덕, 상계, 천호, 서초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 및 갈등조정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고
갈등요인 구조모형, 갈등조정요인 구조모형, 통합모형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외부요인, 갈등조정이 사업만족도에, 사업만족도는
사업 지속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주민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사
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외부요인, 갈등조정이 사업만족도에, 사업만족도가 사업 지속 의사에
대학교 대학원, 2008.
10) 정경만,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CM)적용이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8.
11) 김형진,“재건축사업의 갈등요인이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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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최옥규(2013)12)는 전문가집단은 리모델링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경제적 요소의 가격 만족
요인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반면 거주자집단은 단지 만족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
향력을 미친다고 평가해 전문가집단과 거주자집단의 평가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하였다. 사회적 요소에서도 전문가집단은 커뮤니티 만족 요인을 심리 만족 요인보다
높게 평가했으나 거주자집단은 비슷한 생활 수준의 이웃과 관계를 형성한다거나 친지와의 관
계나 호감도 등이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보다 우선한다고 평가해 차이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성영식(2010)13)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임과 동시에 또한 피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조
합원들 중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문제점, 주택재
건축사업 주체별 업무에 대한 평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선호에 대하여 다각도로 조사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조합추진위원회의 만족도 분석에서는 안전진단 신청업무, 정비사업 전문관
리업체 선정 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관련 업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업
무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조합추진위원회의 전체 업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업무만족도 분석에서는 조합원의 제명 및 탈
퇴 규정 신설업무, 조합 임원 선임방식 및 해임규정 신설업무, 시공사 선정방식 업무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재건축조합의 전체 업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였
다.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에 대한 만족도 분석에서는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지원업
무, 조합설립인가 신청 대행 업무,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업무, 정비사업
동의 대행 업무, 조합설립 동의 대행 업무 순으로 제시된 모든 독립변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의 전체 업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였다.
사업 주체에 따른 전체 만족도는 조합추진위원회 만족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만족도,
조합 만족도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재건축사업 주체 전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였다. 사업 주체별 업무에 따른 전체 만족도 분석에서는 안전진단 신청업무,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지원업무, 소유자 동의 징구 관련 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관련 업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선정 업무, 조합 임원 선임 및 해임규정 신설업무,
조합원의 제명 및 탈퇴규정 신설업무, 조합의 비용부담 및 회계 업무,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재건축사업 전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조합원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는
12) 최옥규,“리모델링아파트 거주자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3.
13) 성영식, “조합원의 선호에 기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
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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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배포 필요성, 조합장 및 임원의 자격상실요건 관련 규정 신설 필요
성, 회계감사 탄력성 부여 필요성, 홍보 공영제 도입 필요성,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자본금
규모·전담 상근 인력 확대 및 인센티브제 도입 필요성, 정비업체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양성화
필요성, 정비업체 담보 제공·보험가입규정 신설 필요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여필요성,
제3의 기관 창설 필요성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조합원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사업절차 변수의 영향
력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추진단계를 세분화하여 사업추진단계별로
조합원의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는데 연구주제에 대한 차
별성이 있다. 기존의 연구가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조합과 조합원, 이해집단간의
갈등 연구라면 사업주체인 조합원의 관점에서 사업추진단계를 세분화하고 추진되는 절차별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둘째, 기존의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는 제도와 정책 연구로 문헌고찰과 이
론적 고찰을 통한 정성적 연구방법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업단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
고 조합의 세부 업무를 요인화하여 정량적인 방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실무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연구 분석방법에서 차별화되고, 연구결과의 활용가치가 한결 더 크다
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조합, 시공사 등의 관
점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조합원 관점
으로 사업추진단계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추진되는 세부 업무절차와 행정절차에 대
하여 폭넓게 연구하여 내용적으로 그 차별성이 있다.

Ⅲ. 연구설계
1. 변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단계에 따라 조합원들이 느끼는 사업만족도의 사
업특성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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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관련 변수를 도출하여 정리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변수 선정의 논리성 확보를 위하여 1단계로는 재건축사업관련 법적‧제도적
고찰을 하였고, 2단계로는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사업단계를 구
분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만족도 관련 연구를 통해 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 사업계획단계에서의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요인과 관
련하여 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사
업준비단계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등 3가지, 사업시행단계
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 분양 등 3가지, 사업완료단계에서는 이
주 및 철거, 착공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사업만족도의 경우 만족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인간의 심리적으
로 또는 주관적인 느낌으로서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한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라
고 하였다.14) 비교기준으로 무엇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성과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다. 주관적 만족도로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경우 그 비교기준은 사업 개시
시점에서 조합원이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결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러한 예상
수준과 실제 성과의 차이에 의해 만족도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만족도를 ‘전반적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 진행 및 결과에 대한 조합원
의 이익 정도 또는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 조합원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만족 수준’으로 정
의하였다. 측정항목은 정경만(2018), 김형진(2015), 성영식(2010), 홍순주(2008)의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표 2> 사업만족도 영향 추진절차 정리
변수

사업
계획
단계

기본계획
수립

요인

신동수
(2010)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

○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

○

건축물의 밀도계획

○

○

주민의견 청취

○

○

주민의사 계획반영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성영식
(2010)

조기태
(2013)

○

김형진
(2015)

본 연구
선정

○

임대주택 건설비율

○

○

정비사업 구역·면적

○

○

건축계획

○

○

○

14) 한경미, “기혼취업 여성의 가정,직업,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3
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5,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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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업
준비
단계

조합설립
인가

신동수
(2010)

요인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조합원
분양

김형진
(2015)

○

행정기관의 민원 수용

○

○

운영규정 및 정관

○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선정

○

○
○

○

조합운영 경비 납부

○

○

사업계획서

○

조합설립추진단계의 비용 정산

○

조합정관 내용

○

사업계획(안)의 의결과정

○

○

이주 및
철거

○
○
○

임원선임과 의결방법

○

정비사업 시행시기

○

○

○

○

○
○

○

○

공사비

○

○

분양가격

○

○

이주비 지급조건

○

○

시공사 선정방법

○

○

단지설계

○

○

임대주택 건설계획

○

○

건축계획

○

○

자금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

○

사업규모의 변동

○

○

○

○

조합원 부담금

○

○

비례율 산정

○

○

권리가액 산정

○

○

자금조달방법

○

○

추가부담금의 규모 및 시기

○

○

아파트 분양가격

○

○

분양순위

○

○

분양위치

○

○

분양평수
사업
완료
단계

본 연구
선정

○

추진 주체간의 의사소통
사업
시행
단계

조기태
(2013)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사업에 대한 홍보

시공사
선정

성영식
(2010)

○

세입자 이주대책

○

○

이주비대여 및 상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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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착공

신동수
(2010)

김형진
(2015)

본 연구
선정

소유권 미확인 건축물 처분 지연

○

○

신탁 및 명도관련 소송

○

○

이주관련 조합원 금융지원조건

○

○

공공시설(학교, 공원 등)설치
지연

○

○

국공유지 매수 지연

○

○

공동주택 시공

○

○

과도한 설계변경의 문제점

○

○

공사 감리자 선정 및 업무수행

○

○

요인

성영식
(2010)

조기태
(2013)

1) 최종 변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단계는 법적 절차를 구분하여 사업계획단계, 사업준
비단계, 사업시행단계, 사업완료단계로 명명하고 요인화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모형설정을 위
한 독립변수 10개와 1개의 종속변수에 대하여 연구방법론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결과의 재현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 53문항으로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변수를 조작적
으로 정의하였다.

<표 3> 최종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변수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계획
단계

사업
준비
단계

조작적 정의

변수

주민 의사가 반영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공감
정도 수준

조작적 정의

척도

자금계획, 건축계획,
사업시행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의
계획인가 합리성과 인·허가 진행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만족 수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
공공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행단계 관리처분 조합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산가격 평가, 권리가액 평가
임대주택 건설비율, 구역과
계획인가
인가에 대한 만족 정도
면적, 용적률, 층수 등
계획에 대한 적정성 만족
조합원
조합원 권리변동과 분양가격,
수준
분양
분양순위 등에 대한 만족정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조합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신탁
절차와 구성요소가
사업완 이주 및
및 명도 소송 등의 절차는
합법적이고 공정한가에 료단계 철거
적법한지에 대한 태도 수준
대한 투명성 만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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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합설립
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
만족
요인

사업
만족도

조작적 정의

변수

정비사업에 대한 비용의
배분과 업무절차의 명확성
만족 수준

착공

선정 방법의 공정성과
시공능력의 타당성 만족
수준

조작적 정의

척도

설계변경, 공공시설 설치 지연,
국공유지 매수지연 등의 사업
지연 대응에 대한 신뢰수준

전반적 사업 진행 및 결과에 대한 조합원의 이익정도 또는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 조합원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만족 수준

2.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특성요인이 조합원의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업단계별 특성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독립변수가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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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10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업특성요인은 조합원의 사업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관련 사업특성요인은 조
합원의 사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련 사업특성요인은 조합원의 사
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관련 사업특성요인은 조합원의 사업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관련 사업특성요인은 조합원의 사업만족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사업특성요인은 조합원의 사업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사업특성요인은 조합원의 사업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관련 사업특성요인은 조합원의 사업만족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이주 및 철거 관련 사업특성요인은 조합원의 사업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착공 관련 사업특성요인은 조합원의 사업만족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분석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648명의 유효 표본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4> 와 같다.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많았고, 연령대는 40대와 50대의 비율이 높았다. 전공은 공학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이 많았고, 직업은 공무원/회사원 비율이 높았다. 결혼 여부는 기혼 비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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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최종학력은 대학졸업 인원이 많았다.

<표 4>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성별

연령

전공

직업

빈도

비율

구분

남자

404

62.30%

여자

244

37.70%

합계

648

100.0%

30대 이하

90

13.90%

40대

251

38.70%

50대

234

36.10%

60대 이상

73

11.30%

합계

648

100%

인문/사회계열
(비경영/경제)

164

25.30%

경상계열
(경영/경제)

61

9.40%

공학계열

177

27.30%

이학계열

82

12.70%

예체능계열

66

10.20%

해당없음

98

15.10%

합계

648

100%

공무원/회사원

325

50.20%

자영업

146

22.50%

주부

58

9.00%

전문직

49

7.60%

기타

70

10.80%

합계

648

100%

결혼여부

최종학력

빈도

비율

기혼

605

93.40%

미혼

43

6.60%

합계

648

100%

고졸이하

111

17.10%

대학재학

7

1.10%

대학졸업

436

67.30%

대학원 재학

15

2.30%

석사졸업

72

11.10%

박사과정 중

3

0.50%

박사졸업

4

0.60%

합계

648

100%

2. 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타당성 분석
요인분석은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이 법률에 의한 추진단계로 진행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단계별로 진행되는 관계로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조합원의 만족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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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성된 측정변수들의 공통적인 요인을 찾아 변수를 적은 수의 구조로 축
약하거나 요약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P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는
것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절차적 단계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요인추출의 방법으로 주
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직교 회전인 베리맥스(Varimax)를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별 고유값
(Eigen value)이 1.0이상, 요인적재치 0.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타
당성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사업계획단계의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KMO(Kaiser-Meyer-Olkin) 값은
0.800 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역시 유의확률 0.000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개의 요인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누적분산 설명력이 49.596%로
나타났다.
사업준비단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KMO측도는 0.850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역시 유의확률 0.000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개의 요인
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누적분산 설명력이 59.742%로 나타났다.
사업시행단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KMO측도는 0.810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역시 유의확률 0.000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고 3개의 요인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누적분산 설명력이 59.349%로 나타났다.
사업완료단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KMO측도는 0.868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역시 유의확률 0.000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개의 요인
으로 분류 되고 누적분산 설명력이 58.371%로 나타났다.
사업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KMO측도는 0.757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역시 유의확률 0.000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일 요인으
로 분류가 되었으며, 분산 설명력이 65.5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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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타당성 검증(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요인

사
업
계
획
단
계

정비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

시공사 선정
사
업
준 조합설립추진위원
비
회
단
계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사
업
시
행 사업시행계획인가
단
계
조합원 분양

사
업
완
료
단
계

착공

이주 및 철거

사업만족도

문항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1
2
3
4
5
1
2
3
4
5
1
2
3
4

요인
적재량
0.756
0.676
0.669
0.608
0.460
0.794
0.823
0.612
0.448
삭제
0.782
0.765
0.596
0.536
0.597
0.760
0.662
삭제
0.771
0.476
삭제
0.817
0.787
삭제
삭제
삭제
0.651
0.673
0.813
0.717
0.826
0.698
0.620
0.480
삭제
삭제
0.845
0.554
0.836
0.637
0.754
0.688
0.772
0.707
0.656
0.598
0.680
0.832
삭제
0.801
0.839
0.748
0.847

고유값

분산
설명력(%)

누적분산
설명력(%)

3.135

25.385

25.385

1.329

24.211

49.596

4.120

22.120

22.120

1.356

20.974

43.094

1.096

16.648

59.742

3.682

21.426

21.426

1.700

19.128

40.555

1.146

18.794

59.349

4.043

32.386

32.386

1.210

25.985

58.371

2.623

65.571

6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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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tlett의
구형성 검정

0.800

1158.805***

0.850

2006.869***

0.810

1891.389***

0.868

1931.050***

0.757

97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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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신뢰성 분석
신뢰성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Cronbach’s α값을 살펴보면
사업계획단계의 기본계획수립 0.68,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0.691으로 분석되었으
며, 사업준비단계에서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0.723, 조합설립인가는 0.613, 시공사 선정은
0.76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0.699, 관리처분계획인가는
0.742, 조합원 분양은 0.649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완료단계에서는 이주 및 철거가 0.727, 착
공이 0.778으로 분석되었다. 사업만족도는 0.820으로 분석되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추진절차
에 따른 특성요인으로 살펴보면 사업계획단계는 0.758, 사업준비단계는 0.834, 사업시행단
계는 0.785, 사업완료단계는 0.828로 분석되었다. 모든 변수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할만한
(acceptable) 수용기준이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6> 신뢰도 검증(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문항 수

요인
사업계획단계

조정 전

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5

10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조합설립인가

사업만족도

4

9

5

5
15

5

Cronbach’s alpha
0.680

0.758

0.691

4
11

2

0.723
0.834

0.613

시공사 선정

5

5

0.760

사업시행계획인가

5

4

0.699

관리처분계획인가

14

5

조합원 분양
사업완료단계

조정 후

이주 및 철거
착공

11

4

4
5

10

사업만족도

5
4

0.785

0.742

3
4

9

5
4

0.649
0.727

0.828

0.778
0.820

3. 가설검증 결과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조합원 사업만족도와 사업계획단계부터 사업완료단
계까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사업만족도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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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단계의 착공, 사업완료단계의 이주 및 철거, 사업시행단계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준비
단계의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시행단계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준비단계
의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단계의 조합원 분양, 사업계획단계의 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특성의 순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α=0.01 유의수준 하에서 대부분 0.700 보다 낮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완료단계의 착공, 사업완료단계의 이주
및 철거 특성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여 사업만족도를 결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 상관관계 분석
구분

조합설립
기본계획 정비계획
조합설립 시공사 사업시행 관리처분 조합원 이주 및
추진위원
수립
수립
인가
선정 계획인가 계획인가 분양
철거
회

기본계획
수립

1

정비계획
수립

.454**

시공사
선정

1

.297** .301** .620**

1

.287** .358** .524** .546**

1

사업시행
계획인가

.254** .441** .517** .533** .569**

관리처분
계획인가

.222** .370** .515** .589** .524** .612**

1
1

조합원
분양

.321** .274** .339** .382** .461** .397** .358**

이주 및
철거

.217** .296** .493** .532** .531** .481** .637** .421**

착공
사업
만족도

사업
만족도

1

조합설립추
.475** .377**
진위원회
조합설립
인가

착공

1
1

.207** .332** .487** .617** .517** .604** .665** .239** .642**

1

.358** .349** .565** .588** .544** .555** .603** .405** .610** .683**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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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조합원 사업만족도 검증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표 8>와 같이 나타났다. 회귀분석과정은 VIF(분산팽창지수) 값
을 통해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를 검증하였다. 검정 결과, F값은 64.674(p<0.001)로 분석되
어 모형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고, VIF(Variancs Inflation Factor)는 10이하, 공차한계
(Tolerance)는 1이하이며, 설명력(R2)은 60.6%, 수정된 설명력(R2)은 59.6%로 분석되었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를 검증한 결과 더빈왓슨(Durbin-Watson)은 1.723으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단계의 기본계획수립절차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조합원 사업만족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β=0.151, p<0.001). 즉, 재건축아파트
사업에 있어서 기본계획수립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업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지만 노후된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 인해 사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나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는 유의수준 0.05하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β=-0.033, p>0.05) 이는 도시정비사업
절차에 대한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만으로 재건축아
파트가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의 오인이 작용할 수 있고 관련 업무와 절차에 대해서는 숙지하
지 못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사업준비단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절차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β=0.170, p<0.001). 즉, 사업준비단계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업무가 우선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 선정 및 변경, 설계자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
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사업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시공사 선정절차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아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β=0.073, p>0.05). 조합총회에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
자로 선정해야 함으로 개인의 의견보다는 조합원 전체의견이 중시되고 이미 사업완료된 표본
의 선정으로 인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합설립인가 절차는 유
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β=0.080, p>0.05). 이
또한 이미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설문에 응답함으로 인해 사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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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단계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아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β=0.062, p>0.05).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는 유의수준 0.05하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β=0.083, p>0.05). 사업시행계획인가
를 받은 후 조합은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통지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 조합원 분
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 작성·수립된다. 이때 종전자산평가와 종후자산평가 등 감정평
가가 실시되는데 이때 조합원의 불평·불만 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에 기인되었다
고 판단된다. 조합원 분양절차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β=0.102, p<0.001). 즉, 재건축아파트사업에 있어서 조합원 분양이
일반분양보다 우선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조망과 선호하는 평형에 대한 우선권이 있음으로 사
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사업완료단계의 이주 및 철거절차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

<표 8> 가설검증 결과
비표준화 계수

구분

t

p

-3.151

0.002

B

표준화

-0.525

0.167

기본계획수립

0.151

0.042

0.111

3.554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0.033

0.038

-0.027

0.170

0.049

0.073

상수
사업
계획
단계

표준화
계수(β)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준비
시공사 선정
단계
조합설립 인가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0.000***

0.636

1.573

-0.871

0.384

0.654

1.529

0.129

3.430

0.001***

0.442

2.260

0.047

0.058

1.535

0.125

0.440

2.273

0.080

0.041

0.069

1.958

0.051

0.504

1.985

사업
시행
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

0.062

0.044

0.053

1.417

0.157

0.446

2.242

관리처분계획인가

0.083

0.045

0.072

1.843

0.066

0.407

2.458

조합원분양

0.102

0.032

0.099

3.186

0.002**

0.652

1.533

사업
완료
단계

이주 및 철거

0.145

0.043

0.126

3.349

0.001***

0.439

2.278

착공

0.358

0.043

0.343

8.363

0.000***

0.371

2.696

F

64.674***

  /adj.  

0.606 / 0.596

Durbin-Watson

1.72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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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β=0.145, p<0.001). 즉, 재건축아파트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는 멸실되고 이를 위해서는 신축아파트가 준공되기까지 주거를 이전해야 하
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임시 주거지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이 조달하고 이때 이주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도 토지수용절차나 매도청구
소송,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는 복잡한 업무와 관련해서도 조합구성원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 사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착공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반절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또한 경험있는 시공사를 선정함으로 해서
문제를 소거할 수 있음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β=0.358, p<0.001).

3) 연구결과 해석
다음에서는 연구가설 검증 결과를 통해 채택된 5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재건축아파트 개발
사업의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순위는 <표 9>와 같이 1위 사업완료단계의 착공
(0.358), 2위 사업준비단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0.170), 3위 사업계획단계의 기본계획수립
(0.151), 4위 사업완료단계의 이주 및 철거(0.145), 5위 사업시행단계의 조합원 분양(0.1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사업만족도 영향력 순위 비교
영향력 순위

구성요소

1

착공(사업완료단계)(0.358)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업준비단계)(0.170)

3

기본계획수립(사업계획단계)(0.151)

4

이주 및 철거(사업완료단계)(0.145)

5

조합원 분양(사업시행단계)(0.102)

기각

정비계획수립,시공사선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영향력 1위인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완료단계인 착공 절차는 법적인 인가 절차가
종료되어야 착공이 가능하므로 조합원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다.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기간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인해 기나긴 시간이 소요된다.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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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합은 조합원에게 절차와 과정 중에서 높은 신뢰감을 줄수록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영향력 2위인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준비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절차는
조합원들간 이해관계로 인해 찬성, 반대 세력간 주도권 다툼이 진행 될 수 있다. 조합설립추
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설립된다면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됨으로 사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영향력 3위인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계획단계인 기본계획수립절차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등 법적절차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 주인인식으
로 인한 사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향력 4위인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완료단계인 이주 및 철거 절차는 사업계획단
계,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까지는 행정기관과 조합이 업무를 진행하는 단계였다면 이주
및 철거는 문제 발생시 조합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므로 사업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향력 5위인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단계인 조합원 분양 절차는 일반분양보
다 선분양 신청으로 아파트 평형, 방향, 층수 등 실제 거주환경이 편리한 아파트를 배정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각된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정비계획수립,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등은 인가권자인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인가조건으로 ‘도로 폭 확보’ , ‘공원‧학교 등의 설치’ 등을 조건부로 인가를
내주는 것이 보편화되어 사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은 조합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조합원 만
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분양가상한제, 용적률 인센티브, 안전진단강화 등의 규제정책 적용 여부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기도 한다.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 단계별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인한 사업주
체들 간의 갈등이 사업지연과 조합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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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아파트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조합원들의 불만족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원의 사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특성은 사업완료단계의 착공으
로 나타났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
획인가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법적인 인가절차를 마치고 착공하는 시점에서 조
합원들이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과정에서 사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설립된다면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 형성됨으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본계획수립절차는 조합원의 사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 과정에서 계획수립권자는 주민들의 의사가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이주 및 철거 절차는 조합원의 사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절차는 조합원들과 실제로 맞부딪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사업만족도
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조합원 분양 절차는 사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은 일반분양보다 선분양 신청으로 평형, 층수 등 실제 거주환경이 편리한 아파트를 배정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은 인가권자인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되어 사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 선정은 분양가 통제 등 정부 규제 영향으로
시공사의 참여를 저하시킨다. 이로인해 사업진행 속도가 늦어져 조합원에게는 사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은 복잡한 절차법을 토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조합원들
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사업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절차와 해당 법 등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잘 알 수 있도록 사전교육
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및 올바른 판단을
위한 충분한 주민공람, 의견청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사가 잘 반영된 계획에 의
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수용할 만한 건축계획, 임대
주택의 건설비율,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기여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조합설립추
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 및 시공사 선정에 대한 투명한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사전계획이 선행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조합원 분양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이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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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와 착공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의 절차는 다수 소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조합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의사결정의 비율을 정함으로 조합원 각 자의 이해상충을 법적으로 조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기관은 계획수립 후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
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추진단계별로 추진절차를 세분화하
여 사업주체인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조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로는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만족도 연구를 실시하여 단계별로 인식
되는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제도적 단계와 절차에 따른 요인으로
구분하여 변수 선정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계획단계, 사
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사업완료단계로 크게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각각의 사업단
계마다 동일한 표본으로 각 단계별 사업만족도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심층적 연구
를 한다면 공동주택재건축조합원들의 사업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
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
획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적절한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업단계별 각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연구하고 사업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연구 및 분석대상 지역이 서울시 강동구에 한정되어 다양한 지역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재건축아파트 개발사업이 외형적 법적절차로는 일반화되지만 내용
적으로는 각 도시별 조례를 통해 운영되는 차이가 있으므로 다양한 도시 연구를 통한 내용적
일반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재건축아파트시장 활성화와 일관성 있는 도시정비정책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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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has some merits to control and maintenance of the low and
blighted and enables to consider personal condition of the residents and local characteristics from the
planning perspectives. However, it has certain limitation for reserving necessary financial feasibility
because of its spatial boundary established by the city block. In addition, most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re applied to the highly-densed low rise built-up district and it seems
reasonable to provide public support in terms of the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both in the
establishment and running the project. However, various government policies were oriented for the
provision of new housing throughout the promotion and vitalization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rather than to support those activities for achieving the promotion of living
environment in the city. As we showed in the literature review, the success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depends on whether it could reserve necessary financial feasibility and satisfy the
resident’s needs. Because of these reasons, it is important to find most adequate support method for
project area for the promotion and vitalization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hows some scenarios for the simulation of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different incentives and we expect that these simulation methods could
contribute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project for the area.
Keywords :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n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 Small-Scale Re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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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도시 내부의 저층·불량주거지역에 대한 계획적 정비를 가능
하게 하는 제도이자 주민주도의 사업으로서 주민 개개인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로구역으로 둘러싸인 한정된 범위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됨으로써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저소
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저층·고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적
여력이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공공의 다각
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그동안의 정부 대책들의 당위성
은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대책들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주택의 공
급 촉진에만 집중된 반면 해당 사업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정비사업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들의 수요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지구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별 사업성 시뮬레이션은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보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추
가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경우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성이 분
명히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공공시설
확보를 전제로 하는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는 한편
으로 사업에 따른 정비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
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Ⅰ. 서 론
정부는 최근 수년간 주택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민간의 주택정비사업으로 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통한 강력한 부동산 수요억제 및
공급규제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시기를 조정하거나, 일반분양
을 연기함에 따라 그동안 기존 도시 내부의 신규주택 공급을 담당해오던 주택재개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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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1), 시장에서는 공급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났다.2) 이후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신규 주택공급 부족 때문임을 수용하여 정부는 ‘공
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이 정비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
진, 규제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생활SOC 확충, 공공임대주택 등에
활용하여 기존의 토지등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 및 지역 주민까지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3) 그러나 최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주택정비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중짐의 부동산 가
격 상승을 완화할 직접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방안이 소규모주택정
비사업 뿐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000년대 이후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전면철거 정비사업의 문
제점이 대두되자 서민들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
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요건을 갖춘 소규모 가로구역에 대하여 주민주도로 사업추진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유
지하며 개발할 수 있는 주택건설 측면의 장점4) 외에 노후 주거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급
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최근 크게 주목 받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
업은 도시기본계획이나 정비기본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활
성화는 가능하지만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난개발 방지를 통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부지를 포함한 도시정비 차원에
서의 계획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난개발, 교통문제, 경관 부조화 등
의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기존 도시지역 저층·불량주거
지 정비수단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의 하나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1)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의 68%가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
업을 통해 공급되었다. 최지흠, 오동훈, 이재순, “정비사업 일반분양자의 개발이익 분석과 적정개발이
익 환수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34집 제2호, 2021, pp. 37.
2) 최지흠, 오동훈, 이재순, “정비사업 일반분양자의 개발이익 분석과 적정개발이익 환수방안에 관한 연
구”, 도시행정학보 제34집 제2호, 2021, pp. 39.
3)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2021년 2월 4일 보도자료
4) 주관수, 권혁삼, 조재성, 박근석, “주민의견조사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LHI 저
널 제4권 제3호, 토지주택연구원, 2013, p. 245.
5) 박근석, 박은규, 주관수, 권혁삼, 조재성, 기존주택 매입임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LH 토지주택연구
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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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제고 방안의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도시정비사업의 변화에
관한 비교론적 분석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을 살펴본다. 다음
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별 특성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근까지 정부
대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변화 특성에 관한
분석을 진행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최근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
업의 추진현황 및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수도권 00시의 가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을 대상으로 한 사업성 분석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초하여 기존 가
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과제
를 제시한다.

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및 현황
1. 도시정비사업의 변화
도시정비를 목적으로 한 최초의 법령은 불량주택이 밀집한 불량지구의 정비를 위해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이다. 이후 1976년 재개발 조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한 도시재개발법이 제정
되면서 재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을 통한 도시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본격적
인 도시정비는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도
정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추진되어오던 다양한 유형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체계가 구축
되었다. 2017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분리되
어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었다. 이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모법으로서 이 법의 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빈
집정비사업이 신설되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
2002년 제정된 도정법은 1976년 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1989년 제정된 도시 저소득주
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두 법률과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도시정비의 체계를 갖추었다. 도정법상의 정비사업(도정법 제2조 제2호)은 “도시기
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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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업이다.

2) 도시재정비촉진법 상 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은 도시정비사업이 개별 사업구역 위주로 추
진되어 광역적 차원에서의 학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기존 커뮤니티의 와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 온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개별 단위사업 위주가 아닌 보다 광역적, 종
합적 차원에서 기존시가지 정비를 목적으로 2006년에 제정되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운용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한 주거지형, 상업
지역·공업지역의 도시기능회복을 위한 중심지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등에서 소형주
택의 공급확대, 토지의 고도이용 및 복합개발을 위한 고밀복합형으로 구분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6)상 정비사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환경정비
를 통해서 도시기능의 회복을 목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도촉법에 따른 정비사업
은 사업대상의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들과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
되고 있다.

<표 1>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근거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목적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기성
시가지의 광역적 정비

사업
종류

도시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통한
계획적 정비 및 효율적 개량
주거생활의 질 향상

(도정법)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 가로주택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육성법) 시장정비사업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사업

규모 및 재정비촉진지구 (인구 100만
지정 요건 미만의 경우)

∙ 주거환경개선사업 : 면적
제한 없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면적
제한 없음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569호, 2017. 2. 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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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정비촉진사업
- 주거지형: 30만 제곱미터 이상
- 중심지형 : 15만 제곱미터 이
상
- 촉진사업 시행 시 사업추진
개별법상 규정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재정비촉진지구

완화 규정

- 허용용도, 건축밀도, 층수,
학교시설, 주차장 설치 등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50% - 주거, 상업, 공업지역, 지구
단위계획구역, 재정비촉진지
이상
구의 존치지역, 도시재생활성
- 호수밀도 70호/ha, 4m미만
화지역 등에서 노후불량 건
도로 40% 이상, 접도율 30%
축물 2/3 이상, 주택호수(단
이하, 과소필지 50% 이상 등
독 18호 미만 등), 나대지
추가조건 1 이상
1/2 이내
- 호수밀도 70호/ha, 4m미만
도로 30% 이상, 접도율 40% -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2/3,
주택호수(단독 18호 이상 등)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등
-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2/3
추가조건 1 이상
- 공동주택 : 안전진단 결과 ∙ 가로주택정비사업 : 1만
제곱미터 미만
2/3 이상 재건축 필요 판정
∙ 재개발사업 : 1만 제곱미터 ∙ 소규모재건축사업 : 1만
이상
제곱미터 미만, 200세대
∙ 재건축사업 : 1만 제곱미터
미만
이상, 200세대 이상
- 용적률, 건축법에 따른 사항
등 (조례제정, 건축심의 등
필요)

- 용적률, 건축법에 따른 사항
등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의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
고 주택을 정비하는 것을 위주로 개별 사업구역 중심의 정비사업으로 광역적 차원의 배려가
부족하였다. 도촉법상의 정비사업은 도정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광역적 종합적 차원에서
기존 시가지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
합형 등의 유형별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도촉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대규모의 사업
을 대상으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
나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사업절차 간소화, 사업 활성화 근거규정 마련에 대한 요
구가 크게 증가하였다.7)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 한다.)을 새로이 제정하여 기존에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
대주택건설 등의 특례와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소규모 주택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부작용 해소,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7) 김민정, “책임지고 물러나라”… 사업 지연에 재개발 조합장 수난시대, 조선일보, 2020년 5월 18일 보
도자료.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서울 동작구 흑석 3구역 및 흑석 9구역, 서
초구 서초신동아,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등 최근 서울의 주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장에서 조합장 교체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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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따른 대안, 점진적인 주거지 정비를 위한 현실적 대안의 근거가 되고 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요와 활성화 대책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000년대 이후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전면철거 정비사업의 문
제점이 대두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8)로 정부는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최근까지 다양한 대책을 제시해오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요건을 갖춘 소규모 가로구
역에 대하여 주민주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유지하며 개발할 수 있는 주택건설 측면의 장점9) 외에 노후 주
거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급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10)
<표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및 세부적 사항
구분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건설하는 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정비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시행
요건

2명이상 토지 소유자가
직접시행
임대주택 공급시 1명 시행가능

토지등 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시행 또는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
토지 소유자 8/10, 토지면적의
2/3 동의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의 3/4,
토지면적의 3/4 동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근거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
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3가지로 구분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열악한
저층 주거지 재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10호 미만의 단독주택,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인 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다른 사업과 달리 자율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
8) 임종욱, 이춘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제53호, 2019, pp. 263.
9) 주관수, 권혁삼, 조재성, 박근석, “주민의견조사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LHI 저
널 제4권 제3호, 토지주택연구원, 2013, p. 245.
10) 박근석, 박은규, 주관수, 권혁삼, 조재성, 기존주택 매입임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LH 토지주택연구
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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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주민 합의체를 구성한 토지 등 소유자들과 공공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구역의 종전 가로를 유지한 상태로 소규모 단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 위원회 설립의 단계가 생략되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조합을 설립함으로써 토지는 공유하고 주택은 개별 소유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의 공통점을 가진다. 끝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택단지의 경우 면적 1만㎡ 미
만, 기존세대수 200세대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하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주택이 아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추진 주체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
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고 설명해왔다.
최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18년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9.21 대책)’을 발표하면서 20세대
미만 연립도 인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
상을 추가하였다. 또한,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
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꾀하였다.
다음 해인 2019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주
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발표하였다. 12.16 대책
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하면 사업의 공공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부담금과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건축심의 절차 또한 간소화하
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사업비에 관련하여서는 기금융자 금리를 1.5%에서 1.2%로 인
하하여 사업성 개선을 지원하였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있어서 사업 시행면
적을 1만㎡(약 250세대)에서 2만㎡(약 500세대)로 확대 적용하는 지원방안도 제시하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부 지원방안은 다음 해인 2020년에도 제시되었다. 2020년 5월
6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 (5.6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에 적용하는 용적률 상향조건을 전체 주택공급량의 20%를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에서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10%로 완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하여 용적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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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용하였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공용주차장을 함께 건설하면 의무확보 주
차면수의 50%까지 설치를 면제하여 조합의 사업비 절감과 사업성 개선을 지원하였다. 5.6 대
책의 이러한 조치들은 앞서 발표한 여러 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신속한 신규주택만이 유효한 대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5.6 대책에서 제시된 주차장 설치의무 감면과 같은 조치들은 소규모주
택정비사업 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또 한편
으로는 공공시설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었다. 이러
한 지적을 반영한 듯 정부는 2020년 6월 29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 해당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
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
되자 정부는 2021년 2월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
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을 신설하고, 이 지역에 대하여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의제, 관리지역 내 가로주
택 정비사업·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부여, 건축규제 완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
례법의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특례의 규정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데, 2.4 대책은 이러한
기존의 특례에 더하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특례를 부여한 것은 소규모주
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신속하게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관리지역에 관한 이
러한 특별한 혜택으로 해당 지역 내에 공급되지 않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수요를 주변 지

역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점에 대한 계획적 고려가 함께 제시되지 못한
점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저층·고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
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적 여력이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공공의 다각적 지원과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11) 위에서 설명한 정부의
여러 대책들은 이런 점과 맥락을 같이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 및 의무사항들을 완화하고,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나아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11) 권혁삼, 김옥연, 조필규, 오승훈, 하동우, 강신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 연구,
LH 토지주택연구원, 2018,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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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이러한 정부
의 조치들은 다른 유형의 정비사업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서민들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
고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규
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정부지원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12) 하지만, 소규모주
택정비사업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량이 그리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기여도 매우 미흡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실적과 현황으로 확인된다.

3) 소규모 주택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현황
2017년 2월 8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569호) 은 당
초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
업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후 2018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하여 가로
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인가 전에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가로주택정
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이를 통한 사업성 확보를 지원하였다.
2019년 4월 23일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인상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소규모 주택정비법은 2017년 제정된 이후 2020년 9월 22일까지 불과 4년의 기간 동안
소규모 주택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은 무려 6번이나 개정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과정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확보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등 정비사업 본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채 오로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항들만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12) 권혁삼, 김옥연, 권치홍, 주관수, 박준영, 정재진, 김종언, 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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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규모주택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의 변화
일시

개정내용

주요 내용

2017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9.04.23

법 일부개정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 추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용적률 특례 규정

2019.08.20

법 일부개정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등 추가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정 규정 및 공무원 규정 적용

2019.10.22

시행령
일부개정

가로구역 면적 상한 완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시조례로
정하는 경우 1만3천㎡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까지
각각 완화

2020.03.17

시행령
일부개정

사업시행면적 상한 완화 :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경우 2만 ㎡까지 완화

2020.08.18

법 일부개정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을 10~20%공급하는 경우 시조례로 용적률 완화
가능. LH등이 공동시행하는경우 사업절차 일부를 조합원 과반수 동의 갈음
가능. 조합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변경하는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2020.09.22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주차장 사용권리를 50/100 미만까지 확보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그 범위에서 완화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선행연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전면철거 정비사업의
한계점이 지적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선
행연구들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김지은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
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지원형 모델을 개발하고 주민합의체 법인격과 세제 기준 등 소규
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시하였다.13) 권혁삼 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모델과 소규모주택정
비사업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14) 서수정과 성은영은 저층 단독주택지의 현황
을 분석하고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을 위한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15) 권혁삼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련법규 및 적용대상지를 분석하고 실제 대상
13) 김지은, 황종아, 정재원,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모델 연구, SH 도시연구
원, 2018, pp. 93-104.
14) 권혁삼, 김옥연, 권치홍, 주관수, 박준영, 정재진, 김종언, 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 p.31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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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의 규모 및 접도조건 등을 주거모델로 제
시하였다.16)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연구로 김옥연과 권혁삼은 관리처분방식과 토지임
차방식의 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토대
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17) 이천재 등은 소규모주택 개발 추진
시 개발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 파악을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한 결과
소규모 주택사업의 분양성 요소가 사업성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발
견하고, 소규모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려면 수요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주택공급이 사업성 제고
의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18)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선에 참고할 만
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로
등 공공시설 확보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
성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요 및 추진현황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가로망 체계를 유지하면서 토지소
유자들이 조합을 형성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정비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위주의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19)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
15) 서수정, 성은영 ‘건축법에 의한 필지단위 주택정비방안’, 도시설계 제13권 제6호, 2012, pp. 69-82.
16) 권혁삼, “소규모 근린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모델 개발”, 도시설계 제14권 제6호,
2013, pp. 35-48.
17) 김옥연, 권혁삼, “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임대주택 확보 방안 연구: 관리처분방식과 민간토
지임차방식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제16권 제5호, 2015, pp.77-88.
18) 이천재, 반승주, 김재태, “소규모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개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지 제57권, 2020, p264.
19)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축법개정을 통해 1984년 다세대주택과 1990년
다가구주택이 법제화되고 건축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대거 들어서게 된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인
한 주차문제, 일조권문제, 공원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년 7월 시행되었다. 단독주택
지 재건축사업은 노후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서 200세대 이상, 1만 ㎡ 이상의 규모로 전면수
용을 통해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정비방식으로 2012년 8월 가로주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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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부동산 경기침체, 낮은 원주민 재정착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도입되었
다.20)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거
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해
제된 재정비촉진지구 혹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 도로는 정비되었으나 개별 필지의 개량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현지개량구역 등에서 적용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모는 세
대수가 20세대 이상 200세대 내외이다.21)
최대 개발규모 200세대 내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로구역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에 너비 6m의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으로 가정하고 가로구역의 적정
규모를 시뮬레이션22)한 선행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가로구역의 너비는 7층인 경우 40m, 10
층인 경우 33m, 15층인 경우 48m로 나타났는데, 최고 층수는 15층까지 가능하나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구역에 아파트 1개 동씩 배치되어 나 홀로 아파트와 같
은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23)

2)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2012년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추진 실적은 지
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12년 도입된 이래 2019년 말까지 ‘조합인가’ 이후 단계의 사
업은 전국에 112개 조합, 기존주택 6,824호, 신규 주택공급 규모는 6,091호이다. 이중 가로
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서울 49개 조합, 경기 31개 조합, 인천 10개 조합 등으로 수도권에 90
개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기존주택은 서울 2,396호, 경기 2,398호 인천 587호 등으로 수도
권에 5,381호, 신규 주택공급 규모는 서울 2,025, 경기 1,354, 인천 1,218호 등으로 수도권
에 4,597호 공급되어 가로주택정비사업 실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20)
21)

22)
23)

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권혁삼, 김옥연, 권치홍, 주관수, 박준영, 정재진, 김종언, 소단
위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 p.41의 각주
26 참조.
권혁삼, 김옥연, 권치홍, 주관수, 박준영, 정재진, 김종언, 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 p.41.
권혁삼, 김옥연, 권치홍, 주관수, 박준영, 정재진, 김종언, 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 p.47. 소형평형의 면수를 늘리면 세대수가 다소 증
가할 수 있어 200세대 내외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분석의 전제조건은 층수 제한 15층 이하, 주택유형 아파트, 주동계획 깊이 9∼12m, 층고 3m,
평면계획 전용면적 60∼85㎡(공급면적 100㎡)을 적용하였다.
권혁삼, 김옥연, 권치홍, 주관수, 박준영, 정재진, 김종언, 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 p.49.

- 107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9券 第3號(通卷 第61號)

다. 2021년 현재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지역은 2,000 여 곳에 해당하지만 현
재 불과 103곳에서 추진되고 있어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한 수준인데, 이 부진의 가장 큰 원인
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낮은 사업성이 지적되고 있다.24)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과 한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도 주민동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민주도의 정비방식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높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결성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
나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사업지역 대부분이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저층주거지역으로 사업 이후 200~300세대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사비보다 높게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부담이 클
뿐만이 아니라 사업 이후에도 단지규모가 적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여 세대별 관
리비 부담도 큰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이나 정비기
본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활성화는 가능하지만 도로 및 공
원 등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난개발 방지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
다. 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 차원에서의 사업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사업시행에 따른 난개발, 교통문제, 경관 부조화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 문제의 예방과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요약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대부분이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저층주거지역에
서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됨으로써 낮은 사업성에 따른 조합원 부담이 큰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신속하게 신규주택을 공급
하는 한편 사업구역의 정비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로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기본
계획이나 정비기본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지만 도
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 규정이 없어서 난개발 방지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
는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서 도로 등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24)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2021년 8월 13일 방문, http://www.molit.go.kr/policy/
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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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익성 분석
1. 수익성 분석의 전제조건
본 연구에서 시행하는 수익성 분석은 수도권 소재 00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25) 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포함한 수익성 분석의 기본가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사업 완료 후 공급되는
신규주택은 모든 세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1개소 300㎡을 포함하여 3가지 평형의 전용면적
을 조합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분양계획26)을 가정하였다.
<표 4> 수익성 분석의 기본 가정
사업면적

9,982㎡

건폐율

28.9%

건설규모

지하 2층
지상 15층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

용적율

249%

주차대수

279대

조합원
세대수

289세대

연면적

40,213㎡

공사비

3.3㎡당
550만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자산가치는 일반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전제를 가정한 수익성 분석인 만큼 00시 사업지구 인근 비교대상
지의 2021년 1분기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자료를 활용하여 평균시세를 구하고, 이 값을 보정
하여27) 추정하였으며, 예상되는 분양수입은 144,662백만원 그리고 총사업비는 82,494백원
으로 추정되었다.28) 비례율이 100%를 초과함으로써 이 사업은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
된다.29)
25)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익성 분석결과가 00시의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00시와 관련한 지명 등의 정보는 삭제하였다.
26) 평형별 조합원 세대수와 일반분양세대수는 51㎡의 경우 30세대와 48세대, 59㎡의 72세대와 79세
대, 그리고 84㎡의 경우 20세대와 40세대로 조합원은 전체 122세대, 일반분양은 167세대로 계획하
였다.
27) 일반 분양가는 앞서 추정된 비교대상지 평균시세의 70%를 적용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90%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28) 비례율은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분양수입 – 총사업비) ÷ 종전 자산가
치로 구한다. 기본안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산가치는 62,167백만원으로 비례율은 130.44%로 추정
되었으나, 이 결과는 가상의 대상지를 기준으로 한 만큼 비례율 수치에 의미를 둘 수 없다. 즉,
본 연구에서 기본안은 시나리오별 사업성 변화를 비교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바 기본안의 사업성
은 1.0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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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결과의 특징
앞서 제시한 사업성 분석 결과는 현행 법규정이 적용된 기본안이며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추가로 도로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현행 규정상 가능한 최대한의 용
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방안, 둘째, 사업구역에 추가로 도로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줄어드
는 대비면적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용적률을 확보하는 방안, 셋째, 사업구역에 추가로 도로
면적을 확보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경기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례 상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구역에 추가로 정비기반시설 10% 설치하고 사업구역을 지구단
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 등의 4가지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사업
성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기본안과 비교하였다.
첫째 시나리오인 도로설치를 통한 최대 연면적 확보방안은 사업비는 등은 그대로이나 도
로 확보에 따른 비용지원이 269백만원이 이루어지는 안으로 사업성은 현행안 대비 1.004배
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시나리오인 도로설치 및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확보 방안은 용적률 완화식 = [기존
용적률 + (정비기반시설면적 X 정비기반시설부지용적률) / 대지면적 * 1.2]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가한 연면적과 세대수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추정한 결과는 기본안 대비 1.027배
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시나리오인 추가 도로 확보에 따른 경기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례의 용적률 인센티
브 적용 방안30)은 용적률 완화식 = [기존 용적률 + (정비기반시설면적 X 정비기반시설부지
용적률) / 대지면적 * 1.5]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가한 연면적과 세대수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추정한 결과는 기본안 대비 1.068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 시나리오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10% 설치한다는 가정하에
변경된 대지면적, 세대수 등을 적용하여 사업성을 추정한 결과는 기본안 대비 1.034배로 증
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면 비례율은 1.046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상 사업성 분석결과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보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추가로 용
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경우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성이 분명히 개
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가상의 사업지를 대상으

29) 정대택, 김행조, 최광영, 김성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연구 :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제42호, 2016, pp. 252.
30) 경기도 조례 제6393호, 2019년 11월 12일 시행의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
29주 내지 제31조 등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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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나리오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따라 늘어난 세대수 만큼의 분양수입 증가분을 반영
하였지만 사업완료 후 해당 사업구역이 제공할 조망 및 일조 그리고 바람길과 같은 쾌적성 요
소를 포함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가 되지 못한 점에서 사업성 결과의 해석은 매우 보수적
으로 함이 요구된다.
<표 5> 시나리오별 수익성 변화 비교
구분

현행법 적용
(기본안)

보도 설치+
용적률 보전
(연면적 보전안)

보도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안)

보도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경기도 조례안)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상향
(지구단위계획안)

사업면적

9,982㎡

9,982㎡

9,982㎡

9,982㎡

9,982㎡

기반시설

-

744㎡
(도로)

744㎡
(도로)

744㎡
(도로)

998㎡
(도로+공공시설)

용적률
세대수

249.33%
289세대

분양수입 144,662백만원

269.40%

274.02%

279.81%

279.84%

(가로구역전체249%)

(가로구역전체253%)

(가로구역전체258%)

(가로구역전체252%)

289세대

302세대

308세대

300세대(임대4)

144,662백만원

147,233백만원

150,455백만원

145,415백만원

269백만원

360백만원
81,408백만원

지원비용

-

269백만원

269백만원

사업비

82,494백만원

82,494백만원

83,651백만원

84,309백만원

사업성
비례율

1.000

1.004

1.027

1.068

1.034
*임대 0% 경우 1.046

Ⅴ. 결 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 내부의 저층·불량주거지역에 대한 계획적 정비를 가능하
게 하는 제도이자 주민주도의 사업으로서 주민 개개인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
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로구역으로 둘러싸인 한정된 범위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됨
으로써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통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실적
은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여러 대책들이 소규모주택정
비사업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에 치중한 반면 사업성 제고에 관하여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
족하였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주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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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
산 가격 상승을 완화할 직접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방안이 소규모주
택정비사업 뿐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박원순 전서울시장 시절부터 본격화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관한 규제 대부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정부 역시 최근까지 주택가
격상승의 주요 원인을 민간의 주택정비사업으로 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통한 강력한 부동산 수요억제 및 공급규제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 내부의 저층·불량주거지역
에 대한 계획적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제도이자 주민주도의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
비사업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저층·고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
분으로 경제적 여력이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
어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그동안의 정부 대책
들의 당위성은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대책들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의 공급 촉진에만 집중된 반면 해당 사업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정비사업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였는데 이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들의 수요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소규모주
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지구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별 사
업성 시뮬레이션은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보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추가로 용적률 등
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경우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성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즉,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공공시설 확보를 전제
로 하는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사업에
따른 정비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00시를 대상으로 한 가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만큼,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
큼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사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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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real estate market, sellers and buyers do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so they request
transactions through agent. As a result, the agency issues arise between the agent and the client.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gents will make efforts to maximize their profits as well as their
clients.
In this study, the research focused on the agency issues between sellers and agents on the setting of
registration prices and agent's search efforts. First, the theoretical model was analyzed to clarify the
assumptions of this model. Second, the theoretical model was established and analyzed for agency issues
and incentives related to registration prices and search effor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evel of registration price in which the excess profit expected by the seller
is maximized in setting the registration price is higher than that of the agent.
It also revealed through analysis that agents with an upper hand in market information may induce
registration prices to be set lower than the seller's optimal level so that their profits can be maximized.
Regarding the agency issues, the higher the registration price, the higher the remuneration rate, and
incentives are paid for it. In addition, for the agency issues related to search efforts, incentives are paid
when the waiting time for the product to wait in the market is shorter than the standard.
Keywords : Estate Agents, Estate Agency, Property Seller, Property buyer, Property Registration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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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매도자와 매수자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업자
를 통하여 거래를 의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중개업자와 의뢰자간에 에이전시의 문제가 생기
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업자는 의뢰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등록가격의 설정 및 중개업자의 탐색노력에 관한 매도자와 중개업자간에
에이전시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첫째, 이론적인 모델을 분석하여 이 모델의 가정
을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등록가격과 탐색노력에 관한 에이전시 문제와 인센티브 보수에 대
하여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등록가격의 설정에 있어서 매도자가 기대하는 초과이익이 최대가 되는 등록가격
의 수준은 중개업자의 그것보다는 높다. 또한 시장의 정보면 에서 우위에 있는 중개업자는 자
신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등록가격을 매도자의 최적의 수준보다는 낮게 설정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을 통해 밝혔다.
에이전시 문제에 관해서는 등록가격을 높이면 높일수록 보수율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인
센티브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탐색노력에 관한 에이전시문제에 대해서는 물건이 시장에 대
기하는 시간이 기준보다도 짧은 경우 인센티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다.
주제어 : 중개업자, 에이전시, 매도자, 매수자, 등록가격

Ⅰ. 서 론
주택은 다른 재화에 비해 주택만의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주택에만 차별화되어
있는 재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택마다의 브랜드와 인테리어 등 서로 다른 수준의 품질을
갖고 있다. 특히 중고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에 비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주택의 이용방법, 관
리의 상태에 따라서 품질과 상태가 달라진다. 따라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주
택을 찾는데 있어서 시간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주택의 상태와 품질에 대해서도 충분하
게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중고주택 시장을 불완전한 시장으로
만들게 된다. 또한 중고주택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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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은 중개업자와 의뢰자간이 에이전시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의
뢰자는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중개업자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이
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업자는 의뢰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
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부동산시장으로 배경으로 하여 매도자와
중개업자간의 에이전시의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이론모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의 宅地建物取引業法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매매가격의 3%로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지
만, 현실적으로 주택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3%의 중개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러한 중개수수료가 매매가격의 일정비율(3%)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매수자와 중개업자는 서
로 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매수자는 매매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익
이 커지게 되고 중개업자는 매매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매도자와 중개업자는 양자 모두 매매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익이 비례하여 발생한다. 하지만 등록가격의 설정과 탐색노력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된다.
주택을 매물로 시장에 내 놓을 때에 등록가격을 결정하지만 등록가격은 매수자의 탐색시
간과 매매가격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매도자는 자신의 기대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등록가격을 설정하고 싶지만 매도자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권유에 따라 설정할 수밖에 없다. 중개업자도 등록
가격에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정해지며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매도자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등록가격과 중개업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중개업자
는 매도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등록가격을 유도할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가격에 있어서 에이전시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매수자의 탐
색시간은 중개업자의 탐색노력에 의존하게 되지만 매도자는 중개업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탐색노력의 범위를 결정하며 매도자
를 위한 탐색노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것 또한 에이전시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등록가격의 설정 및 중개업자의 탐색노력에 관한 매도자와 중개업자간의
에이전시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첫째, 이론적인 모델을 분석하고 이 모델의 가정을 명확하게
한다. 둘째, 등록가격에 관한 에이전시문제와 인센티브 보수에 대하여 분석한다. 셋째, 탐색
노력에 관한 에이전시문제와 인센티브 보수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주택유통시장의 중개업자와 매도자 또는 매수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에이전시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Arnord(1992)1)와 Lippman and McCall(1976)2)의 모델을 이용
하여 매도자의 최적유보가격이 중개업자의 이익과 동일하게 되도록 최적 보수 계약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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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매도자의 주택의 매도에 드는 시간비용과 중개업자의 탐색비용이 적절한 보수율을 정함으
로 인해 고정보수율의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양측이 충족하는 모델을 증명하였다. 즉
Arnord(1992)은 등록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유보가격을 중개업자가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曺偉如·前川(2007)은 J-REIT와 외부운용회사의 현행 보수체계가 “외부운용회사가
J-REIT를 위해 움직인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부동산취득의 경우에 초점을 맞
추어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취급가격이 낮을수록 보수가 높아지는 인센티브보수를 제한한다.
이런 이론은 외부운용회사를 중개업자에게 J-REIT를 매수자에게 바꾸어 적용하면 그대로 적
용이 가능하다.
이 연구의 초점은 Arnord(1992)모델과 같이 중개업자와 매도자간의 최적의 보수 계약에
있지만 이 논문과의 차별성은 등록가격을 정의하고 등록가격의 설정에 관한 에이전시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는 데에 차별성이 있다.

Ⅱ. 이론적 모델과 가정
1. 시장 및 정보의 비대칭성
주택유통시장에 있어서 매도자는 중개업자와의 계약을 맺고 등록가격을 결정하여 중개업
자가 물건을 등록하고 매수자는 원하는 주택을 찾고 매매가격이 자신이 생각하는 유보가격
이하가 되도록 예측되는 등록가격의 주택을 찾아서 등록가격보다 매매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교섭을 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매도자와 중개업자와의 사이에서의 계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자는 이러한 노력을 한다고 간주하고 매수자의 기대이익에 대하여는 검
토하지는 않는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거래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희망가격을 가지고 있다. 매도자의 유보
가격은 팔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의 하한가이며, 매수자의 유보가격은 사도 좋다고 생각
하는 가격의 상한가이다. 비 주택시장에서와 같이 교섭시장에 있어서 매칭한 매도자와 매수
자의 유보가격 사이에서 매매가격이 결정되지만 주택유통시장에서는 매도자가 주택을 시장에
1) Arnord, M. A, "The Principal-Agent Relationship in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
Journal of Amerecan Real Estate and Urban Economics Association, Vol.20, 1992,
pp.89-106
2) Lippman. S. and J. McCall, "The Economics of Job Search: A Survey". Economic Inquiry.
Vol. 14, 1976, pp.15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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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할 때에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매가격은 등록가격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曺雲珍(2009)3)에 의하면 일본시장에서는 매매가격이 등록가격을 초과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으나 미국, 영국의 2007년(시장의 과열기)의 매매사례를 보면 30%정도 매매가격이 등록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교섭은 등록가격이 상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 영국에 있어서는 등록가격을 초과하여 양자가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에 있어서도 등록가격이 매도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전략이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연구에서는 등록가격이 매매가격의 상한선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적어도 매도자가 중개업자의 조언을 얻어서 등록가격을 정할 때에 매매가격의 상
한이 등록가격이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유통시장에서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교섭은 양자의 유보가격의 사이가 아니라 등록가격과 매도자의 유보가격의 사이에서 이루어
지게 된다.
중개업자는 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매도자는 매수자의 유보가격의 분포에 대
하여 충분하게 알고 있지 않다. 매도자는 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등록가격을 결정하
지만 한정된 정보에 의해 매수자의 유보가격의 분포를 추정하여 검토하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조언에 따라 등록가격을 변경한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하여 다음의 가정을 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가정1> 정보의 비 대칭성에 관한 가정
- 중개업자는 매수자의 유보가격의 분포를 알고 있지만 매도자는 매수자의 유보가격의 분
포를 충분하게 알지 못한다. 따라서 매도자는 등록가격 
   을 검토하지만 중개업자와
상담을 통해 등록가격 
   을 결정한다.
- 매도자의 유보가격은 매도자 자신은 물론 중개업자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매수자는 모
르고 있다. 매수자는 매도자의 등록가격으로부터 매도자의 유보가격을 예측한다.
매도자에게 있어서 최적의 등록가격은 중개업자가 매도자를 위해 행동한 경우 유도하게
되는 등록가격이 된다. 등록가격에 관한 에이전시 문제는 중개업자에 해당되지만 매도자에
있어서 최적의 등록가격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등록가격에 유도하게 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탐색비용에 관해 다음의 가정을 한다.

3) 曹雲珍, “住宅流通市場のシステムに関する研究”, 博士學位論文, 明海大学大学院 不動産学研究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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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2> 매수자의 탐색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가정
- 매도자는 중개를 중개업자에게 의뢰하고 중개업자는 매수자를 탐색한다. 매도자는 매수
자의 탐색에 드는 비용을 중개업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
다. 그리고 매도자는 중개업자의 탐색노력의 수준을 관찰할 수 없다.
중개업자가 탐색노력의 수준을 높이게 되면 탐색비용은 올라가지만 매수자의 탐색하는 시
간을 단축하게 된다. 매수자를 탐색하는 시간은 탐색노력과 등록가격의 수준에 의존하여 결
정되어 진다. 매도자는 중개업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자기의 이익
을 최대화하기 위해 탐색노력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것이 탐색노력과 관련 있는 에이전시의
문제이다.

2. 매도자와 중개업자의 기대이익
매도자와 중개업자는 모두 리스크에 중립적인 주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각 주체의 행동
에 대해서 기대효용이 아니라 기대이익에 의해 검토할 수 있다.
매도자와 중개업자의 기대이익의 현재가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     ∙  ∙   ∙∙∙

(1)

즉    은 매매시점의 기대이익이며 매도자의 경우 (1-중개수수료율)×매매가격-공급
가격, 중개업자의 경우, 중개수수료율×매매가격-탐색비용 이 된다. ∆ 은 상대방을 탐색하기
까지 시간 등에 드는 할인율,  ∙ 은 매칭이 된 매매 상대와 매매가 성립하는 확률(또는 매
수자가 탐색해오는 확률)을 나타낸다. 매매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그 확률은    ∙ ), 다
음의 교섭 상대를 탐색하게 된다. 이것을 무한대로 반복한다고 가정하면 (1)식은 (2)식과 같이
된다.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   이 되고, ∙   , 반대로 상대방을 탐색하지 못할 때에
는 ∆   이 되고 ∙   이 된다.
∆  ∙
∆  ∙
      즉   ∙
  ∆    ∙
  ∆    ∙







- 120 -



(2)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매도자와 중개업자간에 에이전시 문제 고찰

3. 매수자와 매도자의 유보가격
유보가격은 당해 교섭을 중단하고 다른 매매상대를 탐색하고 매매하는 기대이익(아웃사이
드 옵션4)의 행사의 기대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당해 매매로 얻을 수 있는 매매가격이며 매도
자의 유보가격  은 팔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의 하한가, 매수자의 유보가격  은 매입해
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의 상한가라고 정의된다. 단순화를 위해 각 주체의 유보가격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가정3> 각 주체의 유보가격의 분포에 관한 가정
- 매수자의 유보가격  와 매도자의 유보가격  은 모두 동일한 확률분포에 따르고 상한

 과 하한   의 사이를 동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와 의 확률분포

      , 확률밀도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A1)

이 가정을 전제로  와  
 를 명확하게 하면 각 주체의 유보가격의 분포를 명확하게 밝힐

수가 있다. 완전경쟁시장 ∆   ∙   에 있어서는   
 가 된다. 매수자의 유보가격

의 상한가와 매도자의 하한가가 일치하기 때문에 시장에 참가가능한 모든 매도자와 매수자의
유보가격은 동일하게 된다. 즉 ∀          
 , 반대로 쌍방이 독점시장의 경우에는

∆   ∙    아웃사이드 옵션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각 주체의 유보가격은
           가 된다. 즉   은 매도자의 공급가격,   은 매수자의 수요가격이 된다.

불완전 시장일수록 각 주체의 유보가격의 상한과 하한의 괴리는 크게 되고 각 주체의 유보가
격의 분산은 커지게 된다.
전제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매매가격이 등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고 가정하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교섭이 등록가격 
   와 매도자의 유보가격   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매도자는 매수자가 등록가격을 상한선으로 하여 교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수자의 유보가격을 예측할 필요는 없다. 매수자의 유보가격은 해
당 주택을 탐색하고 거래하는 확률 ∙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기능을 한다. 한편, 매
4) 현재의 교섭에 있어서 플레이어가 가지는 “다른 교섭상대를 찾아서 매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며 경쟁
적시장일수록 이 선택권의 행사를 통한 기대이익은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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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는 매도자의 유보가격을 알고 있지 못한다. 따라서 매도자는 매수자의 전략을 알고 있지
만

매수자는

매도자의

전략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어

Rubinstein(1985)5)의 불완전 정보 하에서의 교섭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불완전 정
보 하에서의 교섭을 Rubinstein(1985), 前川(2003b)와 같이 해석하여 전개하려면 아주 복잡
해지기 때문에 단순화를 위해 매도자, 매수자 모두 어떤 교섭상대를 매칭할지는 모르지만 매
칭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상상하고 있는 매도자의 유보가격을 매도자가 알고 불완전정보 하에
서 교섭을 하게 된다고 (A2)식을 가정한다.

<가정4> 매도자와 매수자의 매칭이후 완전정보 하에서의 교섭의 가정
- 매칭 후 매도자 는 매수자가 예측하는 매도자  의 유보가격  을 알고 매도자와 매수자
의 교섭은 완전정보 하에서의 등록가격 
   와 매수자가 예측하는 매도자  의 유보가격
  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교섭의 결과치인 매매가격   
   은 (A2)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2)

 는 교섭력을 나타내는 계수이며 이 경우에    일때에 매도자  가 가격인하에 대한 교

섭에 응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매수자가 예측하는 매도자의 유보가격을 확률변수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매도자  의 등록가
격이 
  일대에 매수자가 예측하는 매주자의 유보가격  의 조건부 확률분포와 확률밀도는 각
각   
   와     
   로 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5>를 설정하였다. 즉, 이 분포는 거
래가 성립하는 경우의 한정 하므로   
  
     이 된다.
매수자가 예측하는 매도자의 유보가격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한가는 등록가격이 되지만 하
한가는 문제가 된다. 매도자는 자신의 유보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일은 없다. 따라
서 교섭결과 매매가격을 매도자의 유보가격으로 하는 가격이 매수자가 예측하는 매도자의 유
보가격의 하한가가 된다.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할 수 있다.

<가정5> 매수자가 예측하는 매도자의 유보가격의 범위에 관한 가정

5) Rubinstein, A (1985) "A Bargaining Model with Incomplete Information about the
Preferences". Econometrica. Vol.53,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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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가 예측하는 매도자의 유보가격  의 상한가는 등록가격 
   이 되고 하한가는 매
도자의 교섭에 응하는 한계치가 된다. 매수자가 그 이하의 유보가격을 예측한 경우 매
도자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매수자는 예측가격을 하한가로 수정한다. 즉, 교섭의 결과로
써 취급가격(A2식)이 매도자 의 유보가격   을 밑돌지 않는 가격 이 매수자가 예측
하는 매도자의 유보가격의 하한가가 된다. 그리고 매수자가 예측하는 매도자의 유보가
격  은 그것들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사이가 동일하게 분포하게 된다.


   
  
  


    
  
  



       ∴        

즉,     


 
  

(A3)

위와 같은 가정 하에서는 기대 취급가격은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된다.

   








 

 
     
           
       







(3)

등록가격 
  의 수준과 탐색노력  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지만 단순화를 위해 탐색노력
은 매수자의 탐색시간 등에 관한 할인인자∆ 에 한해 영향을 주고 ∆ 은 시장의 경쟁정도 외
에 탐색노력에 한해 관수가 된다고 가정한다. 다만, 특정한 중개업자의 탐색노력에 따른 ∆
에의 영향은 각 주체의 유보가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을 통
해서 등록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등록가격의 수준은 매매성립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 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록가격의 수준이 탐색노력과 ∆ 과의 관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Ⅲ. 등록가격설정에 따른 에이전시 문제
매도자는 매수자의 유보가격의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최적의 등록가격을 정할 수
는 없지만 중개업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등록가격을 정하게 된다. 아래에서 논하는 것은 먼저
중개업자가 매도자를 위해 최적의 등록가격을 유도 하도록 등록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에이전
시의 문제가 없는 경우)를 먼저 논하고, 다음으로 중개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등록가격이 되
도록 하는 경우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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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적의 등록가격
중개업자가 매도자의입장에서 최적의 등록가격을 설정하는 문제는 이하의 매도자 의 기대
초과이익 (1식, 2식을 참조)이 최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등록가격을 구하는 문제가 된다.
max 
     ∙














                    ∙  





∆  ∙
즉, ∙  
  ∆  ∆  ∙







(4)

좌변 괄호안의 적분 값은 거래시점의 기대초과이익   을 나타낸다.  ∙ 은 거래성
립확률이며 (A4)식을 통해 표현하였으며 ∆ 은 매수자를 탐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할
인인자이다.   
   은 거래가격이며 (A2)식에 의해 나태내고 있다.   
   및    
  은
(A3)식에 의해 나태내고 있다.  은 중개수수료율이다. (A1)식부터 (A4)식 등의 가정 하에서
(4)식은 (5)식과 같이 된다.
max


∆  ∙
            
      
     ∆  ∆  ∙

 








  
       
즉,  ∙  

 


(5)

(5)식을 등록가격  
   로 편미분해서 매도자 의 기대초과이익의 등록가격에 관한 극대화

를 위한 1단계 조건에서 최적의 등록가격 
   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6). 즉 2단계의 편

미분을 실행하면 “부”이며 2단계의 조건도 충족하게 된다.7).
6) 1단계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된다.








  

∆  ∆
∆ ∙


   
   
             ➀

    ∆ ∆ ∙ 


  
  ∆ ∆∙ 



  
     

∆  ∆

   로 나누면 ∙   이 되기 때문에
➀식의 양변을 


    ∆ ∆ ∙ 
 







다음과 같이 된다.






  
∆
   
 
 
  
        


  ∆ ∆∙  
   

➁

∆
    의 조건으로 풀이하면 (6)식이 도출된다.
  ∆ ∆∙

7)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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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  ∆  ∙

(6)

(6)식은 숨겨진 관수이므로 안정적인 해답이 존재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6)식의 양변을 
  로 편미분하면 (6)식 좌측 변은 1이 되고, (6)식의 우측 변∅ 은 (7)식과 같이
된다.



 

 

 
∅



 
   









∅









즉,



   ∆ ∆



 


  ∆  ∆  ∙  



(7)

[그림 1] 매도자의 최적등록가격
매도자 의 유보가격   이 매수자의 유보가격의 상한선 
 에 가깝지 않으면 
  가 커지게
되고 (7)식의 우측변의 대괄호안의 답이 “부”가되어 (7)식의 부호는 ‘- “가 된다8).
그리고 (6)식의 우측 변은 
 과   의 1차 결합보다 크고9)    이 되기 때문에 좌측변이
“0”부터   의 조건일 때에 우측 변은 그것보다 크다. 하지만 좌측변이 
 의 조건일 때에는

∙
   



 

 가 매도자
8) 중개수수료  이 3%라고 가정하면    라고 가정하더라도 매수자의 유보가격의 상한가

의 의 유보가격  보다 6.2%이상 크면 (7)식 우측변의 대 괄호 안은 “부”가 되고 (7)식의 부호는 마이
 에 가까운 경우에는 해답
너스가 된다. 즉, 매도자 의 유보가격   이 매수자의 유보가격의 상한가 
  
  이 된다.
이 없는 가능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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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작아지지 않는다. 좌측변이 
 의 때에 우측변이 

   의 경우에 우측 변은 반드시 

보다 크게 되는 경우, 
  의 결과는 
 를 초과한다. 
  의 해답의 영역을     
  , 즉 “매도자
의 등록가격은 그 유보가격이상이 되며 유보가격의 상한가 이하가 된다.”라고 가정한 경우에
결과가 
 
  이 된다. [그림1]은 (7)식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며
 을 초과할 때에 결과는  
해답의 영역    
  의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를 그리고 있다. [그림1]에 따르면 45°선은 (6)식
의 좌측 변을 나타내고 
  을 상승시켜 가면 동일하게 좌측변의 값이 상승하는 것은 나타낸다.
우하향의 곡선은 우측변의 값이 
  을 상승시켜가며 (7)식에 따라서 하락해가는 모양을 나타
낸다.
시장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탐색에 걸리는 할인인자∆ 이 최적등록가격 
   에 미치는 영향
을 (6)식을∆ 으로 편미분함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다.

 


 ∙




        
     





∆

∆
 ∙ ∆
∆
∆

 





(8)10)


 ∙  ∙
  
즉,        

 ∙ 





 



 


   
      

  
   


   
   

  
      
  
  


 







   이며  ≥  ≥  11) 이기 때문에 (8)식의 우측변의 대괄로안
 , 

∆
∆
∆
∆
∆

의 2항의 부호는 “부”, 3항의 부호는 부정이 되지만   가 하한가   에 까까우면 “정”, 상한가


 에 가까우면 “부”가된다.

9)

  
     
  

 



     
        



 
 
     





 ,  와 등록가격 
  에 대한 효과를 통해
10) ∆의 ∙ 에 대한 효과는 유보가격의 하한가  , 상한가



와
  을 통해서 효과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을 통한 효과와   
서 발생하지만 ∆의 등록가격

  를 통한 효과와 분리하여 후자의 효과를



∙

로 표현하였다.

∆  

 이기 때문에
11) ∆ 가 커지게 되면 각 주체의 유보가격의 분포가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  ≤ 






≥
≥
가 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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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및
  ,    


∙
∆

  ∆  ∆  ∙
  ∆  ∆  ∙
 ∙

  이기 때문에 (8)식의 우측변의 대괄호안의 1항의 괄호 안은 “부” 가된

   
∆

다.   의 부호는 “-”이지만   은 (7)식의 우측변의 대괄호안과 동일하며 매수자의 유보가격
의 상한가 
 에 대해 매도자 의 유보가격   의 수준이 어느 정도 낮은 경우에   은 “부”가
된다. 이 경우에 (8)식의 우측변의 대괄호안의 제1항은 “정”이 된다. 이것은 대괄호안의 제1
항의 효과는 할인인자∆ 가 상승한 경우에 매도자 는 등록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을 나타내고
시장이 보다 완전하게 되어 매수자의 탐색정도가 늦어지게 되면 매도자가 욕심을 내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가 
 에 가까워지는 수준이 되는 경우에는 앞서 주장한 것과
같이 매도자는 등록가격이 
 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인하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괄호 안의 제2, 3항의 효과를 고려하면 유보가격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 할
인인자∆ 가 상승하게 되면 등록가격은 커지게 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클 때에는 등록가격은
작아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개업자의 기대이익    은 중개수수료(거래가격×중개수수료율)에 할인인자를 곱하여
얻게 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max 
       ∙















   
      
   ∙      




(9)

즉, 할인인자∙ 은 매도자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하며     은 탐색비용이며 탐색노
력  이 관수이다. 가정(A1)부터 (A4)식 등에 근거하여 (9)식은 (10)식과 같이 된다.
max

∆  ∙

          
         
     ∆  ∆  ∙

 







(10)



  로 편미분하여 중개업자의 최적등록가격 
   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12). 즉, 2단

계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진다.

     


   
   



(11)

12) (10)식의 등록가격에 관해 1단계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되고 (11)식으로 전개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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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식도 (6)식과 같이 숨겨진 관수이므로 안정적인 해답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6)식과 같이 (11)식의 양변을 
  으로 편미분하면 좌측 변은 “1”이 되고 우측 변∅  은

마이너스가 된다13).
그리고 좌측변이 
 일 때에 (11)식의 우측변이 반드시 
 보다 작아지는 조건은 (12)과 같
이 되며    ≥  의 때에는 반드시 충족한다.      이며   가 작은 경우에 (12)식은 충
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12)식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매도자의 유보가격은 
 을 상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결과는  
  
  와 같이 된다.

[그림 2] 매도자와 중개업자의 최적 등록가격

      
       

(12)

또한, 우측변이   의 때에 우측 변은 반드시   보다 크다고는 말할 수 없다. 좌측변이   의
때에 우측변이   보다 커지게 되는 조건은 (13)식과 같다. 이것은   가 하한가에 가까워질 때
에 충족되어질 가능성은 커지지만 상한가에 가까워질 때에는 충족될 가능성은 작아 진다14).
 로 편미분하면 (11)식의 우측 변은 “1”이 되고 (11)식의 우측 변 ∅  는
13) (7)식과 동일하게 양변을 

다음식과 같이  가 커지면 가 커지게 되므로 마이너스가 된다.





∅



  
 








  
    

14) 매도자 의 유보가격이 하한가에 가까운 경우에 매매가 성공할 확률∙ 은 “1”에 가까워지고,
    ∆ 에 가까워진다.  가 “1”에 있다고 하더라도 ∆은 0.7정도이며 적어도 는 0.3이 되면
 의 0.625이상이 되면 성공하게 된다. 유보가격이 하
(11)식에 따르면 매도자의 유보가격이 상한가 
한가에 가깝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크게 된다. 그것에 비해 유보가격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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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가격 
   은 매도자의 유보가격   을 밑도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의 결과는



      와 같이 된다. 즉, 매도자의 유보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입

장에서의 최적등록가격은 그 유보가격보다는 높이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입장에서는 우측변의 그것이 밑돌게 되어 최적등록가격은 그 유보가격이 된다.

 ≤  

  

(13)



(12)식과 (13)식에서   가 작은 경우에 
  의 결과는  
  
  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큰 경우에는 
  의 결과는  
      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2]는 해답이     

(11)식을 (6)식과 비교하면 [그림2]와 같이 우측변의 값이 동일한 등록가격일때에 (6)식
쪽이 크기 때문에 우측 변과 좌측변의 값이 동일하게 되는 값(최적등록가격)은 (6)식 쪽이 크


다 
  
  .

즉, 중개업자에 있어서는 최적등록가격은 매도자의 그것에 비해 작다. 정보의 비대칭성아
래에서는 중개업자는 등록가격을 매도자에게 있어서 최적수준보다는 작게 유도함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확대할 수는 있다. 이것이 에이전시가 고민하는 문제가 된다.

2. 인센티브 보수
중개업자가 매도자를 위해 노력할 때에는 인센티브 보수를 지급함에 따라서 매도자의 이익
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한다. 즉 2장에서 가정한대로 양자모두 리스크 중립자이다.
중개업자의 인센티브는 적어도 자신을 위해 최적 등록가격(11)식을 설정한때에 기대이익
이 확보될 수 있다. 매도자에게 있어서는 차선책으로 등록가격이 이런 것들을 충족한 상태에
서 기대초과이익을 최대화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양자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등록가격을 설정함에 따라서 실현가능하게
된다. 즉, 양자의 합계의 기대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고 거기에서 중개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등록가격을 설정한 경우의 이익을 지불하게 되면 중개업자의 유도제약조건과 합

한가에 가까운 경우에는 거래 성공확률∙ 은 “0”에 가까워지게 되고 는  에 가까워진다.  이
1/2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자의 유보가격이 상한가의 0.5이상 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는다. 유보가격
이 상한가에 가깝다는 가정 하에서 이 조건은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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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조건을 충족한 후에 매도자의 기대초과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할 수 있다.
양자의 합계의 기대이익(매도자의 경우에는 기대초과이익)은 다음과 같이 된다.



max 
           ∙












  
          
   ∙       


(14)

가정 (A1)식부터 (A4)식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14)식은 (15)식과 같이 된다.

max

∆  ∙
      
        


∙


 ∆ ∆







(15)



  로 편미분해서 합계 이익이 최대가 되는 등록가격 
  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15).


     


   
   

 


(16)

(16)식도 (6)식과 같이 숨겨진 관수이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6)식고 같이 양측 변
을 
  로 편미분하면 좌측변이 “1”이 되고 우측 변은 “-”가 된다16).
그리고 (16)식은 상한 값 
 과 매도자 의 유보가격   의 1차 결합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좌측 변  일 때에 우측 변은 그것보다도 반드시 큰 값이 된다. 하지만 좌측변이 
 일 때에
 보다는
   ≥  조건이면 우측 변은 반드시 작아지지만      일 때에는 우측변이  

  은 값은  
크게 된다. 좌측변이  
 의 때에 우측변이  
 보다도 크게 되는 경우에 
 을 초
과한다. 
  의 값의 영역은     
  , 즉, “매도자 의 등록가격은 그 유보가격이상이며 유보가
격의 상한 값 이하” 이므로 값은  
  
  가 된다.
 를 초과할 때에  



  의 우측 변을 비교하면 (6)식을 통해 확인한 매도자의 최적등록가격 
   보다 작고 (11)

식을 통해 확인한 중개업자의 최적등록가격 
   보다 큰 것은 같은 등록가격을 근거로 하여

우측변의 값의 크기의 비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그림3]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기대이익은 “부”라고 하고 유인제약조

15) (15)식의 등록가격에 관한 1단계 조건은 다음과 같이 되고 (16)식이 전개된다.

∆
       
   
     
  




  ∆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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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IC)을 중개업자에게 있어서 최적의 등록가격을 설정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보증
하는 것이라 한다면 인센티브보수가 [그림3]을 통해서 표현된다.

1) 인센티브 보수의 설계
인센티브보수는 통상적으로 고정보수율  에 추가되며 중개업자가 매도자를 위해 등록

가격을 설정하도록 되어있다. 통상적인 고정보수율  은 등록가격을 
  로 설정하면 중개업

자의 기대이익은 최대치가 된다. 등록가격을 그 이상으로 인상하게 되면 거래가격은 상승하
지만 거래가 성립될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그림 3] 인센티브 보수
(17)식의 우측 변 제1항이 등록가격을 인상하게 됨에 따라 거래성공 확률이 낮아지게 되
는 기대이익의 감소에 해당하며 제2항은 등록가격을 인상하게 됨에 따라 거래가격 상승에 따

른 기대이익의 상승에 해당한다. 
 
  의 영역에서는 전자 쪽이 커지게 되고 중개업자의

기대이익을 저하시키게 된다.

만약에 
≥ 
  라면

  
∆
(17)
   
       
  
           즉    

  ∆  ∆  ∙


이론적으로는 등록가격이 
  을 초과하는 지점부터 인센티브보수 지불후의 매도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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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의 최적수준 
   까지의 등록가격의 인상에 따른 중개업자의 기대이익의 감소분(17식)을

보충하도록 (18)식과 같이 인센티브보수를 지불한다.
(18)식의  
   가 고정보수율  에 추가하는 인센티브보수율이다.
 
    
     





  

  
      
  
        


(18)

그리고 고정보수율에 인센티브보수율을 추가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19)식이 성립한

다. (19)식은 등록가격을 
  보다 인상시켜도 중개업자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
 ≥ 





∆  
 
 
∆  

   
   
    


  
    












∆
∆



 
   ∆  ∆     




 

 

(19)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센티브보수는 등록가격을 높이면 높일수록 인센티브를 주게 되며
Arnord(1992)의 이론과는 다른 결과를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매도자의 기대초과이익
을 최대로 하기 위한 모델로 되어있지만 Arnord(1992)의 모델은 매각가치 최대화를 위한 모
델과 관련이 있다. 이 매각가치 최대화모델은 매도자와 중개업자의 이익에 대한 상반된 입장
이 작아지게 된다. 매각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유를 하는 선택도 가능하며 보유계속의 가치
를 제외한 기대이익을 검토한 연구도 충분히 이론적으로 고려할만하다.

2) 인센티브 보수 설계의 문제
위에서 제안했던 인센티브보수의 문제로는 현실적으로 일본의 宅地建物取引業法에 의하면
3%가 상한선이므로 위의 보수체계에서는 결과적으로 거래가격의 3%를 초과하므로 법의 개

정이 필요하며 등록가격에 따른 인센티브보수율 및 그것(개시지점 모델에서는  
   와 종결



지점 모델에서는  
   )을 적용하는 것이다.
위의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개정의 문제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후자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매도자는 인센티브보수율 및 그것을 적용하는 개시지점 
  과 종


결지점 
   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중개업자이며 다만 매도

자는 제시된 인센티브보수율 및 적용하는 지점을 보고 등록가격을 설정한다고 가정하면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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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그것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된다.
먼저 인센티브보수율을 적용하는 개시지점을 중개업자가 정직하게 신고하는지를 검토한


다. 개시지점을  
   보다 높게 설정하면 보수율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센티브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낮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는지가 문제이다. 낮게 설정한 경우에는 매도자

가 
   보다도 높은 등록가격을 선택한때에 정직하게 신고하기보다는 인센티브보수율의 개

시지점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보수율을 더한 중개업자의 보수율은 높아지게 된다. 하

지만 매도자가  
   보다도 낮은 등록가격을 선택한때에는 중개업자의 기대이익은 낮아지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변의 거래사례에 비해 개시지점을 비정상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매
도자는 중개업자가 허위로 신고한 것을 알게 된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개업자는 인센티
브보수율을 적용하는 개시지점을 정직하게 신고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종결지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보수율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매도자가 어
떤 등록가격을 선택하더라도 중개업자의 기대이익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종결지점에 대해
서 허위로 신고하는 인센티브는 없다. 또한 인센티브보수율은 과도하게 높아지면 매도자는
등록가격을 개시지점으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 매도자의 인센티브보수율은 추가한 중개수수
료율의 상승에 대해 영향이 있지만 그것이 큰 경우 허위로 신고할 의미는 없다. 하지만 이 보
수율 시스템은 복잡하며 게다가 중개업자가 항상 정직하게 신고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는 없
는 문제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Ⅳ. 최적의 보수 계약
1. 탐색노력
탐색노력  은 매수자의 탐색 시간 등에 걸리는 할인인자∆  에 한해서 영향을 미치고
∆ 은 시장에 있어서 경쟁의 정도 외에 탐색노력에 한해 관수라고 가정하여 논하고자 한다. 다

만, 당해 탐색노력에 의한 ∆ 에 대한 영향은 각 주체의 유보가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탐색노력의 정도를 높이면 탐색시간이 짧아지지만 탐색비용은 커지게 된다. 매도자는 탐
색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중개업자가 탐색노력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중
개업자는 탐색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준의 탐색노력
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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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기에서는 매도자와 중개업자의 상호 기대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탐색노력의 수준
을 검토하고 다음으로는 중개업자의 기대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탐색노력을 분석한다. 마지
막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보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센티브보수는 양자가 얻는 기대
이익 중에서 이익의 배분이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 즉 가정에 의해 탐색노력
은 탐색시간에의 영향을 통해서 등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등록가격의 수준은 탐색노력의
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자가 얻는 이익은 (14)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가정 (A1)식 부터 (A4)식에 근거하여
(20)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등록가격은 양자가 얻는 이익이 극대화가 되는 최적의



   가 된다.

max
 
    ∙   
        




∆  ∙
즉, ∙   ,
  ∆  ∆  ∙






     


   
   



(20)

(20)식은 탐색노력  로 편미분하여 최적의 탐색노력의 수준   의 조건을 구하면 (21)
식과 같이 된다. 즉, 탐색노력은 각 주체의 유보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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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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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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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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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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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좌측변의 제1, 2항은 모두 “정”이 된다.



(21)식의 좌측 변은 탐색의 한계이익을 나타내고 제1항은 탐색노력에서 ∆ 가 커짐에 따
른 할인인자의 상승에 의한 기대이익의 증가효과, 제2항은 탐색노력에서 ∆ 가 커짐에 따른
등록가격의 상승에 의한 기대이익의 증가효과이다. 그리고 우측 변은 탐색의 한계비용을 나
타낸다.
중개업자의 기대이익은 (9)식과 같이 나타나고 가정 (A1)식 부터 (A4)식에 근거하면 (22)
식과 같이 된다.






max
 
     ∙    
        

 
 

(22)

중개업자에게 있어서 최적의 탐색노력      은 (22)식을 탐색노력의 수준  으로 편
미분하여 1단계의 조건을 구하면 (23)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
∆
 
   ∆     (23)










∙




∆ 
 ∙ 
∆    
  
 

∆ 



 



(21)식과 (23)식의 좌측 변 제1항의 두 번째 대 괄호 안은 전자가 거래시점의 탐색비용 공
제전의 이익의 합계이며 후자가 거래시점의 탐색비용 공제전의 중개업자만의 이익에 해당하
기 때문에 (23)식의 그것은 반드시 작아진다. 또한 (23)식의 2항은 중개수수료율이 계산되어
있으며 (21)식의 제2항보다는 항상 작은 결과를 얻는다. 따라서 (23)식의 좌측 변은 (21)식의
좌측 변보다는 항상 작으며 탐색노력의 한계비용체증을 가정하면 탐색노력은 작아지게 된다.
이것이 에이전시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문제가 된다.

2. 인센티브 보수의 설계
중개업자에 있어서는 최적의 탐색노력에 대응하는 기대이익을 보증하며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도자의 기대초과이익을 최대로 하는 인센티브 보수를 검토한다.
매도자가 선택하는 인센티브 보수는 유인제약조건(IC)과 합리적조건(IR)을 충족하는 매도
자 자신의 기대초과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결국 IC조건을 충족하는 중개업자의 이익을
일정하게 하여 매도자의 기대초과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양자의 기대이익의 합계를 최대화
하는 상황과 같아진다.
[그림4]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기대이익은 합리적조건(IR)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유인제
- 135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9券 第3號(通卷 第61號)

약조건(IC)을 중개업자가 최적의 탐색노력을 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보증한다고 할 때
에 인센티브보수([그림4]의 IN보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 인센티브 보수(탐색노력)
[그림4]에서 표현한 인센티브 보수는 (23)식에서 주어진 중개업자에게 있어서 최적의 탐
색노력    을 통한 기대이익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탐색노력을 중개업자에 있어서의
최적의 수준보다 강화한 경우에 손실을 얻게 된다. 탐색노력을 최적의 수준보다도 강화한 경
우에 얻게 되는 한계손실은 (24)식의 우측 변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만약에  ≥    의 조건이라면
  
∙ ∙  ∙
∆
 
             
   


∆  ∙ ∆

 

    
    ∆
  ∙       
 ∆ 




 



(24)

따라서 탐색노력의 수준을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21)식에서 주어진 합계이익을 최대
로 한 수준   까지 (25)식에서 나타낸 중개업자의 기대이익의 손실을 보상하는 인센티브보
수를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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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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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노력의 수준을    이상으로 한 경우 중개업자의 기대이익은 (26)식과 같이 된다.


∀  ≥     ∆         
           ∆      
           (26)

합계 이익이 최대가 되기 위한 최적수준   에 있어서 통상적인 보수를 추가한 수수료는
      
     가 된다.

다음의 문제는 인센티브 보수의 설계이다. 등록가격의 수준이 주어져 매칭이된 후 교섭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탐색노력의 효과는 매수자의 탐색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탐색노력을 탐색시간(체류기간 TOM)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 탐
색시간에 의한 인센티브보수의 설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TOM     

(27)

이를 근거로 기준이 되는 체류기간 (TOM)을 시장상황을 반영한 평균적인 체류기간으로
하여 그 기준이 되는 체류기간보다 짧게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인센티브보수를 설계할 수 있다.

Ⅴ.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등록가격의 설정에 관한 에이전시문제 및 탐
색노력의 수준에 관한 에이전시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중개업자가 매도자를 위해 노력하는 인
센티브보수를 분석하고 이론 모델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연구결과 등록가격에 관한 에이전시 문제에 대해서 등록가격을 높이면 높일수록 보수율이
높이 지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 보수를 지급하고, 탐색노력에 관한 에이전시문제에 대해서는
물건이 시장에 대기하는 시간이 기준보다도 짧은 경우 인센티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며 복
수의 에이전시문제에 대해 복수의 인센티브보수를 지급하는 모델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먼저 등록가격의 설정에 있어서 매도자의 기대초과이익이 최대가 되는 등록가격의 수준은
중개업자의 기대이익이 최대가 되는 등록가격의 수준보다는 높고 정보면 에서 우위에 있는
중개업자는 자신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등록가격을 매도자의 최적의 수준보다는 낮게 설정
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현실적으로 중개업자는 빠른 시기에 매매를 성립시키기 위해 등록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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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쉽도록 우수한 물건을 제공하고 등록을 하기 전에도 매수자를 찾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매수자를 위해서도 유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매도자와 중개계약을
맺은 중개업자는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매수자와 중개계약을 맺
은 중개업자는 매수자를 위해 노력 하게 된다. 각각의 의뢰자의 이익을 위해 중개업자가 영업
을 함에 따라서 시장의 기능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중개업자의 탐색노력에 수준에 관하여 중개업자가 탐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중개업자의 탐색노력수준은 중개업자와 매도자의 합계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탐색노력의
수준과 비교하면 낮아지게 된다. 이것을 에이전시 문제라 하며 중개업자에게 있어서 최적의
탐색노력의 수준을 전제로 기대이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양자의 합계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탐색노력을 중개업자에게 요구하는 인센티브 보수를 제안한다. 이것은 탐색노력과 탐색
시간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착안하여 매매물건이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보다도 짧은 경우에 인센티브보수를 부여하는 보수계약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개업자가 매도자를 위해 노력하는 인센티브 보수로써 등록가격을 높게
설정한 경우에 보수율을 높이게 되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센티브 보수율을
적용하는 개시시점을 중개업자의 기대이익을 최대로 하는 등록가격, 종료시점을 매도자의 차
선책의 등록가격으로써 인센티브 보수율을 중개업자의 최대가 되는 기대이익이 확보되도록
설정한다. 매수자와 중개업자간의 인센티브 계약은 거래가격이 낮아지면 보수율은 낮추는 형
태를 취하게 된다. 매수자의 중개업자는 매수자를 위해 거래가격을 낮은 수준이 되도록 노력
하고 매도자의 중개업자는 매도자를 위한 거래가격을 높은 가격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교섭을 대리하여 행하는 것이며 시장의 기능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형태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인센티브 기준이 되는 등록가격을 초과
하는 등록가격을 설정한 경우에 주어지는 시스템을 고민하게 되지만 기준이 되는 등록가격의
설정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기준이 되는 등록가격은 시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
개업자가 신고하게 되지만 이 신고가 정직하게 신고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하는지가 문제가 된
다. (2)식에서는 정직하게 신고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였지만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설계
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향후 연구해야할 문제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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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물류창고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물류창고 경매물건의 낙찰가 및 감정가에 영
향을 미치는 부동산가치형성요인을 검증하는 연구로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경매를
통해 매각이 완결된 경기도지역 소재 물류창고 경매물건을 대상으로 입지적, 물리적, 경매내
적, 경매외적 요인으로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배후도시거리 등의 광역교통망이 잘 조성된 물류창고는 낙찰가와 감정가에, 접
면도로 폭은 넓을수록 낙찰가에 긍정적이었다. 건물층고와 건폐율이 높고, 토지 면적이 넓을
수록 낙찰가와 감정가에, 경매내적 요인에서 유치권이 있는 경우 감정가에, 경매외적 요인
에서 임의방식이 낙찰가, 감정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시사점을 보면, 참여한 입찰자는 물류창고의 핵심 요소인 운송수단의 접근거리와 화물차
량 진출입로 폭이 넓은 접면도로, 증 ·개축 등 확장성과 공간 효율성을 고려하여 토지면적이
넓고, 건폐율이 높은 경매물건을 선택하고, 유치권 등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포함된 물건일지
라도 법리해석 및 물건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한 후 선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매물건 데이터의 한계로 비교적 소규모의 물류창고 데이터가 채택된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며, 서울지역 물류창고는 표본 수의 부족으로 경기지역과 비교가 불가능하였
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 보다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물류창고, 경매, 부동산가치, 낙찰가, 감정가

Ⅰ. 서 론
최근 국내부동산시장의 투자흐름은 주거용·상업용부동산 투자 중심에서 대체시장인 산업
용 부동산 투자로의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주거용·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거래에 적용되는 다
주택자 등의 취득세 인상과 대출 규제와 경기 부진에 의한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촉발된 공급
과잉 및 폐업 등의 영향으로 점차 정부 규제의 강도가 상향조정 되고 있다. 반면 대체제로 인
식되는 산업용 부동산 시장의 물류창고는 온라인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도심 내 외부활동 인구가 감소하며 오프라인(off-line) 위주의
시장에서 재택 중심 시장인 홈쇼핑, 배달앱,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on-line)시장으로의 변
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구가 밀집된 도심과의 위치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물류창고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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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경우 인구과밀의 도심 여건상 물류창고 부지의 공급은 극히 소규모로 공급되
거나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인해 신규개발 공급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허
가 또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입지공급 여지가 풍부한 경기도
지역의 경우 서울지역 인접성과 지역 내 수요를 기반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
지만 경기도(수도권면적의 85.93%, 10,188㎢)는 지역 내 난(亂)개발 우려와 물류창고를 님비
현상1)의 혐오시설 정도로 인식하는 지역민의 반발, 자연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비교적
까다로운 제반 조건으로 인·허가가 기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시설 및 규모와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인·허가를 득한 경기도지역 물류창고 경매물건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전문 대행업체의 성행과 인터넷 정보의 발달로 그 접근
성이 용이해 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전문 종사자 이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일반투자자도 증가
하는 추세이다. 경매정보 전문기업인 굿옥션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법원
경매를 통한 전국 물류창고의 경매신청접수 건수는 총 4,078건 이었고, 2,267건 매각이 완료
되어 평균 낙찰건율은 55.59%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경기도지역의 물류창고 경매신청접수
건은 총1,023건 이었고, 549건의 매각이 완료되어 평균 낙찰건율은 53.67%인 것으로 나타
났다.
서울지역의 물류창고 부지 부족으로 인한 물류창고 수요는 최적의 입지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에 편중되고 있으며, 물류창고 경매물건 비중 또한 전국 대비 25.09%를 차지할 만큼
중요도가 높은 물류 거점이라 할 수 있다. 국가 물류 통합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물류창고 개체 수는 2010년 기준 228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320개소가 증가한
1,523개소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들의 관심이 부동산에 집중됨에 따라 부동산을 가장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의 매물이 잘 발생 되지 않
는 부동산의 경우 법원경매를 통하면 선점할 가능성이 높고 신규개발로 인한 민원문제와 인·
허가 문제 해소로 인해 그 동안 전문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영역을 벗어나 기업과 일반인
들 또한 물류창고 투자에 경매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원경매는 까다로운 권
리분석과 법리(法理)해석의 위험성으로 의사결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학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부정적인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혐오시설이 입지하는 곳의 지역주민들은 비용과 편익의 지역 간 불평등
성의 문제로 입지저항과 반발을 하게 되는 현상(오민경, “혐오시설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세 가지 에세이“,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7)
2) 문상철ㆍ김연태ㆍ김철수, “부동산특성별 경매투자자의 투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대한부
동산학회지｣, 제34권 제2호, 대한부동산학회, 2016,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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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는 물건의 유형과 법적 권리관계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다양하고 의사결정의 위
험성을 다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분석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 및 토지 등
에 편중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물류창고 경매 투자의 경우 상기의 부동산 특징들과 상이한 위
험요소들을 다수 내포하고 있고 법적권리의 해석 방향도 다를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련 연구
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물류창고 경매물건의 부동산가치형성요인을 파악하고 가격결정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물류창고의 특성변수와 부동산
가치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경매를 통해 매각이 진행되는 경기도지역
소재 물류창고 경매물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을 입지적 요인, 물리
적 요인, 경매내적 요인, 경매외적 요인으로 경매 낙찰가와 감정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헤도닉 가격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고 비교함으로서 법원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 겸 입찰
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물류창고의 개념
물류창고의 법률적 정의는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
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3)을
의미하는데, 물류창고는 창고의 하위개념이지만,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
어대사전에서도 창고를 ‘물건 또는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물
류창고에 대한 정의는 따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 또 다른 법률적 정의로「화물유통촉진법」상
‘창고는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 장소를 말한다.’ 라고 정
의하고 있으나, 동(同)법 또한 물류창고에 대한 정의는 배제하고 있다. 이어서「화물유통촉진
법」은 2007년 8월3일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면서 창고의 정의마저 제외하였
다.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물류창고의 기능과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류창고의 법적개념
을 「물시법」의 개념으로 일원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창고와 물류창고의 구분은 여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의2 ,「물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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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모호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류창고로 통칭하여 정의하였다. 물류창고는 일반적
으로 <표 1>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1> 물류창고 분류표
구분
구조

입지기준

법률

화물종류

내용

기계화창고

크레인, 컨테이너 등 하역장비나 랙 설비가 설치된 창고

자동화창고

정보시스템과 화물의 입고, 이송, 보관이 자동화된 창고

연안창고

부두창고, 접안창고

연선창고

터미널창고, 역두창고

내륙창고

공장창고, 국지창고, 농업창고, 도시창고

상온창고

잡화 등 일반화물 보관 창고

저온창고

냉동·냉장된 육류나 생선 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

보관장소

물류창고 이외에 야적장 등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곡물창고

국내생산 쌀, 보리와 해외에서 수입된 양곡의 보관창고

저온창고

수산물, 축산물 등과 과일 야채 등을 보관하는 저온창고

연초창고

말린 담뱃잎으로 보관하는 창고

위험물창고

운영형태

기능

폭발물, 독극물, 액화가스 등 위험화물을 보관하는 창고

자가창고

개인, 민간기업 소유로 자신의 물품보관 및 관리창고

영업창고

불특정 다수의 기탁물품을 보관, 보관료를 받는 창고

리스창고

타인 영업창고를 1년이상 임차하며, 공익목적 운영창고

공공창고

국가나 지방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창고

보관형창고

창고 내에 단기, 장기간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 창고

유통형창고

집배나 배송, 운송 후 분류, 혼재 등 부가기능 수행 창고

보세창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기간 보관 장소

자료 : 백종실·김영민·우정욱, 물류관리론, 도서출판 두남, 2013, pp.196-200. 연구자 보완 재작성.

2. 경매의 유형과 권리
1)경매의 유형
광의적 의미에서 경매란 공개적 경쟁을 통해 다수의 매수희망자 중에 재화의 가치를 지닌
동산 및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한 사람과 거래하는 형태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경매에는 개인이나 사조직이 행하는 사경매(私競賣)와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공경매가 있다.
국내의 강제성을 가진 경매제도는 1960년 4월 4일 법률 제547호「민사소송법」이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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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면서 강제집행 편을 두었고, 1990년(구)「경매법」을 흡수하면서 개정하였고, 2002년 민
사집행 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민사집행법」을 제정하였다. 현재「민사집행법」상 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편 제2절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제3편에 규정하고 있다.4)
국가기관이 강제하여 집행하는 경매는 1)강제경매 2)임의경매 3)공매로 나눌 수 있다. 강
제경매는 담보권이 없는 경우 법원 소송행위 등을 통해 얻은 판결문 즉 집행권원을 통해 행해
지는 경매를 말한다. ‘강제경매의 주된 특징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의한 인적책임의 실현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과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무효인 경우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
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는 특징’5)이 있다. 집행권원이란 법률상으로는 공신력이 있는 공정증
서이며, 실체법상으로는 집행 당사자, 집행 채무자 그리고 청구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 확
정하는 문서이다.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집행권원이 된다.6)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유치권, 질권, 전
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하게 된다. 임의
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으며 재판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담보권이 없
거나 무효로 판명된다면 소유권 취득은 무효가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민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매와 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공매는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는「국세징수법」제2조에 따라 국가가 부과한 조세 중 체납세금환수를 목적으로 압류된 압수물
을 관할세무서장이 강제 실행하는 공매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위탁받은 담보물의 강제매각을 위한 공매가 있다.(「국세징수법」제11조1항)

2)소멸되지 않는 권리
경매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배당요구가 없는 선순위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를 요청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경우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러한 요구가 없는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물철거가처분 및 토지인도
청구’(「민법」제643조)는 부동산등기부상에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각종 권리 설정이나 매
4) 허문수, “부동산경매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9, p.87
5) 김진우, “우리나라 부동산경매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대학
원, 2014, p.28
6) 이시윤,「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4,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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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와 증여행위를 제한받는다. 선순위 가처분의 경우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소멸 되지 않으며,
후순위의 경우도 일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치권’의 경우
「민법」에서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
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
가 있다.”(「민법」제320조)라고 하고 있다. 또한 채권의 변제를 위해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규정를 두고 있다.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가 그 물건으로부터 파생된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 전에 물건의 점유를 먼
저 상대방에게 이전하면 채권추심이 어렵게 되어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평
의 이념을 위해 인정된 법정담보물권이다.”7) 유치권은 경매절차 종료 후 매각과 함께 소멸되
는 다른 담보물권과 다르게 경매절차 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
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계약이나 약속 등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당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표 2>와 같다.
<표 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구분

내용

민법 제366조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와 건물 중 하나 또는 양자 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
유자가 다르게 되면 건물소유자가 그 토지를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저당권이 생성된 경우

민법 제305조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인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면 대지소유권이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되어도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건물의 전세권에 의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인 경우 그 건물 또는 대지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
관한 법률
거나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행해졌을 때 해당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입목에관한 법률 입목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입목과 토지가 각각 다른 소유자
제6조
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공장 및 광업저당재단법”제24조1항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
공장 및
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
광업재단저당법 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동법 제54조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경우.

관습법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인 경우 그 중 어느 일방이 증여, 매매, 경매 또는 기타의 이유로
각 소유자를 달리 할 때 해당 건물을 철거해야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
관습적으로 전통적인 윤리에 기인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그 분묘기지
에 대하여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분묘기지권 등.

자료 : 강차중, “경매부동산의 법정지상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3, p.8.
연구자 재작성.8)

7) 이은규, “민사유치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p14.
8) 강차중, “경매부동산의 법정지상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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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감정가)
감정평가의 제도적인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부동산공시법」제2조 제7호에 의하면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감
정가와 같은 의미이다. 감정평가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나 감정평
가 법인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하게 되어 있다.
실거래가격이 장기간 축적되어도 감정평가는 필요하며, 실거래가격의 지위는 감정평가가
격을 보조하고 참고지표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수적인 위치에 있다. 실거래가격이 축적되고
지리정보시스템이 발전할수록 감정평가 전문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
중요성이 축소될 수는 없다.9)
감정평가는 시장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적인 성장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성
장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우리나라 감정평
가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감정평가업계가 감정평가 환경변화에 얼마
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10)

3. 부동산가치의 형성요인
1)가치와 가격
Adam Smith11)는 가치의 의미를 “어떤 재화나 용역이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교환의 대상
으로 지배하는 힘”이라고 하였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가격과 가치는 관념상의 차이로서 거
의 일치하는 개념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적 측면의 가치는 현재의 값이고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지불된 과거의 값이기 때문에 특정시점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이 있
을 수 있으며 시장가치, 보험가치, 저당가치, 보상가치, 장부가치 등 많은 가치가 동시에 성립
될 수 있으며 이것을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한다.”12) 현재의 평가이론 및 실무측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
p.8.
9) 정수연,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공시가격을 대신할 수 있는가?- 공시제도에서 실거래가격과 감정 평가
가격의 추상적 지위에 관하여 -,「감정평가학논집」, 제8권 2호, 한국감정평가학회, 2009, pp.1~17.
10) 정명선ㆍ이창석, “부동산감정 평가업의 현황과 실태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7권 제1호, 대한
부동산학회, 2009. pp.25~41.
11) Adam Smith(1723~1790), 영국경제학자.
12) 안정근,「부동산평가이론」, 양현사, 2009,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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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
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13)이라 하고 있어
가치의 평가에 무게를 두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2)가치발생요인
부동산가치의 발생에 관한 이론은 주로 토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Adam Smith(1776)
가 국부론을 통해 주장한 토지의 비옥도와 그 상태에 따라 지대가 결정된다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토지의 입지 문제 보다 지대 결정요인이 토지비옥도의 차이임을 강조한 Ricardo14)의
‘차액대지대설’과 운송비 절감 등의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Thünen15)의 ‘입지교차지대설’
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개발법과 토지잔여법 등의 법률적 토대와 입지론 등의 이론적
밑바탕이 되고 있다.
토지가치의 발생요인은 주로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적
측면의 토지가치의 발생요인은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발생 되
고, 이들 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격균형점에 도달할 때까지 조정을 반복하게 된다.
효용성이란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쾌락성과 수익성을 말하며,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 수요에 비해 물리적·경제적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어 유효수요란 상대적
으로 고가인 부동산의 특성상 단순한 수요의사가 아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말한다. 법률적 측면의 가치 발생 요인으로 이전성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공공부동산
등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태만으로도 가치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가치 발생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6)

3)가치형성요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의미한다. 일반요인이란 해당 토지가 속한 지역에서 해
당 토지의 이용과 가격형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의 상태, 가족구성, 도시형성
및 공공시설, 생활양식 등의 사회적 요인과 저축, 소비, 투자, 물가, 임금 등 경제적 요인 그
13)
14)
15)
16)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1항
David Ricardo(1772~1823), 영국경제학자.
Johann Heinrich von Thünen(1783~1850), 독일경제학자.
경응수,「감정평가론」, 교육과학사, 2012, pp.16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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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토지 이용에 관한 규칙,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규제에 관한 규칙, 부동산세제 등의 행정
적 요인을 말한다. 지역적 요인은 해당 토지가 속한 지역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적·경제적·행정적 요인으로 지역요인은 일정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특성을 형
성하는 개개의 요인을 말한다. 개별요인은 해당 토지의 상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토지
가 지닌 개별적 요인을 말하는데, 이는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수한 상태, 조건 등 부동산이 개
별성을 발휘하게 하고 개별가치를 형성한다.17)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물류창고 가격결정요인 선행연구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물류창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입지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물류창고 매매가 및 임대의 경우 리츠 같은 상품이나 경매를 통해 투자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
진 2010년대 이후 매매가 및 임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물류창고는 상대적으로 통계자
료가 부족하므로 정부 차원의 정밀도 높은 통계가 필요하다.
기존 경매에 관한 연구는 유치권, 지상권 등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연구나 미술품과
같은 동산과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위주로 연구되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산업용 부동
산의 관심이 집중되며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창고 등 산업용 부동산
에 대한 경매 낙찰가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볼 물류
창고의 경우 경매낙찰가 및 감정가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이덕형(2013)18)은 6대광역시에서 발생한 경매신청 건 중 매각이 완료된 공장 경매물건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 시 저가에 매수를 원하며, 경매를 받은 후 추
가 발생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기계·기구는 추가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
고, 공장 내용연수는 추가 비용 요소이며, 공업지역에 속할 때 매각가율이 상승한다고 설명하
였다. 또한, 필지 수는 매각가율을 하락시키고, 입찰자 수는 낙찰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매
각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은 낮아진다고 보았다.
정재룡(2014)19)은 부실채권 매각이 부동산 경매 낙찰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서 유찰횟수가 많고 준공연도가 오래될수록 경매 낙찰가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인근지역과 지방도시의 낙찰가율은 낮은 것으로 보았다. 반면 매각 후 인근지역경매 낙찰가
17) 이홍규·고규봉,「감정평가강의」, 리북스, 2014, p.49.
18) 이덕형, “공장경매물건의 매각가율 결정요인에 관한”,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3.
19) 정재룡, “부실채권(NPL)매각이 부동산경매 낙찰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
대학교 대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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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주거용 및 공장은 부실채권으로 인해 매각된 인근지역 경매 낙찰가율은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 주거용, 공장의 경우 경매 낙찰가율이 더 높다고 분석
하였다.
강신아·이재순(2016)20)은 수도권에 위치한 물류부동산 임대료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서 입지특성 중 고속도로IC 거리, 접면도로 폭 요인이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임
을 확인하고 물류시설과의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해석하였다. 물리적특성인 연면적(-), 용적률
(+), 경과연수(-), 층고(-), 냉동·냉장 여부는 모두 물류창고 임대료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분석하였다.
오세준·이호진·신종칠(2016)21)은 경기지역 물류창고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물류창고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속도로IC 거리(-), 접면도로 폭(+),
연면적(-), 층고(+), 주차대수(+), 냉동·냉장여부(+), 경과연수(-)임을 확인하였으며, 타 연구
들과 같은 결과로 거시환경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부분을 지적하며 표본과 지역적 한계
를 원인으로 보았다.
최문식·박상준·김형주(2016)22)은 경기지역 물류창고 임대료 결정요인을 분석한 논문에서
물류창고 임대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천정높이, 준공년도, 차량접안시설 수, IC와
의 거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수도권 물류
센터 임대료 결정요인은 주로 물리적, 입지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창고 임차기업에서 제품 생산 시 화물의 적재환경과 이동비용의 절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조영재·김용진(2017)23)은 경기도지역 물류부동산의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건
물특성의 대지면적·건물높이·건폐율·건물주구조는 정(+)의 방향으로, 경과연수는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건물구조가 RC나 SRC인 경우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경과연수가
1% 노화될 때 매매가격이 약 0.17% 하락하였으며, 경제특성 중 공시지가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투자특성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하고 투자규모가
클수록 매매가격이 높았는데, 이러한 것은 간접투자의 경우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시간특성에서 2006~2009년은 시기상 투자가 많지 않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20) 강신아ㆍ이재순, “물류부동산 임대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4권 제2호,
대한부동산학회, 2016, pp.389~408.
21) 오세준ㆍ이호진ㆍ신종칠, “물류창고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주거환경｣,
제14 권 제3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16, pp.275~287.
22) 최문식ㆍ박상준ㆍ김형주, “물류센터 임대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경기 권역 30,000m2이상 물류센
터를 중심으로-” ,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6, pp.219~227.
23) 조영재ㆍ김용진, “물류부동산의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 ｢부동산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17,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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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택(2018)24)은 수도권 소재 부동산 경매 매각가율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부
동산 유형에 따라 평균 경매 매각가율이 차이가 있으며, 경매 매각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다른 것을 파악하였다. 공장의 경우 5% 유의 수준에서 총 토지면적과 입찰자 수, 채
권비율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근린생활시설은 채권비율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다
세대 주택은 유찰횟수, 입찰자 수, 경매 소요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하였으며,
토지 총면적과 채권비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송기욱·류강민(2019)25)은 경기도 및 인천소재 물류부동산의 실거래가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건물특성인 연면적은 2만평 이하에서 1천평 기준으로 상승할 때 실거래가도 1.7%
상승하지만, 2만평 이상에서는 0.3% 상승하였는데 이는 공실 우려로 인한 부분으로 해석하였
다. 건물특성 중 보관방식은 상온창고의 경우 저온에 비해 20.9% 하락한다고 보았으며, 토지
특성의 경우 개발호재나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상대성으로 실거래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재원·최창규(2019)26)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류센터 임대료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서 입지적특성인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IC 거리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 선행연구 결과가 다른 것은 수도권 물류배송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
적하였다. 건물적특성은 건축면적·용적률만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
데, 이는 물류센터 기능의 다양화와 입·출고의 빈도수가 빈번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시
설적특성이 경우 냉동·냉장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설투자 규모가 상온창고에 비해
고액임을 이유로 지적하였다.
이남승(2020)27)은 경기지역 물류센터 투자 측면에서의 입지선정 및 임대료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서울시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임대료가 상승하며, 인터넷 및 모바일 쇼
핑의 증가로 인한 새벽 배송 증가로 서울 근교 물류창고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용
적율은 클수록, 경과연수가 짧을수록 임대료가 상승하였으며, 대지면적과 용적율의 경우 수도
권과 다르게 넓을수록, 전층 차량접안과 대기업테넌트는 임대료의 상승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물류창고 가치형성요인 관련 선행연구는 <표 3>과 같다.

24) 임의택, “수도권 소재 부동산 경매매각가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실채권 특성요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8.
25) 송기욱ㆍ류강민,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한 물류부동산의 실거래가 결정요인 실증분석” , ｢부동산학
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9, pp.23~37.
26) 전재원ㆍ최창규, “물류센터의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수도권을 중심으로” , ｢부동산연구｣, 제29권 제
2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19, pp.27~38.
27) 이남승, “물류센터 투자측면에서 입지선정 및 임대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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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도

종속변수

영향력 있는 독립변수

이덕형

2013 낙찰가율 용도지역, 공장내용연수, 기계기구, 입찰자수, 매각기간, 필지수

정재룡

2014

낙찰가

건물용도, 준공연도, 유찰횟수

강신아·이재순

2016

임대료

고속IC거리, 접면도로폭, 연면적, 용적률, 경과연수, 층고, 냉동냉장

오세준·이호진·신종칠 2016 매매가격 고속도로IC거리, 접면도로폭, 연면적, 층고, 경과연수, 냉동냉장
최문식·박상준·김형주 2016
조영재·김용진
임의택

임대료

천정높이, IC거리, 준공년도, 차량접안

2017 매매가격 대지면적, 건물높이, 건폐율, 건물주구조, 경과연수
2018 매각가율 총토지면적, 입찰자수, 채권비율

송기욱·류강민

2019 실거래가 연면적, 보관방식

전재원·최창규

2019

임대료

고속도로IC거리, 건축면적, 용적률, 냉동냉장

이남승

2020

임대료

서울시청 거리, 경과년수, 용적률, 전층접안, 대기업테넌트

선행연구에서 연구를 위해 사용했던 변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물류창고 경매물건
가치형성요인 분석을 위해 설정한 요인 및 사용변수는 <표 4>와 같다.
<표 4> 물류창고 가치형성요인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설정 변수
오세준
강신아
본연구 이덕형 정재룡
이호진
구
본 연구
이재순
신종칠
분
사용 변수
2021 2013 2014 2016 2016
낙찰가
●
●
종속
변수
감정가
●
배후도시거리
●
●
●
항만거리
●
●
입지적
요인 고속도로IC거리
●
●
●
접면도로폭
●
●
●
건물층고
●
●
●
건물구조평가지수 ●
물리적
토지면적
●
요인
건물면적
●
●
●
●
●
건폐율
●
임차인 수
●
●
경매
내적 법정지상권여부
●
요인
유치권여부
●
●
입찰자
수
●
●
경매
외적
분할매각구분
●
요인
경매방식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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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식
조영재
송기욱 전재원
임의택
이남승
박상준
김용진
류강민 최창규
김형주
2016 2017 2018 2019 2019 2020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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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차별성
물류창고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대부분 단순 가격결정에 관한 연구였으나 물류창고의
경매물건에 대한 낙찰가와 감정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후 이를 비교하여 살펴본 연구
는 본 연구가 초석으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물류창고의 경매물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사례가 거의 전무한 가운데 단순 가격결정
에 관한 연구에서 벗어나 경매물건 요인들이 낙찰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물류창고의 경매물건을 대상으로 경매물건 요인들이 실거래가에 해당하는 감정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요인들이 낙찰가와 감정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를 비교 분석한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경매물건 중 단순 가치 형성요인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지분매각과 일괄매각에 따른
분할매각을 구분하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따른 경매방식을 구분하여 변수로 사용여 분석
을 실시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Ⅲ. 연구 방법론
1. 개념적 체계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010년~2020년까지 대법원경매와 경매전문기업인 굿
옥션의 분류기준에 따라 매각이 종결된 창고 경매물건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역 물류창고 가치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량적·정성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종속변수는 낙찰가 및 감정가로
하였으며, 입지적요인은 물류창고와 배후도시 등과의 거리와 접면도로 폭, 물리적 요인은 건
물 층고 등 건물의 특성을 의미하며, 경매내적 요인은 임차인의 수 등 경매에서의 내적요인
을, 경매외적 요인은 입찰자 수 등 경매에서의 외적요인을 나타낸다. 연구의 개념적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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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낙찰가 및 감정가(물류창고)

▪ 배후도시거리
입지적 요인
(가설1,2)

▪임차인 수

▪ 항만거리

경매내적 요인
(가설4)

▪ 고속도로IC거리

▪법정지상권 여부
▪유치권 여부

▪ 접면도로폭
▪건물층고

▪입찰자 수

▪건물구조평가지수
물리적 요인
(가설3)

▪분할매각 구분
경매외적 요인
(가설5,6)

▪토지면적

▪경매방식 구분

▪건물면적
▪건폐율

투자자나 입찰자의 응찰가격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
[그림 1] 개념적 체계(물류창고 낙찰가 가치형성요인)

2. 가설 설정
선행연구 및 개념적 체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접근거리의 입지적 요인은 낙찰가 혹은 감정가에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2. 입지적 요인의 물류창고가 접면하고 있는 도로의 폭은 낙찰가 혹은 감정가에 긍
정적일 것이다.
가설 3. 건물층고, 건물구조평가지수, 토지 및 건물면적, 건폐율 등 물리적 요인은 낙찰가
혹은 감정가에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4. 경매내적 요인의 유치권 등은 낙찰가 혹은 감정가에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5. 경매외적 요인에서 지분매각 방식에 비해 일괄매각 방식이 낙찰가 혹은 감정가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6. 강제경매 방식에 비해 임의경매 방식이 낙찰가 혹은 감정가에 경매외적 요인으로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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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헤도닉
본 연구는 물류창고 경매물건 가치형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헤
도닉 가격모형을 이용하였다. 헤도닉 가격모형은 ‘이질적인 재화의 가치는 해당 재화가 내포
하고 있는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헤도닉 함수를 이
용하여 선형 함수(linear function), 준로그 함수(semi-log function), 역준로그함수
(reverse-log function), 이중로그함수(double-log function) 중 하나를 이용하는데 물류창
고 경매물건 가격결정에 대한 회귀식 변수는 <수식 1>과 같다.


   

 







         

(수식 1)

   종속변수 낙찰가 감정가 
  상수항
   가치형성요인 변수들의 추정된 회귀계수

   물류창고 경매물건의 입지적 물리적 경매내적 경매외적 요인 변수
   오차항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모형을 활용하여 물류창고 경매물건 가치형성요인과 표준화회귀계
수를 파악하여 어느 변수들이 가치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4. 분석 방법론
1) 자료 수집
경매물건 낙찰가와 감정가 가치형성요인 연구를 위하여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창고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경매와 굿옥션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였으며, 입지적
요인에 관한 자료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법원경매정보의 용도별 매각정보에서 분류 공시하지 않는 물류창고 정보를 수
집하기 위하여 경매전문기업인 굿옥션의 분류기준에 따른 매각이 종결된 창고 경매물건을 대
상으로 552개의 물류창고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1년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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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를 이용하여, 첫째,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헤도닉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설명력이 가장 높은 이중로그모형(Double-Log
function)을 선정하였다. 셋째, 최적의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중 후진법
을 사용하여 물류창고의 낙찰가와 감정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넷째, 낙찰가와 감
정가에 미치는 영향력 및 가설검증 결과를 비교하였다.

5. 변수 설정
헤도닉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이중로그모형을 선정하였으며, 물류창고의 경매물건 낙찰가
와 실거래가에 해당하는 감정가의 영향력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는
<표 5>와 같다.
<표 5> 물류창고 경매물건 가치형성요인 사용변수
변수명
종속변수

변수 설명

단위

낙찰가

물류창고 경매물건 낙찰가격

만원

감정가

물류창고 경매물건 감정가격

만원

배후도시(시청,군청)까지 직선거리

km

항만까지의 최단주행거리

km

고속도로IC거리

고속도로IC까지의 최단주행거리

km

접면도로폭

건물이 접면하고 있는 도로 폭

m

건물의 높이

m

배후도시거리
입지적 요인

항만거리

건물층고

참조28)

지수

토지면적

토지의 면적

m2

건물면적

창고건물의 면적

m2

건물대장상의 건폐율

%

임차인의 수

인

건물구조평가지수
독립
변수

물리적 요인

건폐율
임차인 수
경매내적 요인

법정지상권 여부

해당=1, 해당없음=0

더미

유치권 여부

해당=1, 해당없음=0

더미

입찰자 수
경매외적 요인

각주

입찰자의 수

인

분할매각 구분

지분매각=1, 일괄매각=0

더미

경매방식 구분

강제경매=1, 임의경매=0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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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경기지역 소재 물류창고의 경매물건 가치형성요인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낙
찰가는 최소값 151만원, 최대값 3,552,150만원, 평균 110,691만원, 감정가는 최소값
779.76만원, 최대값 4,343,291만원, 평균 158,933만원으로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후도시거리는 평균 8.11km, 항만거리는 평균 51.52km,
고속도로IC거리는 평균 4.61km로 물류창고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
면도로폭은 평균 7.68m로 비교적 진출입이 용이한 곳에 입지하였다. 또한, 건물층고 평균
7.06m, 건물구조평가지수 평균 89.39, 토지면적은 평균 3,726.22m2, 건물면적은 평균
806.32m2로 다양한 규모의 물류창고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어서 건폐율은 평균 33.08%,
임차인 수는 평균 2.28명, 입찰자 수는 평균 3.32명으로 조사되었다. 물류창고 경매물건 가
치형성요인 기초통계량은 <표 6>과 같다.
법원경매통계에 따르면 경기지역 경매 신청 건수는 2009년 81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
로 상승하여 2014년 13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하향 추세에 있다. 경매 평균낙
찰가율은 2012년(최저38.89%)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45~60%대를 유지하며 큰 변화를 보
이지는 않았다. 경매신청 건이 점차 하향 추세에 있는 점은 증가추세의 대출잔액, 하향추세의
저금리의 영향으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2. 가설검증
본 연구는 경기지역 물류창고 경매물건의 가치형성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28) 건물구조평가지수
(1) 번호 구조별 지수
① 통나무조 135 ②목구조 130 ③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15 ④철근콘크리트조, 석조, 프리캐
스트, 콘크리트조, 목조, 라멘조, ALC조, 스틸하우스조 100 ⑤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
강블록조 97 ⑥시멘트 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92 ⑦철골조, 중 조립식 패
널(EPS패널에 한함) 85 ⑧조립식 패널조 80 ⑨ 경량철골조 77 ⑩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
담조 60 ⑪철파이프조, 컨테이너 건물 5
(2) 건물 기준시가 계산법
① 기준 시가 : m2당 금액 x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② m2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x 구조
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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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물류창고 경매물건 가치형성요인 기초통계량(N=522)
변수명

단위

최소값

낙찰가

만원

151.00 3,552,150.00

110,691.61 2,139,487,446

감정가

만원

779.76 4,343,291.80

158,933.68 3,019,379,784

배후도시거리

km

0.50

25.90

8.11

5.22

항만거리

km

5.20

108.70

51.52

25.41

고속도로IC거리

km

0.20

30.10

4.61

4.35

접면도로폭

m

4.00

47.00

7.68

5.64

건물층고

m

2.50

55.60

7.06

4.51

건물구조평가지수

지수

종속변수

입지적 요인
독
립
변
수

비
고

물리적 요인

토지면적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5

130

89.39

18.33

2

12.00

86,040.00

3,726.22

7,274.90

2

m

건물면적

m

6.00

32,252.30

806.32

1,914.14

건폐율

%

20.00

90.01

33.08

15.41

경매내적 요인

임차인 수

인

1

17

2.28

1.88

경매외적 요인

입찰자 수

인

1

22

3.32

3.48

낙찰가와 감정가의 최소와 최대값의 차이가 크나, West, Finch, Curran(1995)에 따르면 정규분포는│왜도
│< 3,│첨도│< 8 를 기준으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중로그 방식을 채택하여 분석을 하였으므로, 로그
상태의 낙찰가의 왜도는 .671, 첨도는 2.019, 감정가의 왜도는 .412, 첨도는 1.086으로 정규분포의 기
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왜도가 <0 이므로 분포가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음.

실시하였다. <표 7>과 같이 분석결과 낙찰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81.152,
p<.000), 77.0%(수정된 R2 76.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감정가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23.187, p<.000), 81.8%(수정된 R2 81.2)의 설명력을 갖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1. 접근거리 등의 입지요인
<가설 1>에 대한 분석 결과, 낙찰가는 ln_배후도시거리가 1%(km) 감소할 때, 0.224(원
/m2), ln_항만거리는 1%(km) 감소할 때, 0.118(원/m2), ln_고속도로IC거리는 1%(km) 감소
할 때, 0.177(원/m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가는 ln_배후도시거리가 1%(km) 감소
할 때, 0.232(원/m2), ln_항만거리는 1%(km) 감소할 때, 0.138(원/m2), ln_고속도로IC거리
는 1%(km) 감소할 때, 0.187(원/m2) 상승하였으며, 영향력의 크기에서는 접근거리 등의 입
지적 요인 모두 낙찰가에 비해 감정가가 높았다. 따라서 배후도시 거리, 항만거리, 고속도로
IC거리 등의 입지적 요인은 이들 기반시설들이 가까울수록 낙찰가나 감정가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여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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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접면도로 폭
<가설 2>에 대한 분석 결과, 낙찰가는 ln_접면도로폭이 1%(km) 증가할 때, 0.141(원
2

/m ) 상승하여 접면도로 폭이 넓을수록 높았으며, 낙찰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입지적 요인의 물류창고가 접면하고 있는 도로의 폭은 낙찰가의 경우
는 가설이 채택되었으나, 감정가는 기각되었다.

가설 3. 물리적 요인
<가설 3>에 대한 분석 결과, 낙찰가는 ln_건물층고는 1%(m) 증가할 때, 0.256(원/m2),
ln_토지면적은 1%(m2) 증가할 때, 0.831(원/m2), ln_건폐율은 1%(%) 증가할 때, 0.377(원
/m2) 상승하며, 감정가는 ln_건물층고는 1%(m) 증가할 때, 0.334(원/m2), ln_토지면적은
1%(m2) 증가할 때, 0.904(원/m2), ln_건폐율은 1%(%) 증가할 때, 0.333(원/m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향력의 크기에서는 건물층고와 토지면적은 감정가가 높았으나, 건폐
율은 낙찰가가 높았다. 따라서 건물층고, 토지면적, 건폐율 등은 가설이 채택되었으나, 건물
구조평가지수, 건물면적은 기각되었다.

가설 4. 유치권 등 경매내적 요인
<가설 4>에 대한 분석 결과, 감정가는 유치권 여부의 계수값이 0.168, t값은 2.265로 유
치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유치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낙찰
가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따라서 감정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유치권은 감정가의 가설이 채택되었으나, 낙찰가는 기각되었다.

가설 5. 경매외적 요인의 분할매각 방식
<가설 5>에 대한 분석 결과, 분할매각에서 낙찰가는 계수값이 –0.200, t값은 –1.911로 지
분매각에 비해 일괄매각의 낙찰가가 높았으나 유의미하지 못하였으며, 감정가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따라서 지분매각 방식에 비해 일괄매각 방식이 가격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낙찰가와 감정가 모두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6. 경매외적 요인의 경매방식
<가설 6>에 대한 분석 결과, 경매방식에서 낙찰가는 계수값이 –0.334, t값은 –3.184,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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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는 계수값이 –0.212, t값은 –2.244로 강제경매에 비해 임의경매의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았다. 따라서 경매외적 요인에서 강제
경매 방식에 비해 임의경매 방식이 가격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낙찰가와 감정가 모두 가
설이 채택되었다.
<표 7> 물류창고 경매물건 가치형성요인 다중회귀분석
낙찰가
모형

비표준화
계수(B)

(상수)

13.336

ln_배후도시거리
ln_항만거리
ln_고속도로IC거리
ln_접면도로폭
ln_건물층고
ln_토지면적
ln_건폐율

표준화
계수(β)

감정가
t

VIF

32.411

-0.224

-0.172

-0.118

-0.081

-0.177

-0.155

0.141

0.078

0.256

0.110

0.831

0.862

0.377

0.378

***

-4.936

*

-2.366

1.155
1.123
1.146

*

1.172

*

1.847

2.205
2.488

***

20.749

***

7.929

1.637
2.160

유치권 여부
분할매각더미
경매방식더미

-0.200

-0.065

-0.334

모형추정결과(N=22
8)

-0.105
2

-1.911
**

-3.184

표준화
계수(β)

13.395

***

-4.447

비표준화
계수(B)

t

VIF

36.478

-0.232
-0.138

-0.173

-5.608***

1.143

-0.093

**

1.059

***

1.122

-3.129

-0.187

-0.158

0.334

0.139

3.626***

1.774

0.911

***

1.620

***

2.142

*

0.904
0.333

0.325

-5.185

24.843
7.707

0.168

0.067

2.265

1.065

-0.212

-0.065

-2.244*

1.011

1.111
1.040

2

R (ADJ R )=0.770(0.761),
F=81.152(p<.000)

2

2

R (ADJ R )=0.818(0.812),
F=123.187(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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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 경매물건 가치형성요인의 낙찰가와 감정가에 대한 영향력 및 가설검증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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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낙찰가 및 감정가 영향력 및 가설검증 비교
변 수

입지적
요인

물리적
요인

예상결과

실제결과 가설채택여부

감정가

영향력
크기

예상결과

실제결과 가설채택 여부

배후도시거리

-

-

채택

<

-

-

채택

항만거리

-

-

채택

<

-

-

채택

고속도로IC거리

-

-

채택

<

-

-

채택

접면도로폭

+

+

채택

+

x

기각

건물층고

+

+

채택

+

+

채택

x

기각

x

기각

+

+

채택

+

x

기각

+

+

채택

건물구조평가지수

◇

<

◇

토지면적

+

+

채택

건물면적

+

x

기각

건폐율

+

+

채택

-

x

기각

-

x

기각

◇

x

기각

◇

x

기각

◇

x

기각

◇

+

채택

x

기각

x

기각

◇

x

기각

◇

-

채택

임차인 수
경매내적
법정지상권 여부
요인
유치권 여부
경매외적
요인

낙찰가

입찰자 수

+

분할매각 구분

◇

x

기각

경매방식 구분

◇

-

채택

<
>

+
>

*p<.05, ◇ : 예상 부호를 알 수 없음을 의미함.

Ⅴ. 결 론
최근 부동산투자는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와 함께 물류거점인 물류창고의 투자수요
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은 물류창고 부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 비교적 도심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지역의 물류창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
도지역 또한 지역민의 반발과 환경상의 문제 등으로 적절한 부지를 공급받기 어려운 실정이
므로 이미 인·허가 문제를 완결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 내 경매물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전문 대행업체와 인터넷 정보의 발달로 그 접근성이 용
이해 짐에 따라 전문 종사자 이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일반투자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원
경매는 까다로운 권리분석과 법리(法理)해석의 위험성으로 의사결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학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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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류창고 경매물건의 특성변수 및 낙찰가와 감정가의 관계를 실
증 분석하였는데, 대체로 낙찰가에 비해 실거래가에 해당하는 감정가가 높게 나타나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나 입찰자는 경매를 활용하여 매입가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후도시거리, 항만거리, 고속도로IC거리 등의 입지적 요인은 광역교통망이 잘 조성
된 물류창고의 경우가 낙찰가나 감정가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것은 선행연
구를 통해 입증된 물류창고 입지의 중요성을 본 연구를 통해 재검증하였다.
둘째, 접면도로 폭은 물류창고가 접면하고 있는 도로의 폭으로 그 폭이 넓을수록 물류창
고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차량 진출입 시 도로 폭이 좁은 것에
비해 폭이 넓을수록 물류수송이 용이하므로 낙찰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물리적 요인에서 건물층고와 건폐율이 높고, 토지 면적이 넓을수록 낙찰가와 감정가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건물면적의 경우 기각되었다. 건물층고가 높으면 공간효용을 높
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건폐율이 높을 경우 증·개축 시 적은 비용으로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물류창고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며, 토지면적이 넓으면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건물면적은 넓어도 효용가치가 높지 않은 경우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
울시의 경우 효용성을 지닌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류창고의 공급이 경기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경매내적 요인에서 감정가는 유치권이 있는 경우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낙
찰가는 기각되었다. 이는 감정평가의 경우 등기상 권리만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유
치권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낙찰가에 비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낙찰가의
경우 경매절차 종료 후 권리가 소멸되지 않음에도 선호도에 따라 낙찰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다섯째, 경매외적 요인에서 지분매각 방식에 비해 일괄매각 방식은 모두 기각되어 낙찰가
와 감정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각방식과 관계없이 해당물건에 대
한 입찰자(이해관계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관계와 입지여건 및 선호도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경매외적 요인에서 낙찰가, 감정가 모두 강제경매 방식에 비해 임의경매 방식이
가격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재판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완결되는 임의경매의 특성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 인해 무효로 판명되기 쉬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법리
해석으로 인해 권리를 주장하고 신고하는 행위가 있다 하여 권리를 모두 인정받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물건의 경우 오히려 낙찰가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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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경매에 참여한 입찰자는
첫째, 물류창고의 핵심요소인 운송수단의 접근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화물차량 진출
입로의 폭이 넓은 접면도로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한다. 셋째, 증 ·개축 등 확장성
과 공간 효율성을 고려하여 토지면적이 넓고, 건폐율이 높은 경매물건을 선택하여야 한다. 넷
째, 유치권 등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포함된 물건일지라도 법리해석 및 물건의 가치를 공정하
게 평가한 후 선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보면, 물류창고의 등록기준은 비교적 일정 규모
이상인 반면, 경매 물건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비교적 소규모의 물류창고 데이터가 채택된 점
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주요 도시지역인 서울지역의 물류창고는 표본 수가
부족하여 경기지역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서울지역의 표본 수를 확보하여 경기지역과 비교한다면 보다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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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real estate investment sentiment of potential consumers on the
intention to purchase existing houses or sell new hous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residen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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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tention to purchase a house by participating in the new sales market, it
was found that individual investor sentiment, investment asset sentiment, marital status, generation
composition, housing size, future real estate market outlook, market profit, and home ownership factors
had a significant impact. Existing housing purchase intention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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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esents data that shows how potential consumers perceive the current housing market.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suggest that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should stabiliz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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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 정부는 2017년 ‘6.19 부동산안정화대책’ 이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
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오고 있으나 현실은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모두가 급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잠재수요자들의 부동산투자심리가 기존주택구입의도 또는 신규주택분양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신규분양시장에 참여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
는 의도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심리, 투자자산심리, 결혼여부, 세대구성, 주택규모, 향후 부
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인식, 시세차익, 주택보유수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존주택구입의도에는 개인의 투자심리와 연령대, 세대구성, 선호평형, 세대구성, 타의
에 의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시세차익, 구매경험 요인, 주택보유수 요인이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분양과 기존주택구입의도 모두에는 부동산투자에 대한 호감도와 세대구성원이 많을
수록 또한 양쪽 주택시장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반면에 주택보유수는 양 시
장모두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투자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인식이나 가족구성원의 거
주에 따른 현상,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 등 모든 분야가 결국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요인 구성이나 조사표본이 제한적이기에 이
를 전반적인 현상분석이라고 일반화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조사결과는 수요자의
현 시장에 대한 대응을 인식하게 하는 상황으로 시장을 조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더불
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조속히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늘려야하는 한다는 나름의 시
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부동산투자심리, 주택구입의도, 기존주택구입, 신규주택분양

Ⅰ. 서 론
현 정부는 2017년 ‘6.19 부동산안정화대책’을 시작으로 그 해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2018년 ‘7.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9년 ‘5.7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12.16 주택시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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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2020년 ‘2.20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8.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11.19 전세대책’, 2021년 ‘2.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3.29 4대 영역 투기근절대책’ 등 현재까지 총 2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세워 부동산세제 및 대출규제 강화, 주택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과
2030세대 및 서민의 주거지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시장은 2020년 8.4공급대책 이후 1년이 지난 2021년 7월
말 현재 수도권 집값이 7월에만도 1.17% 상승하며 약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고1), 2020
년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및 수도권에
서는 오히려 전세값이 급등을 시작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8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주요 광역시도의 1∼7월 아파트 값 누적 상승률은 인천 15.65%, 경기
14.17%, 제주 10.97%, 대전 9.96%, 부산 9.39%, 대구 8.46% 이었다. 한편, ＇7월 전국 주
택가격 동향조사＇에서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 달 만에 19.5%나 급등했으며, 수
도권은 18.7% , 경기 20.8%, 인천 8.2% 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의 기대와는 정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30세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 6
개월간 사들인 아파트는 같은 기간 같은 지역에서 거래된 총 아파트의 31.7%에 이르는 상황
이며, 심지어 최근 시세차익이 15억원인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분양가 15억, 시세
30억)의 경우, 12만대 1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 중 한명은 29세 남성으로 대출이 불가한 상태
이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택가격 안정 및 서민 중심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약속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주택 가격 및 전세보증금은 지속적으로 올라 정책과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으며 2030세대 및 서민 대상 아파트의 실제 공급은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어 속칭
‘영끌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잠재수요자들은 부동산투자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향후 주택 구입시장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내 조정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투자심리가 주
택구입(또는 분양)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주택시장 수요자들이 인식하
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사회와 경제에 관한 상황 인식과 개인심리, 보유자산 등 부동산에 대
한 투자심리가 주택구입(또는 분양)에 미치는 정(+) 또는 부(-)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1) 뉴스웍스, 2021.08.14., ‘7월 수도권 집값 13년 만에 가장 많이 뛰어...’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달 수도
권 전체적으로는 1.17% 상승하며 5월(0.86%)과 6월(1.04%)에 이어 오름폭이 커졌다며 수도권 집값은
약 13년 만에 가장 많이 뛰어올랐다고 보도하였다. (http://www.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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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분석들을 통해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주택시장 잠재수요자들을 직접적 대상으로
부동산투자심리와 시장참여의도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와 후속되는 정책 등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용어의 개념
부동산투자심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본다면, ‘투자’란
“생산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 등에 자본을 투하하는 행위을 가리키는 경제용어”(출처:한국민족
문화대백과사전) 또는 “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미래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자산으로 전화
시키는 과정”(출처:다음백과)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투자심리’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으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출처:다음백과)이
라 하고 있다. 이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투자심리란, “부동산에 시간과 자본을 투하하
여 한 기간 동안 더 큰 수익을 실현하고자하는 마음의 작용”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구매행동은 주택의 매입을 통해서 발생된다. 주택의 구매목적은 크
게 주택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과 투자의 목적으로 자산가치의 증대인 부의 극대화
(Maximization of Wealth)를 목표로 한다. 투자결정이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확실한
현재를 희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행위이다.2) 정의철(2010)3)은 일반적으로 구입의사는 개인
의 재정상태 및 경제조건을 반영한 개념으로 주관적 태도와 미래 예측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자인 Katona는 전통적 경제이론을 기초로 가계의 소비지출 선택에는 구
입능력(ability to buy)과 동시에 심리적 태도를 반영한 개념인 구입의사(willingness to
buy)도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가계의 내구재 소비에서는 구입
의사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Katona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시장의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을 경제 분석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 김강훈(2016). “주택의 구매가치와 정부정책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3) 정의철, “소비자 심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매매가격을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제
16권 제3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0. pp.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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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투자심리가 주택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부동
산 투자심리, 부동산투자심리지수, 주거가치와 부동산가치, 투자성과, 재구매의도, 주택구매
의도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김지현(2016)은 부동산 투자에서 집단심리는 동조화현상으로 나타나며, 대중심리와 부동
산 가격간의 관계를 정확히 예측한다고 해서 부동산시장의 예측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투자심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혹은 이런 투자심리가 현재 부동산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였
다.4)
문지희(2021)5)는 소비자의 시장전망이 주택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분석 결과 심리지수는 주택매매거래량에 양(+)의 영향을 주었지만, 주택가격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지수의 상승은 주택매매거래량의 상승을 가져오며, 이는 조사대상자(예
: 일반 가구, 중개업소 등)가 주택가격의 상승, 또는 거래의 상승을 전망하거나 진단하는 경우
주택매매거래량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았다.
김원식(2019)6)은 부동산 투자자의 심리요인에 초점을 두고 투자성과 만족 및 재투자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자기확신이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투자성과는 만족과 재투자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낙관적 전망과 군중심리는 투자성과를 매
개하지 않고 재투자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도출해 내었다.
김영식(2015)7)은 소비자의 부동산투자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목적
으로 표적집단면접(FGI)과 AHP 쌍대비교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지표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세금, 금리), 사회경제지표(부동산경기, 소비자물가수준, 거주지 주택가격), 개인심리지표
(투자수단으로서 부동산, 부동산투자시점, 가상의 여유자금), 개인자산지표(가계소득수준, 자
산의 부동산비중,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을 지표로 하는 ‘부동산 투자심리지수’를 개발하였다.
김강훈(2016)은 주택구매가치와 정부정책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가격 상승을 기대
하는 투자심리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정부정책과 금리정책은 구매
4) 김지현(2016), 「부동산 시장, 정책, 투자심리를 설명하는 부동산 경제론」, 도서출판이프레스(서울),
pp.35~42.
5) 문지희, “소비자의 시장전망이 주택구매 의사결정과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1.
6) 김원식, “부동산 투자자의 심리요인이 투자성과 및 재투자 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의대
학교 대학원, 2019.
7) 김영식, “부동산 투자심리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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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투자심리 또한 구매가치와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훈(2016)은 주택선택 영향요인을 고려한 주택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서 녹지환경, 지역명성, 도시접근성 등이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며,
정부정책과 금리정책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투자심리는 구매가치와 구매
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성(2015)8)은 소비자의 주거가치와 투자가치가 매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
데 주거비용을 제외한 주거품질 및 접근성, 브랜드가 매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투자가치 중에서는 재산가치만이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하였다.
이재승(2014)9)은 무주택 임차인이 아파트를 처음 구매할 때 구매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부동산가치(입지, 물리적가치, 환경), 주거생활가치(교육환경,
안전성, 사회적가치), 경제적 가치(구매가치, 소유가치, 수익가치) 총 9개 변수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유재억(2011)10)은 아파트의 주거경험(지각된 품질에 대한 만족과 신뢰)이 아파트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검증 결과 브랜드 이미지, 내부구조, 옥외환경, 편리성이
모두 구매의도에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며, 주거만족도와 신뢰도 역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그 영향의 크기를 보았을 땐 내부구조와 편리성이 브랜드 이미지와 옥
외환경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이상으로 부동산 투자심리와 구입의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부동산의 입지 및
물리적 가치 관련연구, 재투자의도 관련연구, 부동산 정부정책과 금리정책 연구, 주거 만족과
재구매의도 관련연구에 집중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동산의 입지 및 물리적 환경, 주변
환경 등의 부동산가치와 이에 따른 주거만족도뿐만 아니라 부동산정부정책, 세금 및 금리정
책에 관한 인식, 자산,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심리적인 요소 등은 주택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심리에 투자가치로서의 부동산, 부동산 정부정책과 세금정책,
금리에 관한 정책과,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현재 상태와 미래 예측, 부동산시장을 바라
보는 인식 등을 포함하여 주택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는데 사용 분석하였다.
8) 황인성, “소비자의 주거가치와 투자가치가 매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
학원, 2015.
9) 이재승, “무주택 임차인의 아파트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수원시 및 화성시를 중심으로”, 박사학
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4.
10) 유재억, “아파트 품질요인과 관계요인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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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동산 투자심리를 정부정책요인과 사회경제요인 및
개인의 심리요인과 개인 자산요인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또한 이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심리는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기에 표본의 특성요인을 보다 상
세하게 살피어 이들 요인이 신규분양시장이나 기존주택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어
떻게 혼합되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다음
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우선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의 주택시장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도권 내 조정지
역을 선택하였다. 이는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또한 급격하고도 지속적인 주택 가격상승이 일
어나고 있으며 주택청약이 과열화되는 현상 등으로 초점이 집중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택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잠재수요자, 즉 소득이 있는 성인만을 대상으
로 조사하여 주택시장을 신규분양시장에 참여의도와 기존주택에 대한 구입의도를 모두 살펴
본 것이다. 이는 최근의 주택시장은 기존주택시장도 과열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어 투자심리
못지않게 개인이 처한 상황 또한 신규주택시장이나 기존주택시장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나타
나는 동기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주택구입이라는 시장참여의도를 파악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
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마련에도 나름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이다.

Ⅲ. 연구 설계
1. 변수선정과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심리가 주택구입(분양)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독립변수로
정부정책요인, 사회경제요인, 개인심리요인, 개인자산요인으로 구성된 부동산투자심리를 선정
하였고, 종속변수로 주택구입의도(신규주택분양, 기존주택구입)를 선정하였다. 요인별 세부측
정 항목은 <표1>, <표 2>, <표 3>과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항목들
과 일부 연구의 필요성에 의한 항목을 추가하여 구성하였으며, 측정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측정척도는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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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동산 투자심리
변인

내

용

출 처

측정

현재 부동산정책이 부동산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
정부
정책

향후 부동산정책이 부동산투자심리에 미칠 영향
현재 부동산관련 세금이 부동산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
향후 부동산관련 세금이 부동산투자심리에 미칠 영향
현재 금리정책이 부동산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
향후 금리정책이 부동산투자심리 미칠 영향
현재 부동산경기에 대한 생각

사회
경제

향후 부동산경기에 대한 전망
현재 소비자물가 수준에 대한 생각
향후 소비자물가 수준에 대한 전망
거주지역 주택가격에 대한 생각
향후 거주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김영식(2015)
김강훈(2016)
Likert

현재 투자수단으로서 현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
개인
심리

향후 투자수단으로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망
현재 부동산 투자시점에 대한 생각
향후 부동산 투자시점에 대한 전망
현재 10억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부동산 투자 금액

정용비(2011)
5점 척도
김영선(2007)
연구자

향후 5억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부동산에 투자할 금액
현재 소득수준에 대한 생각
개인
자산

향후 가계소득수준에 대한 전망
현재 전체 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비중
향후 전체 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에 대한 전망
현재 부동산자산의 담보대출비율
향후 부동산자산의 담보대출비율에 대한 전망

<표 2> 주택구입의도
변인
신규
주택
청약
기존
주택
구입

내

용

출 처

측정

김강훈(2016)
황인성(2015)
이재승(2014)
유재억(2011)

Likert
5점 척도

향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청약할 계획
부동산 투자 또는 노후대책으로 청약할 의사
주변 시세보다 비싸더라도, 청약할 의사
신규 아파트 청약을 주변에 추천할 의사
향후,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할 의사
부동산 투자 또는 노후대책으로 구입할 의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면, 구입할 의사
기존 주택(아파트) 구입을 주변에 추천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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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구특성이나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은 <표 3>과 같이 개인의 가구특성요인과 부동
산시장에 대하여 전망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하고자 구성하였다.
<표 3> 표본의 가구특성과 부동산시장인식
변인

변수명

수 유

형

별

1=남성, 2=여성 (분석시 더미변수 1=남성, 0=여성)

결혼상태

1=기혼, 2=미혼 (분석시 더미변수 1=기혼, 0=미혼)

연

1=20~29세, 2=30~39세, 3=40~49세, 5=50~59세, 6=60세 이상

성

가구
특성

변

령

세대원수

1=1인, 2=2인, 3=3인, 4=4인, 5=5인, 6=6인 이상

연소득

1=5천만원미만, 2=5천~8천만원 미만, 3=8천~1억원 미만,
4=1억~1.5억원 미만, 5=1.5억~2억원 미만, 6=2억원 이상

거주주택규모

1=10평형대이하, 2=20평형대, 3=30평형대, 4=40평형대,
5=50평형대, 6=60평형대이상

주택점유유형

1=자가, 2=차가 (분석시 더미변수 1=자가, 0=차가)

주택보유수

1=무주택, 2=1주택, 3=2주택, 4=3주택, 5=4주택 이상

거주지역

1=서울강남(한강남쪽), 2=서울강북(한강북쪽), 3=인천
4=경기도(수도권) (분석시 더미변수 1=서울, 0=기타)

시세적정성

1=매우낮다, 2=낮다, 3=적정하다, 4=높다, 5=매우 높다

타의에 의한 이사
1=매우 그렇지않다, 2=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상황
자의에 의한 이사
1=매우 그렇지않다, 2=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상황

부동산시
장 인식

주택
가격전망

1=매우 떨어질 것이다, 2=떨어질 것이다, 3=보합으로 유지될 것이다, 4=오 것이
다, 5=매우 오를 것이다

주택구입(분양)
경험

1=없다 2=있다 (분석시 더미변수 1=없다, 0=있다)

구입(분양)후
시세차익

1=1억원미만, 2=1~3억원 미만, 3=3~5억원 미만,
4=5~10억원 미만, 5=10억원 이상

선호평형

1=20평형대, 2=30평형대, 3=40평형대, 4=50평형대,
5=60평형대 이상

선호지역

1=서울강남(한강남쪽), 2=서울강북(한강북쪽), 3=인천
4=경기도(수도권), 5=비수도권 (분석시 더미변수 1=서울, 0=기타)

2.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격상승의 현상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다는 ‘영끌 현상’이나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빚투 현상’이 나
- 175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9券 第3號(通卷 第61號)

타나기에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마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요인이
주택구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림 1]과 같이 분석구조를 설정하였다.

[그림 1] 분석구조
분석구조를 토대로 투자심리의 각 부문들에 관한 요인들과 개별적 인구학적 특성이 기존
주택구입의도나 신규주택분양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의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중과나 보유세 부담 증가 등의 정부정책의 변화나 젊은
층의 영끌 현상 등은 주택시장구입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과제 1.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심리의 각 요인은 신규주
택분양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할까?
연구과제 2.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심리의 각 요인이 기존주
택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할까?
연구과제 3. 주택시장참여의도에 신규분양에 참여할 의도와 기존주택시장에 참여하여 구
입할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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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은 수도권 조정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20세 이상 성인 거
주자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조사하였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주
택 구입이나 신규주택시장 분양을 통한 주택 시장에 실제 참여 가능한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
로 하기 위해서이다. 설문조사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모바일 전자설문 196부와 서면설문지 50부를 합한 총 24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이중
불성실 응답자 등을 제외한 최종 22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링 과정을 거쳐, SPSS 19.0통
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우선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적통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이후 측정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후 연구과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살펴보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
다. 성별에 따른 특징으로는 남성이 122명(54.0%), 여성은 104명(46.0%)으로 남성비율이 여
성보다 조금 높으나 거의 비슷한 비율이고, 대부분 기혼(79.6%)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
대 이하가 57명, 40대(86명)가 38.1%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도 21명(9.3%)으로 나타
났다.
응답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주로 사무, 행정직(36.7%)과 영업, 서비스직(25.2%)에 종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구성원은 4인 가족이 가장 비율이 높고, 3인, 2인 순이며,
1인 단독가구도 12.4%나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연소득은 5천만원 미만인 가
구가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억~1.5억원 미만 가구가 19.9%, 8천~1억원 미만이
16.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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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성별

연령
대

직업

빈도(명)

비율(%)

남

122

54

여

104

46

구분
결혼
여부

빈도(명)

비율(%)

기혼

180

79.6

미혼

46

20.4

20대

8

3.5

1인(단독)

28

12.4

30대

49

21.7

2인

39

17.3

40대

86

38.1

3인

52

23.0

50대

62

27.4

60대 이상

21

9.3

사무, 행정직

83

36.7

영업, 서비스직

57

25.2

공무원, 교직원

10

4.4

자영업

22

9.7

전문직

16

7.2

기타

38

16.8

세대
구성원
수

가구원
총
연
소득
합계

4인

90

39.8

5인 이상

17

7.5

5천만원 미만

81

35.8

5천~8천만원 미만

8

3.5

8천~1억원 미만

38

16.8

1억~1.5억원 미만

45

19.9

1.5억~2억원 미만

32

14.2

2억원 이상

22

9.7

응답자의 주거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응답자의 31.8%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
며, 대부분의 응답자는 경기도(68.2%)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
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거주하며, 1주택자가 53.5%이며 무주택자는 22.6% 이며 2주택자도
15.9%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주로 30평형대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20평형대와 40평
형대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표본의 주거특성
구분

거주
지역

주택
유형

빈도(명)

비율(%)

서울강남

38

16.8

서울강북

34

15.0

인천

12

5.4

경기도(수도권)

142

62.8

아파트, 주상복합

172

76.1

연립, 빌라,(다가구,
다세대포함)

27

11.9

단독주택

15

6.6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12

5.3

기타

3

1.3

구분

주택
보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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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

빈도(명)

비율(%)

무주택

51

22.6

1주택

121

53.5

2주택

36

15.9

3주택

8

3.5

4주택이상

10

4.4

20평형 이하

21

9.3

20평형대

45

19.9

30평형대

103

45.6

40평형대

38

16.8

50평형대 이상

1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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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및 신뢰도 검토
측정도구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
및 문항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Cronbach’s ɑ계수를 사
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타당성검토를 위한 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회전은 베리맥스회
전을 실시하였다. 요인수의 결정은 고유 값(Eigen Value)을 1.0이상으로 설정하여
결정하였다. 변수의 정제처리는 각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척도에 포함된 항목의
요인적재량이 0.6 이하인 문항은 제거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다. 표본의 적합도 여부는 Kaiser-Meyer-Olkin(KMO)측도와 바틀렛
(bartlett)의 구형성 검정(test of sphericity)을 통해 <표 6>과 같이 확인하였다.
Kaiser-Meyer-Olkin(KMO)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
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그 값은 0.833로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아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
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요인은 <표 7>과 같이 4개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표 6>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833

근사 카이제곱

2345.431

df

91

유의수준

0.000

<표 7> 외생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구 분

요인적재량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사회경제 3

.869

.069

.228

.199

사회경제 1

.850

.166

.213

.085

사회경제 4

.834

.205

.226

.094

사회경제 2

.833

.101

.286

.068

정부정책 3

.091

.905

.044

.031

정부정책 4

.083

.903

.068

.099

정부정책 1

.104

.861

.043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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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적재량

구 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정부정책 2

.202

.846

.017

.070

개인심리 2

.162

-.006

.886

.189

개인심리 1

.197

.016

.862

.203

개인심리 4

.294

.053

.810

.174

개인심리 3

.393

.151

.710

.022

개인심리 1

.170

.083

.184

.866

개인심리 2

.114

.062

.229

.864

Eigen value

3.280

3.213

3.015

1.680

전체변량(%)

23.430

22.952

21.537

12.001

누적변량(%)

23.430

46.382

67.919

79.920

신뢰도

.920

.912

.896

.782

내생변수에 대하여도 외생변수의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타당도를 검증하는 요인분석과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KMO측도는 <표 8>과 같이 .855로 양호
한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도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아 요
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요인은 <표 9>와 같이 2개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측정변수들의 신뢰도에서도 Cronbach’s ɑ가 .895에서 .913으로 나타나 모두 내적일관
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855

근사 카이제곱

1360.357

df

28

유의수준

.000

<표 9> 내생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구 분
신규주택청약 2

구성요소
1

2

.90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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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성요소
1

2

신규주택청약 1

.865

.197

신규주택청약 4

.832

.300

신규주택청약 3

.806

.283

기존주택구입 1

.234

.839

기존주택구입 3

.201

.837

기존주택구입 4

.240

.828

기존주택구입 2

.398

.812

Eigen value

3.211

3.031

전체변량(%)

40.139

37.891

누적변량(%)

40.139

78.031

신뢰도

.913

.895

3. 투자심리와 주택구입의도
1) 신규분양의도에 미치는 영향
투자심리적인 요소와 개인적 특성이 주택시장의 신규분양시장에 참여할 의도를 살펴본 결
과는 <표 10>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구하여 검토한 결과, 그 계수가 모두 10이하로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성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 검토를 위하여 Durbin-Watson의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도 그 수치가 1.828로 2에 가깝고 0이나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간의 상관관계는 없
기에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모형은 p=.001에서 F값이 83.427이며 회귀식
에 대한 R²=.319로 나타나 31.9%를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신규분양시장에 참여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심리, 결
혼여부, 세대구성, 향후전망, 주택보유수 요인이 p<0.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투자
자산심리, 주택규모, 시세차익 요인이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 예금, 채권 등의 자산 보다 우수한 투자자산으로 여기는 호감
을 갖고 있는 개인의 심리요인은 투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세대구성원이 많을수록 또한 향후 주택시장에 대하여 긍정적일수록 신규분양시장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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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세차익을 거둔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부(-)의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청약점수 등에서 당첨확률이 낮기에 그럴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주택보유수는 부(-)의 영향력이 보다 크게 나타나는 바, 이는 정부의 2주택이상자에 대한 강
한 취득세 중과와 보유세 부담 등의 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 개인자산이 좋
아질 것에 대한 긍정적인 자산심리요인 등도 시장참여의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신규분양청약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2.235

.026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1.344

.601

개인심리

.407

.098

.333

4.147

사회경제

-.079

.094

-.065

정부정책

-.040

.081

개인자산

.168

남여

공선성 통계
허용 오차

VIF

.000***

.524

1.908

-.838

.403

.564

1.774

-.033

-.500

.617

.763

1.310

.099

.126

1.697

.091*

.609

1.642

-.095

.144

-.044

-.659

.511

.772

1.296

결혼

-.503

.224

-.185

-2.250

.026**

.501

1.998

거주지역

.010

.174

.004

.055

.956

.590

1.696

선호지역

.225

.173

.104

1.302

.195

.534

1.871

연령

.139

.085

.124

1.640

.103

.589

1.697

세대구성

.145

.065

.165

2.239

.026**

.622

1.607

소득

.044

.049

.071

.892

.373

.531

1.884

주택규모

-.140

.080

-.146

-1.749

.082*

.497

2.012

타의이사

.045

.062

.047

.717

.474

.771

1.297

의지이사

.048

.063

.047

.762

.447

.894

1.119

향후전망

.179

.078

.155

2.303

.022**

.751

1.332

선호평형

.040

.079

.034

.508

.612

.780

1.283

차가자가

.095

.165

.042

.574

.566

.619

1.617

시세차익

-.117

.067

-.125

-1.748

.082*

.674

1.484

구매경험

-.113

.187

-.044

-.603

.547

.629

1.590

주택보유수

-.184

.082

-.162

-2.237

.026**

.646

1.549

R=.565, R²=.319, F값= 83.427, p=0.001, Durbin-Watson=1.828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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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주택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각각의 투자심리적인 요소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요인이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것으
로 주택시장에 참여할 의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선성진단을 살펴
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가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성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의 통계량에서도 그 수치가 2.146으로 잔차간
의 상관관계도 없어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p=.000에서 F값이 58.951이며
회귀식에 대한 R²=.316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이 기존주택구입의도에 대하여 31.6%를 설명
하고 있다.
기존주택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기존주택시장 참여의도를 분석한 결과, 개
인의 투자심리와 연령대, 세대구성, 선호평형, 세대구성, 주택보유수는 p<0.05 수준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타의에 의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시세차익, 구매경험 요인이 p<0.1 수
준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투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강하게 부동산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세대구성원이 많을수록, 선호평형이 적을수록 기존주택을 구
입하려는 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의 신규분양참여의도와 같이 주택보유수는
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바, 이 또한 정부의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강한 취득세 중과나 보
유세 부담 등의 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구매경험이 있을수록 기존주택시장 참여의도는 높고, 타의에 의한 이사영향 즉, 전
월세로 거주하는 차가의 경우에 기존주택시장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는 주
택값 상승을 경험하는 현 시기에 신규분양청약이 어려우니 기존주택을 구입해서라도 자가를
마련해야겠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11> 기존주택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4.436

.000

B

표준 오차

(상수)

2.257

.509

베타

개인심리

.368

.083

.357

4.429

사회경제

-.010

.079

-.009

정부정책

-.046

.068

-.045

개인자산

.137

.085

남여

.033

.122

공선성 통계
허용 오차

VIF

.000***

.524

1.908

-.120

.905

.564

1.774

-.676

.500

.763

1.310

.120

1.620

.107

.615

1.627

.018

.267

.789

.772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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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결혼

-.142

.189

-.062

-.749

.455

.501

1.998

거주지역

.177

.147

.091

1.202

.231

.590

1.696

선호지역

.146

.147

.080

.997

.320

.534

1.871

연령

-.184

.069

-.194

-2.672

.008***

.634

1.578

세대구성

.109

.055

.148

1.996

.047**

.622

1.607

소득

-.027

.041

-.051

-.641

.522

.531

1.884

주택규모

-.003

.067

-.004

-.047

.962

.495

2.018

타의이사

.088

.053

.108

1.662

.098*

.794

1.260

의지이사

.038

.053

.044

.708

.480

.894

1.119

향후전망

.091

.066

.093

1.383

.168

.751

1.332

선호평형

-.131

.066

-.133

-2.003

.047**

.762

1.313

차가자가

-.079

.140

-.042

-.564

.573

.619

1.617

시세차익

-.099

.056

-.125

-1.757

.080*

.672

1.488

구매경험

.298

.158

.139

1.887

.061*

.629

1.590

주택보유수

-.149

.070

-.155

-2.140

.013**

.646

1.549

R=.562, R²=.316, F값= 58.851, p=0.000, Durbin-Watson=2.146
*p<0.1 **p<0.05 ***p<0.01

3) 신규주택과 기존주택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차이
신규분양에 참여할 의도와 기존주택이라도 구입하겠다는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유의한 부분만 발췌하여 비교하며 살펴본 결과는 <표 12>과 같이 나타났다.
신규분양청약과 기존주택구입의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동산투자에 대한 호감도
가 높을수록 부동산투자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대구성원이 많을수록
또한 양쪽 주택시장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내집 마
련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주택보유수는 양 시장모두에서 부(-)의 영향
을 미치고 있어 주택 보유 숫자에 따른 취득세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강한 정
부정책의 영향을 그대로 주택시장에서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면에 개인자산이 많은 경우에 신규분양청약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분
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어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며,
거주하는 주택규모가 큰 경우에는 신규분양청약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존주택을 구입하려는 의도에는 연령대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최근 젊은 층이 대
거 주택구입을 하였다는 보도11)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타의에
의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즉 전월세를 사는 차가인 경우에 기존주택구입의도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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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보이고 있어 내집 마련에 대한 열망 또한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12> 신규주택청약과 기존주택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신규분양청약의도
구 분

표준화
계수(베타)

(상수)

기존주택구입의도

t

유의수준

2.235

.026

표준화
계수(베타)

t

유의수준

4.436

.000

개인심리

.333

4.147

.000***

.357

4.429

.000***

개인자산

.126

1.697

.091*

.120

1.620

.107

연령

.124

1.640

.103

-.194

-2.672

.008***

세대구성

.165

2.239

.026**

.148

1.996

.047**

주택규모

-.146

-1.749

.082*

-.004

-.047

.962

타의이사

.047

.717

.474

.108

1.662

.098*

향후전망

.155

2.303

.022**

.093

1.383

.168

선호평형

.034

.508

.612

-.133

-2.003

.047**

시세차익

-.125

-1.748

.082*

-.125

-1.757

.080*

구매경험

-.044

-.603

.547

.139

1.887

.061*

주택보유수

-.162

-2.237

.026**

-.155

-2.140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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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 론
현 정부는 2017년 ‘6.19 부동산안정화대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6차례의 부동산정
책을 발표하여 주택가격 안정 및 서민 중심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등을 약속하고는 있
지만, 오히려 주택 가격 및 전세보증금은 치솟고 있으며, 3기 신도시개발 등을 통한 주택의
공급은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조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신규주택분양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력은 어떠할지를 투자심리요인과 함께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들 요인이 기존주택
11) 파이낸셜뉴스, 2021.09.01. ‘지난 7월 서울 아파트의 2030세대 매입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4.8%까
지 치솟았다며 9월 1일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4646건 중 44.8%인 2082건
은 매수인이 20대 또는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36.9%)과 비교하면 7.9%p 급증할
정도로 올 들어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영끌 행진은 더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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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양 주택시장, 즉 신규분
양시장과 기존주택시장에 참여하려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를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조사표본의 특성은 성별은 남성 54.0%와 여성 46.0%의 비율이었으며, 연령대
는 40대(38.1%)가, 직업은 사무·행정직(36.7%) 위주였으며, 가구의 구성원은 4인 가족
(39.8%)이고, 가구의 연소득은 5천만원 미만인 가구(35.8%)가, 주택 유형은 아파트나 주상복
합(76.1%)이, 1주택 소유자(53.5%)로 주택규모는 30평형대(45.6%)가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
역은 경기도(68.2%), 서울(31.8%)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규분양시장에 참여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심
리, 투자자산심리, 결혼여부, 세대구성, 주택규모,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인식, 시세차
익, 주택보유수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을 타 자산 보다 우수한 투자수단으로 여길수록 신규분양에 참여에 대하여 긍
정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자산에 관한 미래여건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긍정
적인 자산심리요인 등도 시장참여의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구성원이 많을
수록, 그리고 향후 주택시장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신규분양시장에 참여할 의도는 높게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주택보유수는 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바, 이는 정부의 2주
택이상자에 대한 강한 취득세 중과와 보유세 부담 등의 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기존주택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기존주택시장 참여의도를 분석한
결과는 개인의 투자심리와 연령대, 세대구성, 선호평형, 세대구성, 타의에 의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시세차익, 구매경험 요인, 주택보유수 요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투자 호감도는 기존주택구입의도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세대구성원이 많을수록, 선호평형이 적을수록 기존주택을 구입하려는 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택보유수는 부(-)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 정부의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강한 세제강화조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타의에 의한 이사를 해야하는 상
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주택구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가주택 마련에 대한
의도가 강해지는 시장현상을 알수 있다고 여겨진다.
신규분양과 기존주택구입의도 모두에는 부동산투자에 대한 호감도와 세대구성원이 많을
수록 또한 양쪽 주택시장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반면에 주택보유수는 양 시
장모두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투자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인식이나 가족구성원의 거
주에 따른 현상,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 등 모든 분야가 결국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요인 구성이나 조사표본이 제한적이기
에 이를 전반적인 현상분석이라고 일반화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조사결과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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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의 현 시장에 대한 대응을 인식하게 하는 상황으로 시장을 조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
다.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조속히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늘려야하는 한다는
나름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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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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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ening of large-scale discount stor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in 2011 to protect local small business owners and traditional markets. In the process, Walmart and
Carrefour withdrew in 2006, TESCO in 2016, while Costco, TESCO(Homeplus), E-Mart, and Lotte Mart
secured oligopoly status in South Korea. These remaining stores were evaluated as having established
themselves as core stores in each trade area.
This study proposes the corporate real estate strategies for localization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through empirical studies of research company stores(Costco and TESCO).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ransnational corporations adopt the strategies of fast-followers and late-entrants
store(Timing Strategies) for time selection. Seco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dopt sub-optimal and
scale advantage strategies(Location Strategies) for location selection. Thir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dopt ownership and bidding strategies(Management Strategies) for management selection. Last but not
least, through three hypothesis testing, this study suggests a corporate real estate strategies of a
time-location-management integrated model(TLM model) for aligned selections in one direction of
corporations.
Keywords: Transnational Corporations, Large-Scale Discount Stores, Late-Entrants, Timing Strategies,
Location Strategies, Management Strategies.

** 본 논문은 2021년도 상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2021-A000-0280)
** 정회원,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mspark@smu.ac.kr, 주저자)

- 189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9券 第3號(通卷 第61號)

【국문요약】
한국 정부는 1995년 외자기업에 완전히 개방함에 따라, 코스트코, 월마트, 까르푸 및 테
스코 등이 한국소매시장에 진입하였지만, 2011년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보호를 위하
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하여 대형할인점 출점을 규제하였다. 그 과정에 2006년 월마트,
까르푸는, 2016년 테스코는 철수했고, 한국에서 코스트코, 테스코(홈플러스), 이마트 및 롯데
마트는 과점자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그들의 점포는 각 상권에서 중심점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는 연구기업점포(코스트코 및 테스코)의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다국적기업의 현지
화를 위한 기업부동산전략을 제시한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국적기업은 시
간 선택을 위해 빠른 추격자 및 늦은 후발점포 전략을 채택한다(Timing Strategies). 둘째,
다국적기업은 입지 선택을 위해 차선 및 규모 우위 전략을 채택한다(Location Strategies).
셋째, 다국적기업은 경영 선택을 위해 소유 및 입찰 전략을 채택한다(Management
Strategies). 마지막으로, 세 가지 가설 검증을 통하여,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한 방향의 정
렬된 선택을 위해 시기-입지-경영의 통합 모델(TLM model)을 제안한다.
주제어 : 다국적기업, 대형할인점, 후발주자, 시간전략, 입지전략, 경영전략.

Ⅰ. 서 론
한국 정부는 1989년부터 단계적인 소매시장 개방정책을 채택하였고,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하여 1995년부터 다국적기업1)에게 완전하게 개방하였으며, 또한, 국내기업의 자생력을 키
우기 위해 조기 출점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한국 대형할인점2)의 역사는 신세계 이마트 1호
점인 서울 창동점 1993년 오픈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를 이어 1993년 프라이스클럽(현 코스
1)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 Transnational corporation 혹은 Multinational corporation)이란 세계
각지에 걸쳐 자회사, 지사, 합병회사, 공장, 점포 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생산·판매·서비스 등의 활
동을 국제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인 코스트코, 월마트, 까르푸 및 테스코와
국내기업인 신세계그룹, 롯데그룹 및 지에스그룹의 대형할인점에 초점을 두었다.
2) 대형할인점(Large-scale Discount Store)은 한 지붕 아래의 매장, 상시 운영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
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매장으로써 대형마트, 전문점 등의 대규모 점포
를 말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본 연구는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매장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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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코) 1호점인 양평점이며, 홈플러스(테스코)의 1호 점포는 1997년 대구점이다. 1993년부터
2010년 말까지 소매기업의 점포망을 구축하는 경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이후 이
마트 및 롯데마트는 COVID-19 비대면 소비, 온라인 상거래 및 근린쇼핑의 증가로 인하여
멀티채널 전략의 일환으로 매출이 저조한 일부 대형할인점의 폐점을 단행하였다. 마찰 발화
점(Choke point)3)이론을 적용하면, 한국소매시장의 경우 다국적기업과의 마찰 발화점은
2010년에서 2015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하여 대형할인점 출점을 규제하였다. 2006년 월마트, 까르
푸는 정착하지 못하고 철수하였고, 2016년 테스코는 영국 본사의 재무위기 등으로 인하여 홈
플러스를 매각하고 철수하였다.
다국적기업은 그들의 전략적 포맷인 대형할인점을 활용하여 현지국가로의 진입, 확장, 철
수 혹은 정착 등의 순차적 선택경로를 거친다. 2006년 기준으로 현지 진출 국가는 코스트코
7, 월마트 17, 까르푸 49 및 테스코 17개국이었지만, 2021년 기준으로 코스트코 12, 월마트
28, 까르푸 30 및 테스코 8개 국가이었다. 이마트는 1997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20년 동
안 점포 확장 과정을 거쳤지만, 2017년 철수하였고, 롯데마트는 2008년 중국 시장에 진입하
였으나, 2017년 철수하였으며, 두 기업 모두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
다국적기업의 현지화는 기업부동산경영(Corporate Real Estate Management)과 밀접
하다.4) 기업부동산경영이란 기업이 기업부동산의 취득,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그 기업의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병행하는 포괄적인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 활동
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경영, 기업부동산 및 기업부동산경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시기적,
입지적 및 경영적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은 기업과 점포의 장기성과(생
존, 시장점유율, 브랜드 등), 부동산 가치(효율, 가치 등), 지속가능성(매출, 성장률 등)에 영향
을 주며 궁극적으로 성장 가치(내부 및 외부 성장), 기업 가치(이해관계인 가치 등), 투자 가치
(ESG5) 경영 등) 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기업의 경영적 선택과 함께 전략적 기업부동산6)에
관하여 기업부동산경영을 병행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장기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3) 마찰 발화점(Choke point) 이론은 Moran(1991) 및 Root(1994)의 연구이며, 마찰 발화점은 다국적
기업과 현지국가 간에 마찰과 갈등이 발생 시점이며, 시장개방 시점 이후 약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발생한다.
4) Park, Thomas Mun Su. Transnational retailers and corporate real estate management:
cases of Wal-Mart, Carrefour, and TESCO. Diss. University of Reading, 2017.
5) ESG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투자자, 기업경영자, 사
회 구성원 모두가 이득을 얻는 윈윈 게임이며, 기업의 비재무적 경영영역으로 기업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친다(조동성, 2013; 이종재, 2021).
6) 전략적 기업부동산(strategic corporate real estate)이란 기업의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부동산(점포,
물류센터, 본사 등)을 소유, 임차, 운용 및 처분을 통하여 초과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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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핵심은 기업부동산의 자산경영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매시장은 과점적 시장의 특성을 갖는다. 코스트코, 테스코(홈플러스), 이마
트 및 롯데마트는 과점자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그들의 점포는 각 상권에서 중심점포로 자리
잡고 지속 가능한 매출을 얻고 있다. 한국소매시장은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 홈플러스 및
롯데마트의 3강의 과점적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창고형 할인매장은 코스트코, 신세계(트레이
더스) 및 롯데그룹(빅마켓)과 더불어 과점적 지위를 얻었다.
본 연구는 연구기업점포가 각 상권에서 어떻게 핵심점포로 자리매김을 했을까에 초점을
두고, 한국소매시장에서 약 30년간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경쟁한 대형할인점의 확장과 정착
과정에 관한 것이다. 연구기업점포 중에서 외국기업은 코스트코와 테스코이며, 국내기업은 이
마트, 롯데마트 및 지에스마트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기업점포의 실증적 연구를 통하
여 다국적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기업부동산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시간 전략(Timing Strategies)7), 입지 전략(Location Strategies)8) 및 경영 전략
(Management Strategies)9)의 선택이 연구기업점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간-입지-경영 통합(TLM)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및 현지화 전략
소매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코스트코, 월마트, 까르푸 및 테스코 등과 같은 다국적기업은
국제화 과정의 두 번째 큰 흐름에 따라 1989년부터 2010년 전후까지 신흥 개발 국가인 아시
아, 동유럽 및 남미 국가로 진출하였다. 이 시기에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현지국가로의 진입,
점포망 구축 및 현지화를 거치거나, 경쟁우위를 확보가 여의치 않을 때 철수하였다. 첫 번째
7) 타이밍은 사전적으로 시간, 상태, 박자 등을 맞추는 것이며, 시기적인 조화를 의미한다. 타이밍 전략
(Timing Strategy)은 큰 흐름(Mega-trend), 수명주기(Life cycle), 진퇴시기(entry & exit timing)
선택이며,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예측하기 쉽지 않은 천시(天時) 영역이다. 타이밍 전략은 진입 시기,
개점 시기 및 무리 효과 등과 관련이 있다.
8) 입지 전략(Location Strategy)은 상권, 입지, 상권의 목(결절점), 소비의 터전이며, 우리가 관찰과 분
석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있고 보이는 지리(地利) 영역이다. 입지 전략은 점포의 상권,
접근성, 병립성 및 경쟁여건 등에 관한 것이다.
9) 경영 전략(Management Strategy)은 기업 및 기업부동산의 의사결정, 경영성과, 경영자의 철학과 위
험(예, Hubris) 등의 경제주체의 경영적 선택이며, 시간과 공간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자원, 조직
과 사람이 결합한 인화(人和)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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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흐름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다국적기업의 연접 국가로의 진입과 점포 확장이었고, 세
번째 큰 흐름은 다국적기업의 저개발국가로의 확장이었다.10)
Dunning의 절충패러다임(eclectic paradigm)에 따르면, 그는 1980년대 이후 다국적기
업은 현지국가에 수출, 제휴보다 해외직접투자(FDI)를 선호하였고, 현지국가로의 진입 및 철
수하는 이유를 소유우위(ownership-specific advantage), 입지우위(location- specific
advantage) 및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가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
하였다. 이는 FDI의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것이며, 자산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Dunning, 1998).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및 현지화는 기업 내부요인(본사, 자회사)과 외부시장요인(로컬시장,
산업)에 따라 좌우된다. 김주태(2009)는 다국적기업이 대형할인점, 온라인 플랫폼 등의 채널
을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망 및 공급망 구축하고, 표준화 및 현지화 전략을 채택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다국적기업이 현지국가별 경영환경의 차이를 개별국가의 상황에 맞춤화하
도록 하는 현지화 전략적 선택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며, 국제화 전략, 현지국가의 중요성,
현지국가의 경쟁 정도, 현지기업과의 제휴, 진입 시기의 선택 등의 현지화 전략을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11)
GPN 모델(Global Production Network-GPN)에 따르면, 기업이 현지 정착을 위하여
영토적, 네트워크, 문화적 뿌리내림(embeddedness)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온라인의 전자상
거래 발달로 가상적 뿌리내림 과정도 제시되었다.12) 기업의 현지기업화 과정으로서 가상적
뿌리내림은 융·복합 점포를 통한 확장,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하여 장
기성과를 얻는다고 보았다. 최근 쿠팡, 배민, 네이버 등의 기업은 이커머스(e-Commerce) 온
라인몰과 즉시배송의 물류시스템 결합한 퀙커머스(Quick Commerce) 등의 가상적 뿌리내
림을 전개하고 있다.13)

10) Wrigley, Neil, and Michelle Lowe. "The globalization of trade in retail service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0, pp.1~39.
11) 김주태,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에 관한 상황적 접근: 한국의 대형 할인점 사례." 국제경영리뷰 13.2
(2009): 57~87.
12) Fowler, Sally W., Thomas B. Lawrence, and Eric A. Morse. "NEW VENTURES IN THE
INFORMATION
ECONOMY:
EXPLOITING
VIRTUAL
EMBEDDEDNESS
AND
KNOWLEDGE-BASED ASSETS."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Vol.2004. No.1,
2004, pp.1-8; 김진·전하진, "가상화폐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
학회지 제36호, 2018, pp.227~240.
13) 노홍승·정승주·채미나·김태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ICT 융합형 물류 스타트업 지원 및 활성화
전략연구.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5,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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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부동산경영
기업부동산경영에 관한 연구는 1993년부터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시작되었다(Haynes
and Nunnington, 2010). 이러한 연구는 전략적 기업부동산의 선택 활동(박문수, 2017), 소
매 부동산의 가치증가를 위한 활동(Ali et al., 2006), 기업부동산의 경영과 전략(Gibson ＆
Luck, 2006) 등을 포함한다. 박문수·노승한(2016)에 따르면, 소매기업은 점포선택경로가 부
동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매기업의 부동산 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까지 후발점포가 불리하고 선발점포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국적 소매기업
은 후발점포가 유리함을 입증하였다.14) 그들은 다국적 소매기업이 점포개설에 있어 진입 시
기 선택을 통하여 국내기업과 차별화를 통해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은 점포개
설을 위하여, 현지에서 후발주자이며, 점포 개설하기 위한 사전 준비 및 관망한다는 것, 현지
국가와의 마찰 발화하기 이전에 점포를 개설한다는 것, 현지국가에서의 진입 후 10년 전후의
현지 경험과 학습을 쌓는데 집중한다는 것, 선발점포와의 진입격차 축소방안을 모색한다는
것, 그리고 장기적 시장점유율의 관점보다 현지 생존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소매 점포는 입지 및 공간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입지는 주로 중심지에 대한 개념이고,
상권은 배후지에 거주하는 인구와 세대수의 크기나 용도지역, 그리고 토지가 수준 등의 특성
에 따라 상권을 획정하며, 소매기업은 출점 점포의 상권과 배후지에 속한 고객 동선이 합쳐지
고 겹쳐진 결절점(nodes)를 중요하게 보았다(Huff, 1963; Dennis et al., 2002; 박문수
2017). 다국적기업은 대형할인점의 입지에 대하여 중심지, 집적지, 분산입지, 리본 입지
(rows or alleys), 결절점(nodes), 대형점(Large- scale store) 등을 선호한다(Brown,
1991; 박문수, 2017). 소매기업은 잠재적 전략입지, 상권 및 배후지의 규모, 덜 개점된 지역
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방안 등에 따라 점포를 선택한다. 소매기업은 큰 규모의 첫 점포,15) 중
심지 개념의 확장과 접근시간의 단축에 따른 점포입지의 변화를 반영한 수정입지의 점포 등
에 초점을 두고 입지적 선택한다.
소매기업은 Dunning(1998)의 주장처럼 소유 및 내부화 경쟁우위의 관점에서 점포의 경
영적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 Park et al.(2010)에 따르면, 소매기업은 경쟁우위를 가진 우량
점포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적 선택을 채택한다. 첫째, 고객과 생산요소로의
우월한 접근성 확보, 둘째, 지리적 공간의 선점, 셋째, 후발주자를 막는 진입장벽 구축, 넷째,
차별화된 점포디자인 도출 등이다.16) 소매기업은 소유, 임차 혹은 공유, 단독 혹은 복합, 고
14) 박문수, 노승한, 닐 크로스피, 후발소매점포의 추월 전략. 부동산경영, 2019, 19: 251~273.
15) Eppli, Mark J., and James D. Shilling, "Changing economic perspectives on the theory of
retail location." Megatrends in retail real estate, Springer, Dordrecht, 1996. pp.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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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혹은 중밀도, 고지가 혹은 중지가 부지 등의 점포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점포를
취득한다. 여려가지 방법 중에서 입찰방식과 자체개발방식(다필지 합필 등)을 통한 점포 취득
이 기업에 핵심입지를 점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박문수, 2017). 소매업은 전통시장, 백
화점, 대형할인점, 온라인몰 등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대형할인점은 하나의 지붕 아래 고객
의 셀프서비스를 통하여 편리 및 비교 쇼핑이 가능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인 다국적기업의 전
략적 점포포맷이며, 표준점포로 활용되고 있다(Gandolfi ＆ Pavel, 2009). 소매기업은 표준
화된 전용매장 규모에 추가로 고객편의시설과 비교 쇼핑을 위하여, 앵커테넌트, 테넌트배치전
략 등을 위한 테넌트 믹스 전략(Tanant Mix strategies)17)을 채택하였다(Yuo et al., 2010;
Yuo ＆ Lizieri, 201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소유, 입지 및 내부화의 우위로 다국적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기업부동산전략
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한국시장에서 연구기업점포(코스트코 및 테스코)의 시기적 선택(Timing Strategies), 입
지적 선택(Location Strategies) 및 경영적 선택(Management Strategies)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다국적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기업부동산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
는 OLI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기 특성을 반영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시장에서 국내기업점포(이마트, 롯데마트 및 지에스마트)의 시기적
선택(Timing Strategies), 입지적 선택(Location Strategies) 및 경영적 선택(Management
Strategies)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국내기업의 기업부동산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한 방향의 정렬된 선택을 위해 시간-입지-경영 통합 TLM
모델을 제안할 것이다. Dunning의 OLI 모델, 기업부동산경영(CREM) 모델의 선행연구를 기
반으로 본 실증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국적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기업부동산전략 모델을 제
시하고자 한다.

16) Park, Abraham, and John Glascock, "Review articles: corporate real estate and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Real Estate Literature, Vol. 18.1, 2010,
pp. 1~19.
17) 테넌트 믹스 전략은 마케팅의 예술이며, 소매기업은 대형할인점의 효율과 매출 극대화를 위하여 동
종, 이종 점포의 매장 계획(Lay-out)과 상품화 계획(merchandising)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합
을 꾸미는 과정이며, 점포 내의 앵커 테넌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경쟁점포와의 차별성 및 경쟁우위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Yuo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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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후술할 점포특성변수로 시
기선택변수, 입지선택변수 및 경영선택변수이며, 종속변수는 기업별 점포이며, <모델1> 연구
기업점포인 테스코 및 코스트코 점포이며, <모델2> 국내기업점포인 이마트, 롯데마트 및 지에
스마트 점포이다. 종속변수와 점포특성변수에 대하여 다음의 함수식으로 표현하였다. Yit=종
속변수, Xit=독립변수, Bk= 회귀계수, β0=상수항을 각각 의미한다.
Yit =β0+β1X1+β2X2+β3X3+---+εit
Yit : 기업별 점포, X1 : 시기선택변수, X2 : 입지선택변수, X3 : 경영선택변수, εit : 오차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하여 대형할인점의 점포특성 및 선택에 관
한 변수가 테스코 및 코스트코 등의 대형할인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값을 찾는 방법이다.
회귀계수(βk)는 다른 독립변수의 수준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해당 독립변수(Xit)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Exp(βk) 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추정된 βk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정(+)의 값을 가질수록 후발점포, 최적입지, 소유
가치의 선택이 다국적기업의 점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 전략은 소매기업이 현지화를
위한 기업부동산전략으로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코스
트코 및 테스코는 현지화를 위해 [가설 1] 후발점포전략, [가설 2] 최적입지전략, [가설 3] 소
유가치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코스트코, 월마트, 까르푸 및 테스코) 및 국내기
업(이마트, 롯데마트 및 지에스마트)의 국내 소매시장의 253개 대형할인점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출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유통업체연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각각의 기
업연차보고서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소매시장이며, 특
히 대형할인점포에 한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1989년부터 2021년까지로 한정하였고, 내용
적 범위는 다국적 및 국내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그 기업의 점포와의 관계 검증에 한정하였다.
표본 점포는 이마트 창동점의 오픈시점인 1993년부터 월마트 및 까르푸의 철수시점인 2006
년까지 개점한 232개 대형할인점(코스트코는 2021년 기준)에 관한 것이며, 점포숫자는 테스
코_홈플러스 38개, 코스트코 16개, 까르푸 29개, 월마트 16개, 이마트 78개, 롯데마트 42개
및 지에스마트 13개이다.
본 연구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이며, SPSS 26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와
- 196 -

다국적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기업부동산전략

관련하여 변수 구성은 <표 1>과 같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나누어 변수명, 정의 및 공식,
그리고 척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는 <표 1>과 같이 <모델 1> 다국적기업인 코스
트코 및 테스코가 개설한 연구기업점포, <모델 2> 이마트, 롯데마트 및 지에스마트가 개설한
국내기업점포를 1의 값으로, 그 외는 점포를 0의 값으로 산정한 더미변수이다.
다음은 독립변수에 관한 변수측정에 관한 것이다. 첫째, 시간 및 시기 선택과 관련한 독립
변수이다. 후발점포03더미는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개설된 점포를 1의 값, 후발점포98더
미는 1998년 1월 1일 이전에 개설된 점포를 1의 값으로 산정한 더미변수이다. 관망연수는
신규 점포개설의 경우 불안정기(외환위기 등)에 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선행연구를 반영하
여 점포의 개설일자에서 1997년 12월 3일 IMF 외환위기 발생일자를 차감하여 이를 365로
나눈 값을 말한다. 관망연수더비는 산정된 관망연수가 5보다 큰 점포를 1의 값으로 산정한
더미변수이다. 마찰연수는 전술한 마찰 발화점에 따라 한국소매시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을 통하여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규제한 2011년 6월 30일에서 각 점포의 개점 일자를 차감
하여 이를 365로 나눈 값을 말한다. 마찰연수더비는 산정된 관망연수가 15보다 큰 점포를 1
의 값으로 산정한 더미변수이다. 인허가준공기간은 각 점포의 오픈일자에서 건축허가일을 차
감한 값을 말한다. 전환폐점더미는 2021년 7월 30일을 기준으로 용도전환 혹은 폐점한 점포
를 1의 값으로 산정하였다.
둘째, 입지 및 공간 선택과 관련한 독립변수이다. 아파트밀집더미는 점포 반경 2Km 이내
에 20,000세대 이상의 배후지를 가진 경우, 택지지구더미는 택지개발지구내 부지의 점포인
경우, 독점입지더미는 2Km이내 동종 대형할인점포가 없는 경우 1의 값으로 산정하였다. 인
구규모는 각 점포가 속한 행정구역 시군구 인구이다. 전철노선숫자는 2Km이내 철도, 전철
노선의 숫자이며, 전면도로폭은 점포의 전면도로 폭(m)이며, 전통시장거리는 점포와 전통시
장과의 거리(m), 경쟁점포숫자는 2Km이내 동종 대형할인점숫자이다. 백화점더미는 점포 반
경 5Km이내에 백화점이 있는 경우, 결절점더미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혹은 상업지역과 공
업지역 등의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곳에 입지한 경우, 전통시장더미는 도보 30분 이
내 전통시장이 있는 경우, 경쟁유무더미는 2Km이내 경쟁할인점이 존재하는 경우 1의 값으로
산정하였다. 매장규모는 각 점포의 총연면적의 로그값이며, 판매면적은 전용매장면적의 로그
값이다. 주차대수는 점포의 주차 총수이며, 주차대수더미는 주차대수가 700대 이상일 때 1의
값으로 산정한 더미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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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구성
변수 구분 및 변수명
종속
변수

척도

모델1

연구기업점포

테스코 + 코스트코 점포 = 1, 이외 =0

더미

모델2

국내기업점포

이마트 + 롯데마트 + 지에스마트 점포 = 1, 이외 =0

더미

후발점포03더미

2003년 이후 개설 점포 = 1, 이외 =0

더미

후발점포98더미

1998년 이전 개설 점포 = 1, 이외 =0

더미

관망연수

[점포오픈일자–IMF 외환위기(1997.12.3)]/365

숫자

관망연수더미

관망연수가 5보다 큰 경우 = 1, 이외 =0

더미

마찰연수

[마찰발화일(2011.06.30.)-점포오픈일자]/365

숫자

마찰연수더미

마찰연수가 15보다 큰 경우 = 1, 이외 =0

더미

인허가준공기간

점포오픈일자-건축허가일자

숫자

전환폐점더미

2021년 8월 용도전환 혹은 폐점의 경우 =1, 이외 =0

더미

아파트밀집더미

2Km 이내 20,000세대 이상 = 1, 이외 =0

더미

인구규모

[점포가 속한 행정구역(시군구) 인구]/10,000

숫자

택지지구더미

택지개발지구내의 점포인 경우 = 1, 이외 =0

더미

독점입지더미

2Km이내 동종 대형할인점포 없는 경우 =1, 이외 =0

더미

전철노선숫자

2Km이내 철도, 전철 노선 숫자

숫자

전면대로폭

점포의 전면도로 폭(m)

숫자

백화점더미

5Km 이내 백화점이 있는 경우 = 1, 이외 =0

더미

결절점더미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겹치는 입지 =1, 이외 =0

더미

전통시장거리

점포와 전통시장과의 거리(m)

숫자

전통시장더미

도보 30분 이내 전통시장이 있는 경우 = 1, 이외 =0

더미

경쟁점포숫자

2Km이내 경쟁할인점 숫자

숫자

경쟁유무더미

2Km이내 경쟁할인점이 있는 경우 = 1, 이외 =0

더미

건물연면적

로그값[전체연면적]

숫자

전용매장면적

로그값[전용매장면적]

숫자

주차대수

점포 총주차대수

숫자

주차대수더미

주차대수 700대 이상의 경우 =1, 이외 =0

더미

자가소유더비

자가소유의 점포인 경우 = 1, 이외 =0

더미

입찰방식더비

입찰방식의 취득 점포인 경우 = 1, 이외 =0

더미

표준점포더미

매장면적 9,000㎡ 이상인 경우 =1, 이외 =0

더미

점포토지가격(Open)

[오픈시점의 점포부지 개별공시지가]/백만원

숫자

점포토지가격(2012)

[2012년의 점포부지 개별공시지가]/백만원

숫자

점포토지가격(2021)

[2021년의 점포부지 개별공시지가]/백만원

숫자

토지가상승률(Open~12)

[2012년도 지가 - 오픈 연도 지가/ 오픈 연도 지가]

숫자

토지가상승률(12~21)

[2021년도 지가 - 2012년도 지가/ 2012년도 지가]

숫자

시기
시간
선택

독립
변수

변수의 정의 및 공식

입지
공간
선택

경영
성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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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영선택과 관련한 독립변수이다. 자가소유더미는 점포를 소매기업이 임차하지 않
고 직접 소유한 경우, 입찰방식더미는 공공 혹은 민간의 입찰경쟁방식에 따라 점포부지를 취
득한 경우, 표준점포더미는 매장면적 9,000㎡ 이상인 경우 1의 값으로 산정한 더미변수이다.
점포토지가격은 점포오픈연도(Open), 2012년도, 2021년도 정부가 발표한 토지 개별공시지
가를 백만 원으로 나눈 값이다. 토지가상승률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2년에서 오픈
연도의 것으로 차감하여 이를 오픈 연도로 나눈 값이며, 2021년도에서 2012년의 것으로 차
감하여 이를 2012년도로 나눈 값이다.

Ⅵ. 실증분석결과 및 제안모델
1.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2>과 같다. 종속변수의 평균값은 <모델 1> 연
구기업점포 23%, <모델 2> 국내기업점포, 57%이다.
후발점포03더미 및 후발점포98더미의 평균값은 35% 및 91%이며, 관망연수는 최소 –
4.06 및 최대 21.42이며, 관망연수더미의 평균값은 37%이다. 마찰연수는 최소 –7.84 및 최
대 17.64이며, 마찰연수더미의 평균값은 3%이다. 인허가준공기간은 최소 23일에서 최대
3,791이며, 전환폐점더미의 평균값은 12%로 나타났다.
인구규모는 최소 0.76 및 최대 10이며, 아파트밀집더미, 택지지구, 독점입지의 평균값은
각각 70%, 37% 및 65%이다. 전면도로폭은 최소 8 및 최대 70이며, 백화점더미, 결절점더미
및 전통시장더미의 평균값은 각각 73%, 76% 및 88%이며, 전통시장거리는 최소 0.1 및 최대
6.8이다. 경쟁점포숫자는 최소 0 및 최대 4이며, 경쟁유무더미의 평균값은 70%이며, 건물연
면적은 최소 7.88 및 최대 10.39이며, 전용매장면적은 최소 7.53 및 9.6로 나타났다.
자가소유더미, 입찰방식더미 및 표준점포더미의 평균값은 각각 85%, 19% 및 88%이다.
점포토지가격(Open)은 최소 0.05 및 최대 8.20, 점포토지가격(2012)는 최소 0.14 및
29.10, 점포토지가격(2021)은 최소 0.25 및 49.20이다. 토지가상승률(Open~12)은 최소 –
0.52 및 최대 9.98, 토지가상승률(12~21)은 최소 –0.21 및 최대 3.4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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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통계량
변수 구분 및 변수명
종속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모델1

연구기업점포

232

0

1

0.23

0.424

모델2

국내기업점포

232

0

1

0.57

0.496

후발점포03더미

232

0

1

0.35

0.478

후발점포98더미

232

0

1

0.91

0.288

관망연수

232

-4.06

21.42

4.4571

3.81739

관망연수더미

232

0

1

0.37

0.484

마찰연수

232

-7.84

17.64

9.1238

3.81739

마찰연수더미

232

0

1

0.03

0.159

인허가준공기간

232

23

3791

677.9138

578.27661

전환폐점더비

232

0

1

0.12

0.321

아파트밀집더미

232

0

1

0.70

0.460

인구규모

232

0.76

10.00

3.6608

1.47790

택지지구더미

232

0

1

0.37

0.484

독점입지더미

232

0

1

0.65

0.479

전철노선숫자

232

0

6

1.40

1.080

전면대로폭

232

8

70

36.86

15.664

백화점더미

232

0

1

0.73

0.443

결절점더미

232

0

1

0.76

0.426

전통시장거리

232

0.10

6.80

1.1886

1.05651

전통시장더미

232

0

1

0.88

0.321

경쟁점포숫자

232

0

4

1.12

0.784

경쟁유무더미

232

0

1

0.70

0.460

건물연면적

232

7.88

10.39

9.2338

0.36817

전용매장면적

232

7.53

9.60

9.0059

0.39758

주차대수

232

83

1905

691.30

259.113

주차대수더미

232

0

1

0.51

0.501

자가소유더비

232

0

1

0.85

0.359

입찰방식더비

232

0

1

0.19

0.389

표준점포더미

232

0

1

0.88

0.326

점포토지가격(Open)

232

0.05

8.20

1.2990

1.09873

점포토지가격(2012)

232

0.14

29.10

2.6935

2.93878

점포토지가격(2021)

232

0.25

49.20

4.0712

4.49671

토지가상승률(Open~12)

232

-0.52

9.98

1.2471

1.26415

토지가상승률(12~21)

232

-0.21

3.42

0.5826

0.47236

시기
시간
선택

독립
변수

N

입지
공간
선택

경영
성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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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 : 기업부동산전략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기업부동산전략으로써 타이밍 전략, 입지 전략, 및
경영 전략과 관련한 독립변수가 <모델 1, 2>의 기업별 점포에 어떠한 영향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표 3>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및 모형을 도출하
였다.

1) 타이밍 전략 : 빠른 추격자 전략
[가설 1]은 다국적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부동산 전략 중에서 시기 및 시간 선택의 독립변
수가 테스코 및 코스트코 연구기업점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표 3>
과 같이 연구기업점포는 <모델 1>의 후발점포05더미, 관망연수 및 인허가준공기간 변수의 B
및 Exp(B) 값이 각각 –2.853 및 0.058, 0.615 및 1.850, -0.002 및 0.998로 분석되었다.
국내기업점포는 <모델 2>의 후발점포03더미, 후발점포98더미, 마찰연수더미 및 전환폐점더
미의 B 및 Exp(B) 값이 각각 1.384 및 3.989, 2.307 및 10.048, 4.635 및 103.04, 2.189
및 8.925로 분석되었다.
<모델 1>과 같이 연구기업은 빠른 추격자 및 늦은 후발주자 전략을 채택하였다. 연구기업
은 1997년 이전과 2003년 이후보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집중적인 점포개설을 통하여
빠른 추격자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1997년부터 경쟁사 점포 개설 동향, 정부 소매유통정책,
잠재 점포 후보지 검토 등을 사전 검토하며 평가하는 사전 관망 과정을 거쳐 집중적인 점포개
설을 실행하였다. 특히, 코스트코는 테스코와 비슷한 전략 외에도 마찰 발화점(2011년 이후)
에 점포개설을 늘리는 늦은 후발점포전략을 채택하였고, 이는 다국적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델 2>와 같이 국내소매기업은 선발, 후발 및 늦은 후발점포 전략을 통하여 점포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다국적기업과 한국 정부와 마찰을 발생하는 마찰연수더미 변수와
같이 상대방인 다국적 기업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점포를 확장하였다. 하지만, 이
마트, 롯데마트 및 지에스마트는 타 용도 전환이나 폐쇄한 점포의 숫자가 많았다. 이는 상대
적으로 점포매각 등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공격적인 점포 취득이 가능하였음을 보여주
었다.
따라서 [가설 1]의 후발점포전략은 채택 가능한 결괏값을 얻었다. 연구기업은 비교기업보
다 빠른 추격자, 늦은 후발점포 및 진입격차축소 등의 전략을 통하여 현지국가에서 자리매김
하고자 하였다. 다국적기업이 빠른 추격자 전략을 채택하면 그 기업의 현지화에 유리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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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얻었다. 그러므로 빠른 추격자의 타이밍 전략은 소매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 입지 전략 : 차선 입지 및 규모 우위 전략
[가설 2]는 다국적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기업부동산전략 중에서 입지 및 공간 선택의 독립
변수가 테스코 및 코스트코 연구기업점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표
3>과 같이 연구기업점포는 <모델 1> 아파트밀집더미, 백화점더미, 결절점개수, 경쟁할인점숫
자, 매장규모 변수의 B 및 Exp(B) 값이 각각 2.584 및 13.249, 1.942 및 6.972, 1.689 및
5.415, 0.988 및 2.686, 7.123 및 1240.4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택지지구더미, 전철노선
수, 전통시장거리 변수의 B 및 Exp(B) 값이 각각 —2.008 및 0.134, -0.080 및 0.340,
-1.284 및 0.083, -8.418 및 0.000이며, 부정적인 값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2> 국내기업점
포는 인구규모, 택지지구더미, 독점입지더미, 전철노선수, 대로, 경쟁유무더미, 전용매장면적
변수의 B 및 Exp(B) 값이 각각0.703 및 2.020, 1.860 및 6.421, 2.689 및 14.72, 0.784
및 2.191, 0.044 및 1.045, 2.715 및 15.10, 10.023 및 22537로 긍정적인 값으로 나타났
다. 아파트밀집더미, 백화점더미, 결절점개수, 전통시장거리, 경쟁할인점숫자, 매장규모, 주차
대수더미 변수의 B 및 Exp(B) 값이 각각 —2.452 및 0.086, -3.760 및 0.023, -1.125 및
0.325, -3.505 및 0.030, -1.096 및 0.334, -7.137 및 0.001, -2.243 및 0.106이며, 부정
적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1>과 같이 연구기업은 후발점포전략과 함께 최고의 입지보다 차선 입지 전략과 경
쟁우위를 위한 대규모 점포 전략을 채택하였다. 코스트코 및 테스코는 아파트 밀집지역, 백화
점 및 전통시장의 인접지역, 도시계획 결절점, 대규모 점포 등을 선호했지만, 상대적으로 부
지가격이 높은 택지지구, 이미 성숙한 전철노선 수가 많고, 상권 및 시장 규모에 비하여 경쟁
이 심한 지역은 출점을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괏값에 비추어, 연구기업은 국내기업
이 선택하는 입지선택과는 다른 차선 입지를 선택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연구기업은 소매
입지이론에 맞추어 상권 규모가 크고, 중심지 및 결절점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경쟁기업의 출점 및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입지 분석을 통하여 차선
입지 및 규모의 우위 전략을 선택하였다.
<모델 2>과 같이 국내기업은 선발점포전략과 함께 선점전략과 경쟁회피전략을 채택하였
다. 국내기업은 인구 규모가 큰 배후지, 택지지구, 독점입지, 전철 인접, 대로, 경쟁이 없는 지
역 및 큰 전용매장면적을 선호했지만, 전통시장, 결절점, 백화점 등과는 병립하지 않고, 이미
경쟁점포가 출점한 지역이나 필요한 주차대수가 부족함에도 공격적인 출점을 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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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주자의 지위를 활용하여 상권이 크고, 중심지에 선점하는 전략이며, 현지기업의 장점을
활용하여 경쟁점포가 있고 주차대수가 부족한 점포라도 전략적인 선택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
다. 또한 국내기업은 중심 선점전략과 더불어 외곽입지를 선호하였다.
<표3>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후발점포03더미

<모델1> 연구기업점포
B

Sig.

Exp(B)

B

Sig.

Exp(B)

-2.853

0.005

0.058

1.384

0.020

3.989

2.307

0.035

10.048

4.635

0.015

103.04

2.189

0.009

8.925

-2.452

0.001

0.086

0.703

0.002

2.020

1.860

0.003

6.421

2.689

0.000

14.72

0.784

0.015

2.191

0.044

0.007

1.045

후발점포98더미
시간
시기
선택

관망연수

0.615

0.006

1.850

관망연수더미
마찰연수더미
인허가준공속도

-0.002

0.010

0.998

전환폐점더미
아파트밀집더미

2.584

0.006

13.249

인구규모
택지지구더미

-2.008

0.010

0.134

독점입지더미
전철노선수

-0.080

0.005

0.340

대로
입지
공간
선택

<모델2> 국내기업점포

백화점더미

1.942

0.025

6.972

-3.760

0.000

0.023

결절점개수

1.689

0.036

5.415

-1.125

0.068

0.325

전통시장거리

-1.287

0.013

0.276

-3.505

0.001

0.030

경쟁할인점숫자

0.988

0.049

2.686

-1.096

0.013

0.334

경쟁유무더미

-2.484

0.011

0.083

2.715

0.002

15.10

매장규모

7.123

0.000

1240.4

-7.137

0.000

0.001

판매면적

-8.418

0.000

0.000

10.023

0.000

22537

-2.243

0.000

0.106

-2.338

0.001

0.097

-2.159

0.008

0.030

점포토지가격(2012)

0.000

0.001

1.000

점포토지가격(2021)

0.810

0.006

2.248

전통시장더미

주차대수더미

경영
성과
선택

자가소유더미

2.227

0.034

9.268

입찰방식더미

2.585

0.001

13.265

표준점포더미
점포토지가격(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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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델1> 연구기업점포
B

Sig.

Exp(B)

<모델2> 국내기업점포
B

Sig.

Exp(B)

-3.189

0.000

0.041

토지가상승률(Open~12)
토지가상승률(12~21)
-2 로그 우도/예측값
모델
요약

96.766/0.931

128.210/0.879

Cox & Snell R2

0.487

0.556

Nagelkerke R2

0.736

0.747

카이제곱/자유도

154.995*/15

188.410*/23

* : p<0.01

따라서 [가설 2]의 최적입지전략보다 차선입지전략이라는 결괏값을 얻었다. 연구기업은
국내기업과 달리 차선 입지 및 규모의 전략을 통하여 현지국가에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다국적기업이 차선 입지 및 규모의 전략을 채택하면 그 소매기업의 현지화에 유리하다는 결
론을 얻었다. 그러므로 차선 및 규모의 입지 공간 전략은 소매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3) 경영 전략 : 소유 및 입찰 전략
[가설 3]은 다국적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부동산 전략 중에서 경영성과 선택의 독립변수가
테스코 및 코스트코 연구기업점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표 3>과 같
이 연구기업점포는 <모델 1>의 자가소유더미 및 입찰방식더미 변수의 B 및 Exp(B) 값이 각
각 2.227 및 9.268, 2.585 및 13.265로 분석되었다. 국내기업점포는 <모델 2>의 입찰방식
더미, 표준점포더미, 점포토지가격(2012), 점포토지가격(2021) 및 토지가상승률(12~21) 변
수의 B 및 Exp(B) 값이 각각 –2.338 및 0.097, -2.159 및 0.030, 0.000 및 1.000, 0.810
및 2.248, -3.189 및 0.041로 분석되었다.
<모델 1>과 같이 연구기업은 소유 및 입찰 전략을 채택하였다. 코스트코 및 테스코는 더
닝의 절충이론의 소유우위와 마찬가지로 자회사 및 점포를 자가 소유함으로써 경쟁 열위를
극복하였다. 이는 자회사에 대하여 점차로 지분권을 확대하는 내부화 과정을 거쳐 위험을 줄
이고, 또한 점포를 임차보다 자가 소유를 통하여 점포의 집객력과 흡입력 효과는 점포 가치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유 전략은 결국 다국적기업의 진입 초기의 경쟁 열위
를 극복하면서도 현지화를 동시에 이루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은 초기
현지국가에서 이질성이 높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진 기업이므로 복잡한 점포취득방식보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점포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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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2>과 같이 국내기업은 연구기업과 달리 다양한 취득방식(다필지 합필 개발, 인수합
병 등), 비정형화된 점포(Non-forming store), 고지가 용지취득 등에 초점을 둔 전략을 채택
하였다. 이마트, 롯데마트 및 지에스마트는 현지 및 재벌기업이므로 점포 취득과 관련된 축적
된 정보 및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했다. 그러므로 국내기업은 상품 및 서비스
의 공급망을 활용하여 다국적기업보다 차별화된 점포취득방식, 점포포맷, 부지의 타 용도 전
환 및 테넌트 믹스 전략을 채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의 소유가치전략은 채택 가능한 결괏값을 얻었고, 입찰 전략을 추가할 수
있었다. 연구기업은 소유 및 입찰 전략을 통하여 현지국가에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다국적
기업이 소유 및 입찰 전략을 채택하면 그 소매기업의 현지화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
므로 소유 및 입찰의 경영 전략은 소매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3. 제안모델
본 제안모델은 <그림 1>과 같이 다국적기업의 한 방향의 정렬된 선택을 위한 기업부동산
전략의 시기-입지-경영 (TLM) 통합모델이다. 이는 다국적기업과 기업부동산경영의 사례연구
(박문수, 2017)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를 반영하여 도식화하였다.
타이밍 전략(Timing Strategy)은 주기 및 시기 등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현지국가로의
진입 시기와 점포망 구축은 다국적기업의 생존 및 장기성과 등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자료 : 저자 재작성, Park, Thomas Mun Su. Transnational retailers and corporate real estate
management: cases of Wal-Mart, Carrefour, and TESCO. Diss. University of Reading, 2017.

[그림 1] 통합 TLM model : 시기(Timing) + 입지(Location) + 경영(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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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은 후발주자이므로 상술한 진입 이전 단계의 사전 준비, 관망하는 전략, 현지국가
와 예상 마찰 발화점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전략, 현지국가에서의 경영지식을 축적하고 학습
하는 전략, 진입격차 축소하는 전략 등을 통하여 후발주자의 열위를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소매업의 경쟁은 벤드 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혹은 무리 효과(Herd effect)로 나타
났다. 이러한 효과는 다국적기업이 1990년대 초부터 2010년 초반까지 대형할인점을 확장하
는 현상, 네이버, 쿠팡, 마켓컬리, 신세계 SSG 등의 폭발적인 온라인몰 및 즉시배송시스템 구
축하는 경쟁 현상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입지 전략(Location Strategy)은 상권 등의 입지 및 공간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점포의
상권은 점포의 유형에 따라 시장의 크기, 인구 및 세대수, 상권의 크기를 다르게 획정하여 적
용할 수 있다. 점포의 접근성은 물리적, 시간적, 문화적, 비용적 등의 거리 개념을, 전철, 버
스,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 개념 등을 적용하여 다르게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점포의 병립
성은 인근 점포가 이종 혹은 동종인지, 인근 점포의 공실률, 상권에 따라 전통시장 및 백화점
과의 보완 대체성,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점포의
경쟁여건은 자사 점포와 경쟁기업의 점포와의 영향, 세분화 시장의 유사 점포, 주차 규모의
경쟁력 등이다.
경영 전략(Management Strategy)은 경영주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다. 경영 전략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 비전, 한 방향 경영(alignment in one direction), 의사결정자의 경
영철학, 기업문화와 핵심가치 등에 관한 것이다. 기업의 목표와 비전은 고객 만족, 내적 성장
(매출 등)과 외적 성장(인수 등)을 넘어 사회공헌(ESG 경영)을 포함하고 있다. 경영은 기업부
동산경영과 한 방향으로 정렬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며, 전략적 기업부동산을 통하여 경쟁우위
를 얻으며, 혁신과 차별화 등의 경영 전략을 포함한다. 경영 전략은 이외에도 소유, 임차 혹은
공유, 점포취득방법, 점포포맷, 테넌트 믹스, 점포가치창조 등과 관련이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기업부동산전략에 관한 것이며, 기업의 시기, 입
지, 경영의 전략적 선택이 그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이 빠른 추격자, 늦은 후발점포 및 진입격차
축소 등의 타이밍 전략을 선택할수록 그 기업은 현지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긍정적인 영
향을 받을 것이다. 둘째, 다국적기업이 최고 및 최적의 입지보다 차선 입지선택과 경쟁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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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형규모의 입지 및 공간 전략을 선택할수록, 그 기업은 현지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
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셋째, 다국적기업이 임차 및 자체개발보다 소유 및 입찰의
전략을 선택할수록 그 기업의 현지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넷째, 다국적기업이 기업부동산경영적 측면에서 타이밍 전략, 입지 전략 및 경영 전략이 한
방향으로 통합된 전략을 선택할수록 그 기업은 현지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기업은 다국적기업에 비하여 선발 및 후발
의 자유로운 타이밍 전략, 중심 및 외곽입지전략, 입찰보다 자체개발 전략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는 코스트코와 테스코의 대형할인점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다국적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기업부동산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의의
가 있다. 본 연구가 다국적기업이 해외국가에서 갖게 될 후발기업의 불이익과 한계점을 극복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또한 국내기업이 현지국가로 진입, 확장 및 정착하는 국제화 및
현지화 과정에 유용하게 채택되길 기대해 본다. 다국적기업이 후발주자임에도 빠른 추격자
전략과 차선 입지와 규모 전략 및 소유와 입찰 전략의 세 측면을 통합적하고 집중할수록 현지
국가에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성과를 거두며, 현지기업으로 자리매김할 확률을 높일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는 1) 다국적기업의 점포 가치 전략, 2) 한국기업의 현지화 전략, 3) 소
매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연구의 확장성을 갖고 있다. 하
지만 연구의 범위는 소매기업의 점포선택에서 소매유통산업으로 확장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나타내지 못한 현지국가의 특수성과 문화적 거리감 등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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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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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부의 금리정책이 때로 주택시장에 원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금
리와 주택가격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총 영향을 금리의 직접
효과와 금리가 대출을 매개로 주택가격에 미치는 간접효과(대출의 매개효과)로 분해하는 것으
로, 금리를 독립변수, 대출을 매개변수, 주택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전국, 수도권, 5대 광역
시를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5대 광역시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으며
간접효과가 78.3%로 금리의 상당 부분이 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에서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고, 대출 변수를 통제한 후 금리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양(+)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과 패닉바잉
(panic buying) 현상에 따른 대출 급증이 그 요인이라 사료된다. 전국에서는 완전 매개효과
가 있어 금리의 변화는 모두 대출을 거쳐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의 매개효과는 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원하지 않는 영향을 대출정책으로 어느 정
도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금리정책 실행 시 대출정책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정
책실행의 시차적인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금리정책의 부작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정책의 방법이나 강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주제어 : 주택담보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액, 주택가격, 매개효과

Ⅰ. 서 론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실업, GDP 등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을 위한 정부 경제정책1)의
일환이다. 정부가 금리와 통화량 조작을 통해 경제지표 개선을 도모하는 통화정책이 때로 주
택시장을 과열시키거나 침체시키는 등 주택시장에 원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위축
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금리인하 정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제조업이나 연구개발 분야로
투입되지 않고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 주택가격을 급등시키거나,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진정
1) 경제정책은 국가가 경제성장, 경제의 안정, 경제적 격차의 시정 등 목표를 정하고 경제에 개입하여 국
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대책으로 크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산업정책이 있다<21세기
정치학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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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금리인상 정책이 주택시장을 침체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처럼 통화정
책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금리와 주택가격의 관계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 중에서 금리경
로, 자산가격경로, 신용경로로 설명된다. 금리경로는 금리하락이 주택수요를 자극하여 주택소
비가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이고, 자산가격경로는 금리하락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증가하여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이며, 신
용경로는 금리하락이 대출수요를 자극하여 대출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이다.
또한, 금리와 주택가격이 음(-)의 관계라는 것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실증된 바 있다. 이
들 연구는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금리경로와 자산가격경로 관점에서 밝
힌 것으로, 금리인하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에서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에
서 얻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장래 수익가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신용경
로 관점에서 살펴보면, 금리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대출을 매개로 하는 측면이
있다. 즉, 금리가 먼저 대출에 영향을 미치고 대출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다. 금리
가 주택수요의 증가 또는 감소에 영향을 주어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금리의 주택가격
에 대한 직접효과라고 한다면, 금리가 대출을 거쳐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의 간접효
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 신용경로 관점에서 금리가 대출을 매개로 주택가
격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무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총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대출을 매개로 한 금리의 간접효
과가 확인된다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금융기관의 대출관리를 통해 선제
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게 된다. 지금도 정책당국은 금리정책 변화 후 주택시장에 부
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규제를 통해 대출을 관리하고 있으나 효과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는 6~12개월2)로 주택시장에 부
작용이 나타난 후 규제정책을 실행할 경우 규제의 효과는 6~12개월 뒤에 나타나므로 정책의
적시성에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예금취급기관3)의 대출금리가 발표된 2012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9년간으로 하
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시장에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수도권과 지방에서
지역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전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광역시(대전,대구,부
2) 김의현, “통화정책 파급경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0, pp.11~32.
3) 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비은행으로 구분되며, 은행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있고
비은행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이 있다.

- 213 -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9券 第3號(通卷 第61號)

산,울산,광주)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금리가 대출을 매개로 주택가격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통화정책이 은행대출에 영향을 미치고 은행대출이 주택가격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만을 다루기로 하며, 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 대출은 주택담
보대출과 가계대출, 주택가격은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를 대용변수로 하여 대출의 매개효과를
실증하는 것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다. 매개효과 분석의 변수는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로 구성되며,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a,b)와 독립변
수가 바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c)를 포함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계
한다.

매개변수
(대출)
간접효과(a*b)

(a)

독립변수
(금리)

직접효과(c)

(b)

종속변수
(주택가격)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방법으로, 먼저 매개효과 분석의 전제조건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
변수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들의 개별적 관련성
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이론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대출의 매개효과
를 분석하는 방법은 바론(Baron)과 케니(Kenny)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고, 회귀분석 결과의 유의성은 소벨테스트(Sobel-test)로
검증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경로4)
통화정책 파급경로는 통화정책(금리,통화량)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자산가
격, 생산 등에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금리경로, 신용경로, 자산가격

4)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2020년 5월 3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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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이 연구와 관련이 높은 금리경로, 자산가격
경로, 신용경로를 살펴보고, 신용경로를 금리와 대출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금리경로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𝑖𝑃)5)를 하향 조정하면 단기시장금리(𝑖𝑆)와 함께 장
기시장금리(𝑖𝐿), 여수신금리(𝑖𝐵)도 하락하여 기업투자(𝐼)와 가계소비(𝐶)가 늘어나고 이는 총생
산(𝑌)의 증대 및 물가(𝑃)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로이다(정책금리(𝑖𝑃)↓⇒시중금리(𝑖𝑆,𝑖𝐿,𝑖𝐵)↓⇒
실물경제(𝐼,𝐶,𝑌,𝑃)↑).
둘째, 자산가격경로는 정책금리를 내리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증가하여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이다(정책금리(𝑖𝑃)↓,시중금리
(𝑖𝑆,𝑖𝐿,𝑖𝐵)↓⇒자산가격↑⇒실물경제(𝐼,𝐶,𝑌,𝑃)↑). 이는 가계의 자산, 즉 부(wealth)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증가하며, 기업은 주가상승과 q6)의 증가로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셋째, 신용경로는 통화정책이 양적인 측면 즉 은행대출에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에 파급되
는 과정으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변수(금리)에 영향을 줌으로써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금리경로 및 자산가격경로와 차이가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변경될 경우 기
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달라지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 소비 등 총수요와 물
가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메카니즘을 은행대출경로와 대차대조표경로로 설명한다. 은행대출
경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은행의 대출가용량이 증가하고 또한 은행보유자산
의 가치증대로 인해 대출위험 허용한도가 증가하여 은행은 대출을 늘리게 되며, 이 대출이 실
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대차대조표경로는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차입자의 이자부
담이 감소되고 또한 기업과 가계의 보유자산 가치의 증대로 인해 담보력이 증대되어 차입이
늘어나는

과정이다(정책금리(𝑖𝑃)↓⇒대출가용량↑,차입이자↓⇒은행대출↑⇒실물경제

(𝐼,𝐶,𝑌,𝑃)↑).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경로를 주택시장에 대입하여 보면, 먼저 금리경로에서 금리하락이
주택수요를 자극하여 주택소비가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과정, 그리고 자산가격경로
에서 금리하락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증가하여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금리와 주택가격의 관계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는
금리와 자산가격 경로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용경로에서 금리하락이
대출수요를 자극하여 대출이 늘어나고 대출의 증가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으로 설명된
5) 정책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실물 및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 등을 토대로 매월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말한다.
6) 토빈q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q가 증가하면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를 늘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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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신용경로 관점에서 금리가 대출을 거쳐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1) 금리, 대출과 주택가격에 관한 연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리, 대출 그리고 통화량, KOSPI, CPI, 산업생산지수, 소득
등 거시경제 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상호 연관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주로 VEC, VAR
모형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대부분 금리는 주택가격과 역(-)의 관계, 대출은 정
(+)의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금리와 주택가격, 대출과 주택가격에
대한 상호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매개효과 분석의 전제조건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
와 종속변수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표 1> 금리, 대출과 주택가격에 관한 선행연구
변수

주택가격과의 관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금리

대출

분석
방법

김정렬7)

가계대출, 가계대출금리, 산업생산지수

주택가격

-

+

VECM

전해정8)

주택담보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동성, KOSPI

주택가격

-

+

VAR

조광조9)

가계대출, CD금리, 산업생산

주택가격

-

+

VECM

김경민10)

주택담보대출금리, 회사채수익율,
정기예금금리, 통화량, KOSPI

주택가격
전세가격

-

김상엽외11)

주택담보대출, CPI, KOSPI, 통화량

공동주택가격

김송배12)

기준금리, 통화량, GDP, CPI

주택가격

김종규외13)

가계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KOSPI, 도소매지수

APT가격

연구자

VAR
+

VEC

-

+

VEC

-

+

ECM

7) 김정렬, “유동성 및 소득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경제통상학회, 2014, pp.127~146.
8) 전해정·박헌수, “주택시장과 거시경제변수 요인들간의 동태적 상관관계 분석”, 「주택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주택학회, 2012, pp.125~147.
9) 조광조,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의 상관관계”, 「경제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경제통상학회, 2013,
pp.133~155.
10) 김경민, “통화정책 및 실물금융변수와 주택가격간 동학적 상관관계 분석”, 「부동산학보」, 제70권
제70호, 한국부동산학회, 2017, pp.206~220.
11) 김상엽·엄수원·윤만식, “주택금융규제정책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동산학보」, 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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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리와 대출에 관한 연구
금리와 대출의 관계는 1절 통화정책 신용경로에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본 절에서 통
화정책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금리와 대출
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차경수·김윤기(2020)14)는 팽창적 통화정책 충격은 금리변동을 통해 실질 차입비용의 변
동과 대차대조표경로를 유발시킴으로써 주택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가상실험에서 금
융가속기원리15)가 작동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원형·윤용만(2018)16)은 한국의 통화정책 위험
선호경로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통화정책 기조와 은행위험 간에 역(-)의 관계가 나타나 우리나
라에서도 통화정책의 위험선호경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확장적 통화정책에서 은행
의 대출이 증가하였고 대출 증가로 은행의 위험이 증가하였음을 통화정책 신용경로와 위험선
호경로로 설명하였다. 이태리·송인호(2015)17)는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에 관한 연구
에서 금리와 주택가격의 관계(-)를 금리경로와 자산가격경로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금리는 미
래의 기대주택가격에는 할인율로 연결되고 현재의 주택가격에는 순자산을 결정하는 데에 연
결되어 금리가 낮을수록 기대주택가격을 높이고 현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며, 결국 주택수요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주택관련 금융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관련 금리를 변수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이라고 하였다.

권, 한국부동산학회, 2020, pp.87~102.
12) 김송배, “거시경제변수와 주택담보대출이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
주대학교 대학원, 2016.
13) 김중규, “유동성과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실증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산대학교
대학원, 2011.
14) 차경수·김윤기, “거시경제 충격과 주택가격 간의 통태적 상관분석”, 「예산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국회예산정책처, 2020, pp.193~220.
15) 금융가속기원리는 대차대조표경로가 반복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더욱 증폭되는 현상으로, 금리가 하
락하면 주택가격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순자산가치가 높아지면 외부자금 프리미엄(이자)
이 낮아지고 대출이 증가하여 또 주택수요를 자극하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과정이다.
16) 최원형·윤용만, “한국의 통화정책 위험선호경로에 관한 실증분석”, 「경제분석」, 제24권 제4호, 한국
은행 경제연구원, 2018, pp.37~69.
17) 이태리·송인호,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주택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주택학회,
2015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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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차별성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금리와 대출을 독립변수로 주택가격을 종속변수로 하여 금리와 대출
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각각의 관련
성을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통화정책과 대출정책은 별개의 정책으로 각각 다루고 있다.
즉, 거시경제 개선을 위한 통화정책의 실행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하거나 통화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날 때 대출관리 정책을 별도로 실행함으로써 시차
에 따른 효과의 반감을 반복하여 겪어야 한다.
반면, 이 연구는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총 효과를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직접효
과와 금리가 대출을 거쳐 주택가격에 미치는 간접효과(대출의 매개효과)로 분해함으로써 금리
의 간접효과를 실증하고자 한 점이 차별적이다. 이 연구를 통해 대출의 매개효과가 확인된다
면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만큼은 대출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통화정책이 거시경제 개선을 위한 정책이고 주택시장을 위한 정책이 아닐
경우 통화정책 입안 시 대출정책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Ⅲ. 변수 선정 및 분석모형
1. 변수 선정
이 연구는 금리가 대출을 매개로 주택가격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므
로, 변수는 금리의 간접효과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변수로 최소화하였다. 즉, <표 2>에서와 같
이 독립변수는 금리, 매개변수는 대출, 종속변수는 주택가격으로 하고, 각 변수의 대용변수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계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액/가계대출금액,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를
선정하였다. 분석자료는 2012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9년간 월별 데이터로 하고, 한국
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내 예금취급기관의 가중평균대출금리와 대출잔고, 그리고 KB주
택가격동향조사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하였다.

- 218 -

금리의 대출매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간접효과 분석

<표 2> 변수 선정
변수

대용변수

독립변수

금리

매개변수

대출

종속변수

주택가격

출처

비고

주택담보대출금리
가계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액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대출금리, %

한국은행
ECOS

잔고, 조원

가계대출금액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

KB주택가격
동향조사

2019.1월=100

2. 분석모형
매개효과 검증방법은 1986년 바론(Baron)과 케니(Kenny)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방법, 소벨테스트(Sobel-test) 분석 방법, 2003년 헤어
스(Hayes)가 제안한 SPSS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한 분석 방법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바론과 케니의 위계적 회귀분석18)과 소벨테스트를 이용한다.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19)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독립변수가 매개변
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직접효과는 매개변수
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가 바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며, 간접효과는 독립변수가 변하면
매개변수가 변동하고 매개변수의 변동에 따라 종속변수가 변하는 것으로 독립변수의 간접효
과 또는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라고 한다.

β (a)

매개변수
간접효과β (a*b)

독립변수

직접효과β (c,c’)

β (b)

종속변수

주) c : 2단계 β, c’ : 3단계 β

[그림 2] 분석모형
위계적 회귀분석에 의한 매개효과의 검증 절차는 [그림 2]에서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

18) 김성은외, 「AMOS 구조방정식 활용과 SPSS 고급분석」(서울 : 한빛아카데미(주), 2019), pp.77~99.
19) 위계적 회귀분석의 벙법, 절차, 유의성 검증 등의 내용은 대부분 「AMOS 구조방정식 활용과 SPSS
고급분석」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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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1단계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a), 2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c),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c’,b)을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되
며, 마지막으로 2단계(c)와 3단계(c’)의 독립변수 회귀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매개효과 유무
를 판단한다.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정하려면 첫째 1단계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a)과 3단계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b)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하고 둘째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c)보다 3단계(c’)가 작게 나타나야 한다. 2단계는 매
개변수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c)으로 매개변수의 영
향력이 독립변수에 포함되어 있고, 3단계는 매개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c’)을 나타내므로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3단계
의 표준화계수가 2단계보다 낮게 나타난다면 이는 매개변수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독립변수
의 효과가 감소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는 부분매개효과와 완전매개효과로 구분한다. 부분매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 영향(c’)을 미치면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영향(a*b)을 미치는 경우
이며, 완전매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를 거쳐서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이는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유의성에 따라
결정된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c’)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독립변
수가 매개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있다는 것이므로 부분매개효
과라고 하고, 유의하지 않으면 매개변수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2단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c)이 모두 3단계에서 매개효과(a*b)로
나타났기 때문에 완전매개효과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나온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소벨테스트(Sobel-test)로
검증한다. 소벨테스트(Sobel-test)20)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독립변수→매개변수)
와 3단계(매개변수→종속변수)의 비표준화계수(B) 및 표준오차(SE)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계
산 결과, Sobel test statistic(Z통계량)의 절대값이 1.96(Z<-1.96 또는 1.96<Z)보다 크면 매
개효과가 있고, 유의확률(two-tailed probability)이 0.05보다 작으면(p<0.05)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20) 김성은외, 「AMOS 구조방정식 활용과 SPSS 고급분석」(서울: 한빛아카데미(주), 2019), 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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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주택담보대출의 매개효과
주택담보대출금리(이하 금리 또는 주담금리 라고 한다)가 주택담보대출금액(이하 대출 또
는 주담대출 이라고 한다)을 거쳐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이하 주택가격 이라고 한다)에 미치
는 간접효과(주택담보대출금리와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의 사이에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바론과 캐니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전국, 수도권,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국
<표 3> 전국 분석에서, 금리가 대출을 거쳐 주택가격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186.729, p<0.05), 2단계(F=169.763, p<0.05), 3단계(F=1377.085,
p<0.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3단계 금리의 표준화계수(β) 값이 2단계의
-0.785에서 -0.002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국에서 금리의 주택가격에 대한 간접효과 즉 대
출의 매개효과가 있으며, 이는 3단계 금리의 β값(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완전매개효과가 된다. 또한 소벨테스트 결과, Z의 절대값이 1.96 보다 크고 p값이 0.05 보다
작으므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매개효과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Ｒ²

F

1단계

주담금리

주담대출

-111.638

8.170

-0.799***

0.638

186.729***

2단계

주담금리

주택가격

-6.133

0.471

-0.785***

0.616

169.763***

3단계

주담금리
주담대출

주택가격

-0.016
0.055

0.243
0.002

-0.002
0.980***

0.963

1377.085***

Sobel test

Z = -12.236***

*** p<0.01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총 효과의 크기(2단계β)는 –
0.785이며, 이중 금리가 대출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783이고 금리의 직접효과는
-0.002로 나타났으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만 남게 되어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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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는 모두 대출을 거쳐 주택가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전국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리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대출관리를 통해 모두 통제할 수 있음
을 의미하므로 대출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금액
-0.799***

0.980***

Z=-12.236***
완전매개효과 : -0.783***

주택담보대출금리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

-0.002 (2단계β=-0.785***)

*** p<0.01

[그림 3]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매개효과 모형

2) 수도권
<표 4> 수도권 분석에서, 회귀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3단계 금리의 표준화계
수(β) 값이 2단계의 -0.662에서 0.157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대출의 매개효과가 있으며 3단
계 금리의 β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p<0.05) 부분매개효과가 있다. 또한 매개효과에 대
한 소벨테스트 결과(Z=-11.066, p<0.05)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매개효과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Ｒ²

F

1단계

주담금리

주담대출

-65.553

5.552

-0.754***

0.568

139.403***

2단계

주담금리

주택가격

-6.743

0.744

-0.661***

0.437

82.121***

3단계

주담금리
주담대출

주택가격

1.598
0.127

0.357
0.004

0.157***
1.084***

0.944

891.460***

Sobel test

Z = -11.066***

*** p<0.01

금리의 표준화계수 값이 2단계 음(–)에서 3단계 양(+)로 바뀐 것은 대출 통제 후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양(+)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출의 매개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즉 금리하락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분을 초과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한 금
리 이외 또 다른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론되는데, 최근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과 영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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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21)이 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해본다. 이처럼 대출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5대 광역시
<표 5> 지방 5대 광역시에서, 회귀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3단계 금리의 표준
화계수(β) 값이 2단계의 -0.885에서 -0.192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대출의 매개효과가 있으
며 3단계 금리의 β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으로 부분매개효과가 있다. 또한 매개효과에 대한
소벨테스트 결과(Z=-13.871, p<0.05)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5대 광역시, 주택담보대출의 매개효과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Ｒ²

F

1단계

주담금리

주담대출

-23,661

1.436

-0.848***

0.719

271.666***

2단계

주담금리

주택가격

-7.778

0.398

-0.885***

0.783

382.169***

3단계

주담금리
주담대출

주택가격

-1.691
0.257

0.281
0.010

-0.192***
0.816***

0.970

1694.067***

Sobel test

Z = -13.871***

*** p<0.01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총 효과(β)는 –0.885이며, 이중 금
리의 간접효과는 -0.693, 직접효과는 -0.192로 간접효과가 78.3%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금
리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상당 부분은 대출관리를 통해 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0.848***

주택담보대출금액

0.816***

Z=-13.871***
부분매개효과 : -0.693***
주택담보대출금리

-0.192*** (2단계β=-0.885***)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

*** p<0.01

[그림 4] 5대 광역시, 주택담보대출의 매개효과
21)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니 집을 못 산 젊은 세대, 특히 30대가 “지금이 아니면 못 산
다."라는 불안감에 영혼까지 끌어모아(대출을 풀로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현상으로 패닉바잉(panic
buying)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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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대출의 매개효과
가계대출금리(이하 금리 또는 가계금리 라고 한다)가 가계대출금액(이하 대출 또는 가계대
출 이라고 한다)을 거쳐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이하 주택가격 이라고 한다)에 미치는 간접효
과(가계대출금리와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의 사이에서 가계대출금액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바론과 캐니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전국, 수도권,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이 전국에서는 완전매개효과,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표 6> 가계대출의 매개효과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Ｒ²

F

1단계

가계금리

가계대출

-167.032

14.890

-0.737***

0.543

125.841***

2단계

가계금리

주택가격

-5.165

0.464

-0.734***

0.538

123.680***

3단계

가계금리
가계대출

주택가격

-0.147
0.030

0.185
0.001

-0.021
0.968***

0.967

1523.611***

전국

Sobel test

수도권

Z = -10.507***

1단계

가계금리

가계대출

-88.739

8.996

-0.692***

0.479

97.314***

2단계

가계금리

주택가격

-5.341

0.726

-0.581***

0.338

54.070***

3단계

가계금리
가계대출

주택가격

1.605
0.078

0.248
0.002

0.175***
1.093***

0.960

1265.617***

Sobel test

5대
광역시

Z = -9.563***

1단계

가계금리

가계대출

-32.069

2.439

-0.787***

0.620

172.843***

2단계

가계금리

주택가격

-6.886

0.379

-0.870***

0.757

329.721***

3단계

가계금리
가계대출

주택가격

-2.181
0.147

0.204
0.005

-0.276***
0.755***

0.973

1918.247***

Sobel test

Z = -12.002***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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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비교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7>과 같이 비교하였다. 표에
서 보듯이 β계수의 크기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두 매개변수의 β계수크기의 경향과 매개효과
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분석결과 비교
매개변수

주담대출

가계대출

총효과

직접효과

지역

매개효과

금리→주택가격
(2단계)

금리→주택가격
(3단계)

금리→대출→주택가격
(1단계 * 3단계)

최종판정

전국

-0.785(유의)

-0.002(유의x)

-0.783(유의)

완전매개효과

수도권

-0.661(유의)

0.157(유의)

-0.818(유의)

부분매개효과

5대광역시

-0.885(유의)

-0.192(유의)

-0.693(유의)

부분매개효과

전국

-0.734(유의)

-0.021(유의x)

-0.713(유의)

완전매개효과

수도권

-0.581(유의)

0.175(유의)

-0.756(유의)

부분매개효과

5대광역시

-0.870(유의)

-0.276(유의)

-0.594(유의)

부분매개효과

Ⅴ. 결 론
이 연구에서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총 영향을 금리의 직접효과와 금리가 대출을 매개
로 주택가격에 미치는 간접효과(대출의 매개효과)로 분해하였다. 이를 위해 금리를 독립변수,
대출을 매개변수, 주택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2012.1월~2020.12월까지 9년간 월별 데이터
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금리, 대출, 주택가격의 대용변수는 주택담보대
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액과 가계대출금액,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로 하고 대
출과 주택가격을 2종류(주택담보대출-주택가격, 가계대출-주택가격)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2종류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지방 5대 광역
시 분석에서, 금리가 대출을 매개로 주택가격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금리가 바로 주택가격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함께 공존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간접효과의 비율이 78.3%로 높게
나타나 금리의 상당 부분이 대출을 통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수도권에서 금리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공존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대출 변수를 통
제한 후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양(+)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대출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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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제외하면 금리와 주택가격이 양(+)의 관계가 된다는 것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분을 초과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한 금리 이외 다른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대출이 급증한 결과로 추론된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과 패닉바잉(panic buying) 현
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 사료된다. 셋째, 전국에서, 금리의 직접효과는 없고 간접효과(대
출의 매개효과)만이 유의함으로 완전매개효과가 있다. 즉, 금리의 변화는 모두 대출을 통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서 대출의 매개효과가 과도하게
작용하여 지방의 부분 매개효과를 잠식한 결과로 판단된다.
금리가 대출을 매개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확인된 것은 금리정책이 주
택시장에 미치는 원하지 않는 영향을 대출정책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통화정책 수립시 대출정책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정책의 시차적인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주택시장에 대한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도권 분석
에서 보듯이, 금리 변동분 이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통화
정책과 연계된 대출정책으로는 관리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런 요인 자체를 제거하거
나 그러한 요인에 상응하는 대책을 대출정책에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통화정책과 대출정책을 동시에 입안함으로써 정책파급의 시차적 이슈는 해소된다 하여도 대
출정책의 방법이나 강도에 대한 가이드는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대출규제정
책이 대출에 미치는 조절작용과 그로 인한 주택시장의 영향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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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 내용에 대한 주기사항은 표 밑 좌측에 기재한다.
<표 4> 보증조건의 기본요건
구 분

적용원칙

비

고

연 령

만 60세 이상

보유주택수

1 주택

대상주택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거주여부

실제 거주

소유자 또는 배우자 거주

권리침해 등

없는 주택

경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등 없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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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백문백답』, 2011년 10월 기준,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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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림 (사진, 지도, 그래프)
1. 그림은 사진, 지도, 그래프 등을 포함하며, 모든 그림은 인쇄가 되었을 때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해상도를 유지해야 한다.
2. 그림은 본문에 직접 삽입하되, 해상도를 위해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거나
그림의 원본을 제출한다.
3. 그림의 크기는 본문 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1] 제목, [그림 2] 제목 등으로 표기하고, 모든 그
림은 반드시 본문에서 [그림 1], [그림 2] 등으로 1회 이상 인용되어야 한다.
5.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 가운데에 기재하고 그 길이는 그림의 가로 폭
과 같거나 짧게 한다. 단, 그림의 제목이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일련번호 다음
의 제목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6. 여러 그림이 한 묶음일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7. 그림의 출처 명기는 그림 밑 좌측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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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년 4월 21일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는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을 수립하고, 부동산학의 저변확대와 특히
학문적 이론 및 응용분야를 개척･연구하여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기초 자료
로 삼는 한편, 올바른 부동산개념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
류와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립한 비영리 학술연구단체이다.
따라서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모든 회원들이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
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제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학회의 소속 회원들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논문을 발표할 경우 이 연구윤리를 철저
히 준수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회원 상호간에 인정하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부동산분야의 바람직한 학술적･체계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분
야의 학술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
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
이며, 우수한 학술지 발간을 통해 부동산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논문의 저자들
은 물론, 학회지의 편집위원들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됨
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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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구 성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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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정 등을 임의로 조작 내지는 변형, 변조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 성과를 왜곡해
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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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소속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투고 신청한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편집위원의 역할)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 개인적인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투
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편집위원의 내용 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나, 투고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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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0조(연구윤리규정 서약)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의 모든 회원들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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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윤리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45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입회안내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에서는 관심 있는 여러분의

▣ 주요활동
･ 학회지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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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기별 다이제스트 발간

부동산학의 지변확대와 특히, 학문적 이론

･ 분기별 특강개최

및 응용분야를 개척･연구하여 공공의 이익실

･ 학술대토론회 개최

현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로 삼는 한

･ 부동산 Consultant 운영

편 올바른 부동산개념을 갖도록 하는데 그

･ 국제학술교류 및 제휴

목적이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자

･ 용역사업 수행 등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립한 비영리학
▣ 가입절차

술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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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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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쁘신 분은 본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입
회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국내 부동산학회의 유일한 대변자로서 민법

▶

및 건설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2
열린M타워2. 11층 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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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2) 3446-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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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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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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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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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인 준

20××. . .

회원

입회원서

성 명

번호

(한문)

주민등록
번

사 진

호

(3×4㎝)

전 화
현주소

휴대폰
E-mail

근무처

기관명

직 위

전 화

주 소
졸업년도

학교명

전공과목

학 위

학 력

근무기간

직장명

직 위

취득일

자격증명

발행기관

경 력

자격증

추천인

성 명

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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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성 명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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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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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국 문
단체명

한 문
영 문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FAX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단체(기업)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 첨 부
(1) 연혁서

1부

(2) 사업자등록번호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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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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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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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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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투고 신청서
(한글)

소속

(영문)

직위

성 명

주 소
전 화

이메일

논문제목

원 고 내 용 요 약

논문 심사비(10만원)
원 고

제 출

매 수

일 시

접 수

접 수

일 자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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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차기 제

호

회원 동정사항 통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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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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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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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02) 3446-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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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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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원 동정사항 기재란

성명 : (한글)
직위(학회) :
연락처 : (자택)
(한자)

사항란(해당란에 ○표)

기재란(앞면 기재요령 참고하여 상술)

1

주소변동, 사무소 이전 직장변동,
취업, 승진, 퇴직, 개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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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각종 저서, 논문 발표, 방송출현,
투고
(신문, 잡지, 전문지)

4

학술발표회, 세미나공청회, 국내외
주요회의, 해외시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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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중요한 동정사항

※ 기재란에 구애받지 마시고 별지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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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團法人 大韓不動産學會 編輯委員會
편집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간

사

김행조
한상훈
이춘원
권대중
김준환
김 진
김갑열
강정규
김종진
김상명
강은택

(충남, 나사렛대학교 교수)
(충북, 중원대학교 교수)
(서울, 광운대학교 교수)
(서울, 명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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