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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인 아파트는 주거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하
나의 대지에 복합용도로 개발되어 대지 지분을 공유하는 고층 고밀의 
‘단지화’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그
리고 “왜” 한국의 대표적·특징적 주택유형이 되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효과적인 공급수단이었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선호되는 데에 
어떠한 경제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지 이론적·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특성가격함수에 기초한 실증분석들에서 단지규모(총세대수)
는 양질의 근린환경을 대리하는 통제변수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단지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을 묘사하
고 있지만 집적의 편익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왜 주거가치에 영향을 미
치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의 아파트 단지가 근린주구론의 단지계획개념에 따라 주거시설과 부대복
리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점에 주목하여 단지 내에 인구가 밀집됨에 따라 
나타나는 집적경제를 구체화하여 ‘클럽의 규모효과’와 ‘상점의 집적효과’
에 관한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클럽의 규모효과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차장과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함에 따라 혼잡으로 인한 비효용이 발생하여 단지 주민들에 의해 배
타적으로 이용되는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관계가 있다. 단지규모가 커질
수록 단지주민들의 비용분담에 의해 생산되는 단지주민이용시설의 규모
가 커지고 종류가 다양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시설이용의 선택가능성
이 증가하는 편익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상점의 집적효과란 대규모 아파
트 단지에서 배후단지가 커짐에 따라 단지 내 상가시설의 규모가 증가하
게 되어 탐색비용과 통행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편익을 의미한다. 많
은 상점들이 가까이 입지하게 되면 상품구매에 따른 외부효과로 인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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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민들이 비교구매를 하거나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단지규모가 증가할수록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규모 증
가로 인한 집적의 편익(+)과 단지 내 시설규모가 고정되었을 때 단지규
모의 순증가로 나타나는 혼잡효과(-)는 다수준 임의절편모형과 인과매
개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단지규모가 2배 늘어날수록 거주
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주거가치는 총 4%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주거가
치 상승분은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규모 증가로 인한 집적편
익으로 설명된다. 단지규모의 2배 증가는 단지주민이용시설의 규모 증가
를 통한 주거가치 증가분(6.1%)과 근린생활시설의 규모 증가를 통한 주
거가치 증가분(2.4%), 그리고 단지 내 시설이용의 불편함이나 소음과 
같은 혼잡효과(-4.5%)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집적효과와 혼잡효과의 상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단지규모와 주거가치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났던 것
은 단지규모 증가에 따른 집적효과가 혼잡효과를 훨씬 상회하였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실제 2차항 회귀모형과 다수준 임의절편모형에서 주거가
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임계값은 약 3,000세대 내외로 분석대상인 서
울시의 2,998개 단지 중 3,000세대 이상 단지는 31개 단지(1%)에 불과
하였다. 

이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을 통해 집적의 편익을 누릴 수 있
었던 것은 도시화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강제된 부대복리시설의 영향이라
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새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아파
트지구의 지정이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게 하였
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한국과 같이 재정규모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시
화가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의 도시개발과 주택건설의 방식에 유의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패키지로 개발하도록 함으
로써 인구가 밀집함으로써 발생하는 혼잡비용을 집적효과가 상회하도록 



- iii -

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수요가 전제된다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을 입주자의 비용분담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여 지방공공재의 재원마련
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단지주민이용시설은 기본적
으로 입주자의 비용분담을 통해 구비되는 ‘클럽재’의 성격을 지니게 됨
에 따라 외부인들의 이용을 차단하는 배제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같은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
고 있다. 최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등을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주택건설
기준 및 주택공급절차에 관한 구조적 개선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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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5년 전국 기준 2%에 불과했던 아파트는 2000년대 들어 50%를 
넘어서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이 되었다(통계청, 주택총조사: 
1975-2015). 한국에서 아파트는「건축법」상 연립, 다세대 주택과 구
별되는 고층 공동주택(high-rise multi-family housing)만을 의미하지 
않는데, 대지 지분을 공유(joint property ownership)하는 ‘단지화’ 된 
공동주택을 암묵적으로 의미한다.1) 이러한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해외 
도시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단위면적당 인구밀도가 높은 고밀 개
발2)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단지 내 생활편의시설 등을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개발
(multi-functional land use)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주거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하나의 대지에 복합용도로 개발되어 대지 지분을 공유하는 고층 고밀
(high-rise and high-density)의 단지화된 공동주택으로 정의할 수 있
다. 고밀화된 대규모 단지개발의 배경에 대하여 천현숙(2003)은 아파트
라는 주택유형이 동일한 평면을 동시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주택개발방식에 적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Yoon(1994)과 최막중 외(2014)는 주택보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
부의 주택정책 하에서 민간 주택건설업체는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이윤
추구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1) 박인석(2013:22)과 박철수(2013:133)는 아파트 단지가 만연한 한국의 독특한 공간

환경에 대해 ‘아파트 단지 공화국’ 이라고 지칭함
2) 최막중 외(2014)에 따르면 한국 아파트 단지의 단위대지면적당 주택호수는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과 개발도상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개발사례에 비해  
약4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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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효율적인 공급 수단이었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현재까지도 주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소비, 생산되고 있는 이유
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학적 고찰이 주로 이루어졌다. 발레리 줄
레조(2003/2007)3)와 전상인(2009)은 소유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아파트라는 주택유형이 신흥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었으며 아
파트 단지의 폐쇄성이 신분을 구분 짓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
라고 설명한다. 한편, 박철수(2013)와 박인석(2013)은 아파트 단지 조
성단계에서 공원, 놀이터 등 풍부한 기반시설이 공급되도록 제도화되었
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질이 좋아졌고 다른 선택대안이 부족했던 수요자
가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고층 고밀의 단지화된 주거형태로 인해 많은 
사람이 밀집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 즉 집적(agglomeration)의 경제논
리에 대해서는 면밀히 고찰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 동안 많은 국내 실
증연구들에서 단지규모(총세대수)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설명하는 대리변
수로 활용되어 주택가격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설명되어 
왔다(이번송 외, 2002; 진영남·손재영, 2005; 엄근용 외, 2006; 정수연, 
2006; 최성호·성현곤, 2011; 김지은·최막중, 2012 등).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단지규모는 단지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설명변수 중 
하나로 이용되어 단지규모 증가에 따른 주거가치의 증가를 묘사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집적의 이익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왜 나타나는지 구체
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가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복합 개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규모 단지가 선호되는 데에 어떠한 경제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적경제에 따른 편
익이 거주자의 지불용의액(willingness to pay)에 어떠한 경로로 얼마만
큼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한국 주택시장에 

3)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Valerie Gelezeau)의 박사학위 논문(2003)이 2007
년 한국어 책「아파트 공화국」으로 번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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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이론에 기반을 두어 한국
의 주택개발규모를 설명하는 것은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주택을 신속하
게 공급할 수 있었던 한국의 주택개발 모델이 지니는 함의를 더욱 풍부
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그리고 “왜” 한국의 대표적·특징적 
주택유형이 되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한국의 고층주거 양식인 아파트가 ‘단지화’되고 ‘대형화’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관련 이론들과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해 
검토한다. 먼저, 공급논리로서 도시계획학의 근린주구론과 도시사회학의 
발전국가론을 고찰하고,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선호와 주거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경제학의 지방공공재 및 클럽이론, 적정도시규모 및 
집적경제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한국의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과정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근
린주구론의 계획개념에 기초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제도적 수단이 이용되었는지 살펴본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토지이용계획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아파
트 단지 건설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부대복리시
설의 특성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이론과 제도검토를 바탕으로 단지 규모의 집
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분석자료의 구축과정과 
분석방법을 기술함으로써 실증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을 구성한다. 건축
물대장 총괄표제부를 기초로 건축물 층별 현황과 개별 주택의 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하는 방법, GIS를 이용하여 단지별 특성 변수를 구성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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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5장에서는 단지의 규모증가와 단지시설의 규모증가가 각각 거주자의 

주거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모형과 다수준 임의절편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인과매개모형을 이용하여 실
제 단지규모가 단지시설의 규모 증가를 매개로 하여 유의하게 거주자의 
주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왜 한
국의 주택시장에서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가 선호되고 소비될 수 있었는
지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다루는 실증분석의 범위는 서울시로 2017년 1월 기준 멸
실되지 않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개별 주택
의 주거가치는 거주자의 사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간 거래되어 2017년 1월까지 접수된 전월세 확정
일자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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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단지화·대형화의 공급측면 이론 

가. 근린주구론과 단지개발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에 관한 연구는 뉴욕 대도시권의 놀이터 
배치와 분배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자 시작되었다. Perry(1929)의 초기 
연구는 놀이터 소요면적을 산정하고 아이들이 도보로 이용가능한 공간적 
범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놀이터가 집 가까운 곳에 충분
히 많이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간선도로를 건너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 아
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근린주구론은 ‘가
족생활의 보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계획안’으로 발전하
게 된다(Perry, 1929/2013:12).

근린주구의 계획개념은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지 
않고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단지규모’로부터 출발한다(권용찬·전봉희, 
2011). 구체적 계획개념은 다음과 같다. 1) 근린주구의 규모는 초등학교 
1개교의 운영에 필요한 가구 수에 따라 결정되며, 개발밀도에 따라 대지 
의 공간적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2) 근린주구의 경계는 간선도로로 구
획되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근린주구 내 도로
는 통과교통을 배제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3) 근린주구 내에
는 어린이놀이터, 소공원과 같은 오픈스페이스를 전체 대지면적의 10% 
이상 배치하여 놀이와 여가공간을 마련한다. 4) 학교와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배치하여 주거시설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5)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상업용지를 주구의 외곽 또는 교통결절부에 배치하여 근린상점을 
입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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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근린주구론은 주거시설이 소공원, 놀이터, 학교와 같은 공공서
비스 시설과 상가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오픈스페이스, 상점 등을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린주구의 계
획개념은 미국의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뉴저지 래드번 과 메릴랜드주 
콜럼비아 신도시 계획 등에 적용되었다(이진원, 1996). 자족적인 생활권 
형성을 통해 신시가지에서도 기성시가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용품구매
(daily shopping)의 편의성 및 생활의 쾌적성(amenity)을 높일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근린주구론의 계획개념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56년 건
축학회지를 통해서였다(강부성 외, 1999:120).4) 당시 정릉동 희망·재건
주택(1955), 불광동 국민주택(1959), 우이동 국민주택(1961) 등의 단
독주택 단지들이 조성되고 있었으나, 대부분 대지면적이 약 3만㎡ 이하
로 부대시설은 거의 없이 주택용지와 도로용지로 구성되는 방식이었다
(강부성 외, 1999:88-89). 보다 계획적인 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면서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를 중심으로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1964)는 주거지를 고층화
한 첫 시도로서5) 단지 내 상가점포와 주거동이 함께 개발되었다. 약 
6.3만㎡의 마포 교도소 부지에 6층 높이 10개동으로 개발된 마포아파트 
단지는 총 642세대를 수용하도록 했고 단지 내에 양장점, 미장원, 이발
소, 판매점포 등이 들어섰다(서울역사편찬원, 2005:409). 필지 구획방식
에 기초하여 개발된 기존의 단독주택 단지들에 비해 고층화되고 복합화 
되었지만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도록 개발되지는 못
4) 주강사·윤정섭(1956)이 건축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논문 “근린주구계획구성의 개요”

임. 한편, 권용찬·전봉희(2011)는 페리의 근린주구론이 국내에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국내 계획가들 사이에서 주거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근린주구의 계획
개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았음

5) 마포아파트의 초기계획은 10층의 중앙난방식 구조로 계획되었으나 주한미국경제협조
처(USOM)가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난민구조형 주거시설’로 
부적합하다고 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엘리베이터를 두지 않는 6층 높이의 연탄보
일러 방식으로 건설하였음(서울역사편찬원, 2005: 34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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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근린주구론에 의해 계획된 한국의 첫 번째 아파트 단

지는 동부이촌동의 한강아파트 단지(1969-1971)로 여겨진다.(강부성 
외, 1999:92). 수자원공사가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통해 택지를 조성하
고, 대한주택공사가 택지 일부를 매입하여 한강아파트 단지(한강공무원, 
한강맨션, 한강외인, 한강민영을 포함)를 건설하였다.6) 대한주택공사의 
단계적 개발과정을 거쳐 건립된 한강 아파트 단지는 주거시설과 초등학
교, 근린공공시설(동사무소, 소방서, 파출소 등), 상가시설 등이 유기적
으로 계획되어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근린주구론의 계획개념은 잠실의 주공아파트(1975-1977)를 통해 보
다 구체화되었다. 한강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택지 위에 건설된 잠실주공아파트는 간선도로로 구획된 블
록 중앙에 학교와 상가시설을 배치하고 간선도로변은 담장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명확하게 단지를 구분하는 계획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강부성 
외, 1999:50-51). 대한주택공사(2002)는 한국의 주택도시 40년을 회고
하면서 ‘한강아파트에서의 미약한 근린주구론의 적용과는 달리 잠실아파
트 단지개발은 페리 이론의 교과서적인 해석을 구현하여 각 단지는 철저
한 폐쇄적 단지 구성을 보이게 되었고 자체적인 완결성을 보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근린주구의 계획개념은 한국 아파트 단지 건설에 본격적으로 도
입되어 주거시설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생활편의시설 등 부대복리시
설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와 같은 계획방식은 대한주택
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건설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의 단지 개
발계획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주거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복합개발 하도

6) 1967년 11월 설립된 한국수자원개발공사의 1호 사업이었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통
해 약 30만㎡의 택지가 조성되었고 이 중 일부가 공무원연금기금에 매각되었음. 대한
주택공사가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아파트 단지 건설을 의뢰받아 한강공무원 아파트
를 계획하고 이후 수자원공사로부터 나머지 택지를 직접 매입하여 한강 아파트 단지
를 건설하게 됨(서울역사편찬원, 2001:3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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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3장
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나. 발전국가론과 주택건설

발전국가론은 그 동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신흥산업국들(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설명하는데 적용되
어왔다. 이러한 발전국가론의 개념을 적용하여 Yoon(1994)과 최막중
(2014)은 한국의 주택정책과 주택산업구조를 설명한 바 있는데, 먼저 
발전국가론의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 아파트 단지의 대형화에 관한 공급
논리를 고찰하도록 한다.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Johnson(1982)
은 일본의 산업화 과정이 시장가격기구에 의존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체
제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는 구별된다고 보았다. 발전국가론은 산업혁명이나 시민
사회의 성숙에 의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스스로 태동시키지 못한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신흥산업국들의 예외적 경제성장을 발전국가체
제로 설명한다. 발전국가란 일정한 자율성(autonomy)과 능력
(capacities)을 지니면서 스스로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에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체제를 의미한다(전상인, 2007; 최막중 외, 
2014). 

그 동안 발전국가론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주로 적용되었다(김일영, 2000; 윤상우, 2006; 권태준, 2006; 박혜정, 
2014). 1961년 군사쿠데타로 국가를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절차적 정
당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6.25 전쟁 후에 이루어졌던 미국
의 무상 원조정책이 유상차관으로 바뀌면서 국가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
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 하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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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정책 목표는 ‘수출지향적 산업화에 입각한 경제성장’으로 구체화되
었고, 국가는 적극적 시장개입을 통해 경제성장이라는 ‘업적 정당성’을 
세우고자 하였다(윤상우, 2006; 권태준, 2006). 

발전국가체제 하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은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
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대량 주택공급의 필요를 야기했다. 그러나 이
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경
제성장의 가속적 추진을 위한 산업투자에 있었기 때문에 주택투자는 후
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임서환, 2005:69). <표 1>에서 보듯이 197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82억 달러로 2010년 대비 1%도 이르지 못한 수준
이었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주택투자율은 1965년 1.5%에서 수도권 개발
이 시작된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4%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
의 주택개발 방식은 재정자원이 극히 한정된 가운데 민간기업의 기술력
과 조직력에 의존하여 대량 주택공급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
다(Yoon, 1994; 최막중 외,2014).

국내총생산(GDP, 명목)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원)
GDP대비
주택투자

(%)
주택보유수

(천호)
주택보급률

(%)(억 $) (10억 원)
1960 20 249 5,990 ¹ 1.50 ²    3,912 ²  
1970 82 2,795 28,180 4.24 4,360 78.2
1980 649 39,471 234,086 5.45 5,319 71.2
1990 2,793 197,712 943,272 8.75 7,357 72.4
2000 5,618 635,185 2,386,947 4.32 11,472 96.2
2010 10,943 1,265,308 3,675,431 ³ 4.70 ³ 14,677 112.9

<표 1>  국내 소득 및 재정규모 변화

주 1) 1963년, 2) 1965년, 3) 2007년도 통계임 
자료: 국내총생산 (한국은행, 「국민계정」)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가계동향조사(구분류), 도시 2인이상」)
      GDP대비 주택투자비율 (통계청(2008),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주택보유수 및 주택보급률 (국토교통부,「건설교통통계연보 (종전)주택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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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경제성장에 의해 신흥 중산층이 급격히 증가하던 상황에서 
한국의 주택정책 목표는 신흥 중산층을 위한 신규 분양주택을 ‘신속’하
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한주택공사를 설
립(1962년)하여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한편, 「주
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을 제정(1972년) 함으로써 민간 주택건설업
체의 개발계획과 시공, 분양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1977년「주택건설촉진법」개정을 통해 지정업체 제도가 도입되면서7) 
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건설업체를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천현숙, 2003; 최막중 외, 2014). 지정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자격을 갖춘 기술자, 그리고 연간 
건설량 등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했는데, 이렇게 
지정업체로 등록되면 세제나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었
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지정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부과되
었다(임서환, 2005:70). 

이와 같이 정부는 각종 제도와 법규를 통해 인센티브와 의무부담을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민간 건설업체가 대량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보급
률 제고라는 국가의 주택정책 목표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최막
중 외, 2014). 대량 주택건설을 위한 인센티브로 선분양제도가 도입되었
는데 자본력이 부족했던 건설업체의 주택건설금융을 입주자의 분양대금
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이 독점적으로 택지를 개발하
여 조성원가로 공급함으로써 민간 건설업체가 대규모 택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러한 인센티브 외에 정부는 신규 분
양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함으로써 주택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
7)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게 하고, 이렇게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에서 자본·

기술·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를 지정업자로 고시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와 대형화
를 도모함(「주택건설촉진법」제6조 및 제8조). 이렇게 도입된 주택건설업자의 등록
제도와 지정업체 제도는 1999년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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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정부가 주거지 주변에 공급했
어야 할 시설들을 공동주택단지 건설시 함께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을 부과하였다. 

최막중 외(2014)는 발전국가 체제하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단위 
주택당 부가가치가 제한됨에 따라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라는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
한다. 이러한 사실은 건설업체의 이윤이 분양수익에서 택지비용과 건축
비용을 차감하여 결정되는 간단한 수리모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 단
위 주택당 분양가와 해당 부지의 택지 조성원가가 고정된 상황에서 이윤
을 추구하는 민간 건설업체는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건설 물량
을 확대함으로써 건축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상
황에서 아파트 단지는 천현숙(2003)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평
면을 동시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가
장 효과적인 주택유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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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화·대형화의 소비측면 이론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정부는 대량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 
보급률 제고를 주택정책의 목표로 삼았고, 주택건설업체는 공급물량 확
대를 통한 이윤추구를 도모함으로써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수 있
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선호·소비되는 이유를 설
명하기 위하여 도시경제학의 관련 이론들을 고찰하도록 한다. 

가. 지방공공재 이론

1) 주거선호와 주거이동 

Tiebout(1956)는 공공재 이용의 공간적 범위가 한정되는 지방공공재
(local public goods)의 경우 발에 의한 투표(vote with one’s feet)를 
통해 지방공공재에 대해 선호를 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김경환·서승
환, 1994:283-292; Osullivan, 2003/2004: 76-79). 티부모형에서 다수의 
지방정부는 재산세를 통해 지방공공재의 공급비용을 조달하며 주민들은 
지방공공재의 공급수준과 조세부담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지방공공재와 재산세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로 이주
하게 된다. 

이러한 티부모형은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제시되는데 1)다수의 지방정
부가 존재하고 각 지방정부는 다양한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한다. 2)공공
재 공급은 주민의 재산세를 통해 조달되므로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재산
세는 지방공공재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요금(tax as a user 
fee)의 성격을 지닌다.8) 3)주민은 다수의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
의 공급수준과 조세부담에 관한 완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4)지역간 
8) 이러한 재산세는 공공서비스 이용에 따른 편익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응익세(benefit tax)라고도 불림(김경환·서승환, 199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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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아 개인의 지역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
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각 개인들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지방공공재와 
지방세의 조합을 선택하여 이주하게 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동질적인
(homogeneous) 선호를 지닌 주민들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구성된다.티부
의 직관적 추론에서 시작된 이러한 주거이동에 관한 설명은 공공서비스
와 이에 대한 요금으로서 재산세, 그리고 주택가격을 패키지 형태로 제
공하는 다수의 지방정부를 통해 주거이동을 설명하고 있다. 

2) 클럽재와 제도적 클럽

국방서비스나 일기예보와 같은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는 한 
사람이 더 이용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없거나 무시할 만큼 
매우 작아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비경합성
(non-rivalry in consumption)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특정 개인들의 소비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배제불가능성
(impossibility of exclusion)을 지닌다.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으로 인해 
Samuelson(1954)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며 시장가격기구에 의해
서는 효율적인 수준에서 공공재가 공급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Buchanan(1965)과 McGuire(1974)는 다수의 개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에 의해서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집합재(collective goods)가 효율적으로 공급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근
린공원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됨에 따라 혼잡이 발생하는 혼잡
가능 공공재(congested public goods)의 경우 클럽이라는 집단행동을 통
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 클럽(voluntary club)에서 
클럽재(club goods)는 클럽회원들의 비용분담을 통해 생산되며, 이 때 
클럽재의 생산비용은 n명의 클럽회원들이 나누어 지불하는
(self-financed)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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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클럽을 가정한 기존 모형과 달리 Berglas(1976)는 완전경쟁시
장에서 이윤극대화 전략을 취하는 제도적(institutional) 형태의 기업클럽
을 통해서도 효율적인 클럽재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Sandler 
and Tschirhart, 1997). 클럽재를 생산하고 클럽회원들로부터 일정 금액
의 입회비를 받는 기업클럽은 이윤극대화 전략 하에서 클럽의 규모와 클
럽재의 공급수준을 결정한다. Bergals(1976)는 수리모형을 통해 제도적 
클럽 하에서도 자발적 클럽의 경우와 동일하게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
는 수준에서 클럽재 공급이 이루어지게 됨을 증명하는데, 시장경쟁을 통
해 만족하지 못한 개인이 다른 기업의 클럽재를 구입할 수 있음을 가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클럽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거나 또는 제도
적인 형태로서 기업에 입회비를 지불하고 가입하는 집단으로 클럽재를 
함께 이용함에 따른 공동의 이익(mutual benefit)을 공유하는 특징을 지
닌다. 클럽회원들의 비용분담을 통해 공급되는 클럽재는 이용자수가 증
가함에 따라 혼잡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클럽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 권
리를 행사하는 체계(exclusive mechanism)를 지니게 된다(Cornes and 
Sandler, 1986:160, 나성린 외, 1995:70-72). 

나. 도시규모 이론

1) 적정 도시규모

적정 도시규모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집적의 경제와 불경제의 상쇄관
계(trade-off)로부터 출발한다. 집적 경제는 ‘사람과 경제활동이 밀집됨
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특히 생산에 있
어서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y)는 도시 인구와 도시 전체 경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된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로는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지역의 기반서비스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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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들 간에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기 쉬우며, 
노동시장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이 유연하게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Henderson, 1986; Glaeser, et al. 2001; 김경환·이창무, 2005). 

그러나 도시규모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교통체증에 따른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등 집적의 불경제가 발생한다. 대도시의 
과밀문제라고도 불리는 대도시의 비경제성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김형국, 
1983:200). Arnott(1977)는 도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이 증가
하고 공공재 공급의 1인당 비용이 감소함으로써 효용이 증가하지만, 도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혼잡비용으로 인해 집적의 편익이 상쇄된다고 설명
한다.9)

이러한 적정 도시규모에 관한 논의는 도시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클럽 단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클럽이론에서의 혼잡비용은 클럽의 
회원수가 늘어날 때 발생하는 불편함으로 클럽재의 이용을 위해 오래 기
다리게 되거나 시설물의 마손이 심해지는 점 또는 소란스럽거나 붐비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정전, 2005:82). 

Buchanan(1965)은 클럽규모가 증가할 때 혼잡에 따른 비효용이 발생
하여 개인의 효용수준과 클럽규모 간에 비선형의 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회원 1인이 지불하는 클럽재 생산비용은 규모의 경제와 범
위의 경제에 의해 클럽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Wiseman, 1957; Olson, 1965; Brueckner and Lee, 1991). 
Buchanan의 수리모형은 개인의 효용이 혼잡에 따른 효용 증가분과 클럽
재의 생산비용 감소분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극대화되며 적정한 배
제(optimal exclusion)를 통해 클럽규모가 결정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9) 한편, Richardson(1983)은 적정 도시규모 이론을 전제로 한 많은 실증연구들에서 통
일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적정 도시규모의 의미를 하
나의 수치가 아닌 집적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최소 도시규모(minimum threshold)
로 보거나 혹은 도시규모의 증가에 의해서 더 이상 집적의 경제가 동반되지 않는 규
모를 찾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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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g(1973, 1974)는 Buchanan의 모형이 클럽재의 규모가 고정
된 상태에서 회원수 증가에 따른 혼잡비용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하
면서 회원모집과 클럽재의 공급규모가 동시에(simultaneously) 결정되어 
회원수의 증가가 클럽의 총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설명한다. 클럽의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우 회원수가 1명 추가적으로 늘어날 때 기존회
원의 총효용 감소분 보다 신규회원의 효용 증가분이 더 클 수 있다. 이
러한 경우 적정한 클럽재 이용규모는 Buchanan이 제시하는 개인의 효용
을 극대화하는 구조 보다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구조에서 더 커질 수 있
다(임봉욱, 2015).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인구가 밀집하는 정도가 커짐에 따라 일
정 수준 이상에서 생산성의 증가나 규모의 경제로 인한 편익이 혼잡비용
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소비에 있어서 집적경제

집적경제의 개념은 생산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측면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김경환·서승환,1994:13). Gleaeser, et al.(2001)는 도시규모와 집
적경제의 관계에 대하여 그 동안 생산 측면에서 많이 연구된 반면, 소비 
중심지로서 도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다. 도시규모가 증가하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어메니티가 높아질 수 있
는데, 도시의 주요한 어메니티로서 1)재화 및 서비스의 풍부함, 2)교육
환경이나 방범, 치안 등 양질의 공공 서비스, 3)물리적인 환경의 미적요
소, 4)교통 편의성을 언급하였다. 

재화와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도시규모의 효과는 상품구매의 외부효과
(shopping externality)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일정한 지역에 상점들이 
모여 있게 되면 판매자들은 잠재적 구매자를 유도함으로써 마케팅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김경환·서승환,1994:14-15). 판매하는 상품을 전단
지를 통해 직접 홍보하지 않더라도 옆 가게를 들른 잠재적 구매자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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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점의 집적 효과는 소비자 측면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상

점의 수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불완전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체관계에 있는 액세서리 샵이 
여러 개인 경우처럼 동일한 업종의 상점이 늘어나면 비교하여 구매
(comparison shopping)할 수 있어 상품구매를 위한 탐색비용과 통행비
용을 낮출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옆에 약국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늘어나게 되면 한 번에 구매
(one-stop shopping)할 수 있는 편익이 증가한다. 

한편, 상업시설이 주거지역에 가까이 입지하게 되는 경우 뉴어버니즘
(new urbanism)이나 성장관리(smart growth)의 도시계획이론들은 거주
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토지의 혼
합이용(mixed land use)에 따른 편익은 상업시설 이용을 위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통행(시간) 비용이 낮아지고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더욱 건강하
고 쾌적한 근린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Vreeker, et 
al.(2004)는 주거지역의 복합토지이용(multi-functional land use)에 따
라 다양한 활동들이 한 공간 안에서 클러스터를 이루는 경우 집적의 경
제로 인해 개별 토지이용일 때 보다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음을 설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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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고찰 및 문제제기

주택의 특성과 주거가치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특성가격함수(hedonic 
price function)를 이용하여 추정해 왔다. 특성가격함수를 제시한 
Rosen(1974)은 주택이 다양한 이질적인 특성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주택가격으로부터 개별 특성들의 잠재가격(implicit price)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동안 한국의 많은 실증분석들에서 단지규모는 주택
의 매매가격 또는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하나로 단지특성을 통제
하기 위한 변수로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연구 주제별로 구분하여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단지외부환경과 주택가격

진영남·손재영(2005), 엄근용 외(2006), 정수연(2006)은 아파트 단지
의 교육여건과 주택가격의 관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진영
남·손재영(2005)은 부동산뱅크가 조사한 서울시 아파트 단지(4,873개)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의 교육환경특성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모형 추정결과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크고, 단지의 총주차수가 많고, 해당 자치구의 사설학원수가 많고, 
명문대 진학률이 높을수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높아졌다. 단지규모는 
총세대수의 연속형 변수로 투입되었는데 단지규모가 100세대 증가할 때 매
매가격은 307~359만원, 전세가격은 20~56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 

엄근용 외(2006)는 단지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에 따라 관리비와 같
은 세대당 유지관리비용이 저렴하게 나타나고 상가 등 편의시설이 많아짐
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하였다. 분석에는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소재 단지별 평형별로 998개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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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자료가 이용되었다. 회귀분석결과 총세대수가 클수록, 단지 주변 공원
의 수가 많을수록, 해당 자치구의 입시학원수가 많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높을수록 매매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지규모 증가에 따른 주
택가격 변화는 총세대수가 100%(약 763세대) 증가할 때 아파트의 3.3㎡
당 매매가격은 11~13%(약 103~121만원/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수연(2006)은 부동산뱅크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5,826개 아파트 단
지 특성과 구별 특성을 이용하여 다수준 모형을 적용하였다. 단지의 총
세대수가 클수록 아파트 매매가격이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
나 총세대수가 1,000세대 증가할 때 평균 93원 증가하여 그 정도가 앞
의 연구에 비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분석모형의 차이와 함께 투입되고 있는 변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정수연(2006)의 연구에서는 단지가 공원에 인접해 있는
지, 파워브랜드인지,10) 단지 내 학교유무, 난방방식과 복도구조 등 아파
트 단지 특성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투입하고 있어 단지규모가 커질수
록 나타나는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해볼 수 있다. 

한편, 오규식·이왕기(1997), 김기호·이성우(1998), 김태윤 외(2007)
는 아파트 단지의 경관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
다. 오규식·이왕기(1997)는 서울시의 81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변 부동
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단
지규모는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로 구분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는데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일수록 매매가격이 11% (약 2,640만원)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태윤 외(2007)은 분당의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10) 아파트브랜드변수는 파이낸셜뉴스에서 매년 선정하는 “고품격아파트 파워브랜드 톱

10”을 이용하여 현대건설(홈타운), 대우건설(푸르지오), 삼성물산(래미안), LG건설
(자이), 대림산업(e-편한세상),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 포스코건설(더샵), 롯데건설
(캐슬), 쌍용건설(스윗닷홈), 동부건설(센트레빌) 등 10개사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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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의 매매가격에 내재한 산, 하천, 공원 등에 대한 
조망특성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단지규모는 500세대 이상을 대단지로 
구분하여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에 비해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이 약 5%(약 100만원
/3.3㎡)가량 높게 나타나 단지규모가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김기호·이성우(1998)는 부산시 해안가에 위치하는 53개 단지의 단지
별 평균 매매가격을 기초로 염분, 바람 등 바닷가 가까이 입지할 때 발
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요인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였다. 이 때 단지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구축한 단지규모(총세대수) 더미변수가 투입되었는데, 800세대 이상인 
경우를 대단지로 구분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대규모 아파트단지일수
록 소규모 단지에 비해 매매가격이 약 58만원/3.3㎡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나. 단지내부특성과 주택가격

이상의 연구들이 아파트 단지 외부 환경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이번송 
외(2002),  Lee et al.(2005), 조주현·김선곤(2005), 김지은·최막중
(2012)는 아파트 단지 내부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이번송 외
(2002)와 Lee et al.(2005)은 단지의 경과년수에 따른 비선형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송 외(2002)은 부동산 114에서 제공
하는 서울시 소재 4,698개 단지의 단지별 아파트 가격(상한가와 하한
가)과 주택특성(경과년수, 총세대수, 단지별 가중평균 주택규모, 건설회
사 인지도, 난방방식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1,000세대 증가할 때 총가격(평균 2억 951만원)의 7% 증가, 단위가격
(평균 627만/3.3㎡)의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05)는 단지규모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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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LS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11). 해외 심사자가 지적했던 내생성
(endogeneity)의 논리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토지가격이 높아
지고, 이러한 토지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단지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단지규모는 개발 총규모의 의미이기에 앞서 
단위면적당 자본투입량과 같은 개발밀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이러한 적용은 과거 한국의 주택건설 환경과 다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공유수면이나 농경지와 같이 저렴
한 택지에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추정된 단지규모는 아파트 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주현·김선곤(2005)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29개 단지를 중심으
로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발밀도(용적률)와 커뮤니티시설 규모가 주택가격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택가격 자료로는 부동산114와 닥
터아파트의 평형대별 시세자료가 이용되었고, 단지별 커뮤니티시설 현황
은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실사를 통하여 보완되었다. 분석 결과 주민전용
공동시설인 커뮤니티시설의 330㎡ 증가시 주택가격은 약 1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단지별 평형별 인접세대수를 산정하여 프라
이버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이웃세대 1세대 증가
시 주택가격은 약 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은·최막중(2012)은 부동산 114자료를 이용하여 아파트단지의 물
리적 폐쇄정도에 따른 주거가치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총세대수가 증
가함에 따라 복리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증가하여 생활편의성이 커지는 
점을 지적하였다. 총세대수가 많을수록 아파트 매매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택
가격의 추정계수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근 지하철역의 접근성
이나 세대당 주차대수, 단지별 폐쇄지수 외에도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11) 1차 추정식에서 대지면적과 대지면적제곱항을 포함하여 단지 세대수를 추정한 후 
추정된 세대수를 2차 추정식에 투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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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방식, 건설사의 명성12) 등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나타나
는 결과로 이해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이번송 외(2002), 진영남·손재영(2005), 
엄근용 외(2006), 정수연(2006), 최성호·성현곤(2011), 김지은·최막중
(2012)의 연구에서 단지규모는 총세대수의 연속형 변수로 포함되며 주택
가격에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오규식·이왕기(1997), 김태윤 외
(2007)는 대단지를 구분하는 더미변수로 각각 1,000세대, 500세대로 구
분하였는데 대단지일수록 주택가격이 높아지는 양(+)의 관계를 설명하
고 있다. 

한편, 부산시 아파트 자료를 이용한 김기호·이성우(1998)의 분석에서
는 8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일수록 주택가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주상복합아파트를 사례
로 분석한 조주현·김선곤(2005)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인접세대수 증가에 따라 주거가치가 감소(-)하며, 이러한 이
유로는 프라이버시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아파트 
단지규모는 통제변수로 이용되고 있음에 따라 단지규모가 증가할수록 주
택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 기술적인(descriptive) 설명을 하고 있
다는 한계가 있다. 

12) 현대, 삼성, 대우, 대림, GS건설의 5개 건설사를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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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한국 아파트의 ‘단지’는 근린주구론의 계획개념에 기초하여 공급되어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이 복합 개발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아파
트 단지는 ‘대형화’ 됨으로써 대량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주택 보
급률 제고라는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건설업체는 분양가격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물량의 확대를 통
해 이윤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게 됨으로써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
게 되었다. 

주거선호와 주거이동을 설명하는 티부모형에서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재산세 조합의 선호에 따라 이주한다. 이러한 주
거선호의 개념을 단지 규모의 미시적 차원에 적용해 보면 지방정부가 재
산세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지방공공재는 ‘클럽’과 같은 집단행동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거나 입회비를 지불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산된 클럽재는 이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혼잡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클럽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체계를 지니게 된다.

한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집적에 따른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  
상점들이 집적하게 되면 대체재와 보완재의 상품들이 증가하게 되고 이
로 인해 원스톱 쇼핑이나 비교구매와 같은 편익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대형화에도 ‘적정’ 수준이 존재할 수 
있다. 적정 도시규모 이론에서는 도시규모가 증가할수록 생산성이 증가
되지만 교통체증으로 혼잡비용이 발생함으로써 편익을 상쇄한다고 설명
한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클럽이론에서는 클럽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규
모의 경제로 인해 1인당 클럽재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편익이 증가하지
만, 동시에 소란, 단지 내 시설 마손, 혼잡이 발생됨으로써 이러한 편익
이 상쇄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선호 이유에 대하여 엄근용 외(200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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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에 따라 관리비와 같은 세대당 유지관리비
용이 저렴하게 나타나고 상가 등 편의시설이 많아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써 그 동안 
특성가격함수에 기초한 실증분석들에서 단지 규모가 커질수록 주택 가격
이 증가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이번송 외, 2002; 진영남·손
재영, 2005; 엄근용 외,2005; 정수연, 2006; 최성호·성현곤, 2011; 김지
은·최막중, 2012 등).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단지규모는 분석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규모가 커질수록 주거가치가 증가하
는 변화를 묘사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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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제도화 과정

1. 도시개발과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가. 한강개발과 택지조성

1966년 치수 목적을 겸한 한강연안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되었다. 한
강변의 홍수를 방지하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시작한 제방 공사는 하천
부지와 제방 사이에 새로운 택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계기
가 된다(장경석, 2006).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통해 대량주택을 건
설할 수 있는 주거용지를 마련하고 택지를 매각하여 도로건설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듬해 8월 강변도로 축조, 공유수면 
매립, 여의도 개발을 골자로 하는「한강개발 3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치수와 도로건설, 택지조성의 목적을 겸하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이 한강
변을 따라 본격화되었다(손정목, 2003:309-316).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바다 또는 하천 등의 수면을 매립하여 육지화하
는 사업으로 1962년 1월 제정된「공유수면매립법」을 근거로 한다. 공
유수면을 매립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큰 이윤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뿐만 아니라 매립허가를 취득한 민간 기업들도 공
유수면 매립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은 <표 
2>에서와 같이 서울시(여의도)와 한국수자원공사(동부이촌동),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허가를 받은 민간 기업들(압구정동, 반포, 잠실 등)
에 의해 진행되었다.

여의도 일대는 공유수면사업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1967년 개발 전에
는 공군의 비행장(약 215만㎡)과 밭(약 116만㎡)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서울역사편찬원, 2001:345-351). 서울시는 건설부 및 국방부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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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비행장을 이전하고 밤섬을 폭파한 돌을 이용하여 윤중제(여의도
를 둘러싼 둑)를 완성하였다. 1970년 5월 여의도를 연결하는 마포대교가 
준공되면서 도심과 여의도를 연결할 수 있게 되자 본격적으로 아파트 단
지 건설이 시작되어 이듬해 10월 1,596세대 규모의 시범아파트가 들어서
게 되었다. 

조성시기 지역 면적(㎡) 시행자 건설
1967.12 - 1968.06 여의도 2,871,000 서울시 시범아파트 1,596호

1968.11 - 1969.06 동부이촌동 420,000 한국수자원
개발공사

한강공무원 1,313호,
한강맨션 700호,
한강외인 500호

1969.02 - 1972.12 압구정동 158,000 현대건설 현대아파트 5,909호

1970.02 - 1972.07 서빙고동 200,000 공영사 신동아아파트 1,326호

1970.07 - 1972.07 반포 627,000 현대, 대림 
등 컨소시엄 반포주공아파트 3,650호

1971.02 - 1978.06 잠실 2,486,000 현대, 대림 
등 컨소시엄 잠실주공아파트

1973 - 1983.05 구의 558,000 서울시 현대아파트 

<표 2>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의한 택지조성

자료 : 손정목(1997: 116-125), 서울역사편찬원(2001: 341-343)

<그림 3>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부지로 매립면허 허가를 받은 현대
건설이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아파트 건설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이다. 
1972년 이 지역은 논밭과 과수원, 비닐하우스가 있던 농경지였는데,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 조성된 부지와 일단의 농경지를 포함하여 대규모의 현
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한강변의 현대1차아파트 준공 후 현황사
진과 항공사진을 보면 아파트 주변 일대가 여전히 논밭으로 이용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순차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단지건설이 이루어지
고 1985년 10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이 개통되면서 지금과 같은 도시
구조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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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72년 (공유수면매립사업 전) ② 1976년 (현대아파트 1차 준공 후 현황)

③ 1977년 (현대아파트 1차 준공 후) ④ 1985년 (압구정역 개통 후)

자료 : ①, ③-④ 서울특별시(2013: 58-59)
       ② 사진작가 전민조 사진 “1976년의 압구정동” 

<그림 1>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건설과정

한편, 반포주공아파트와 잠실주공아파트 부지의 경우 현대, 대림 등 
민간 기업들의 컨소시엄인 경인개발에 의해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진행되
고 이후 대한주택공사에 일괄 매각되어 대규모 주공아파트 단지가 건설
되었다. 특히 잠실주공아파트 부지는 총 2만 5,770가구의 거주를 계획하는 
대규모 단지로 당시 기네스북에 기록된 영국 요크셔셰필드의 하이드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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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1,322가구)와 런던의 돌핀스퀘어(1,200가구) 보다 건설규모 면에서 
훨씬 컸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13)

그러나 대규모 매립사업으로 잠실지구를 완성하기 위한 토사의 양이 부
족하게 되자 서울시내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쓰레기를 가져다가 메우기 
시작했다(서울역사편찬원, 2001:355). 1976년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에 따
르면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조성된 잠실지구의 생활여건이 취약했던 것으
로 기록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파리떼가 많을 뿐 아니라 새롭
게 조성된 아파트 단지 내에 우체통이 하나 밖에 없고 우체국도 시내까지 
가야 이용가능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 잠실지구...생활여건조성이라는 면에
서 미비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 날씨가 흐리거나 비오는 날이면 방, 
마루, 부엌 등 집안에 파리떼가 새까
맣게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처럼 
잠실아파트에 파리·모기가 들끓는 이
유는 부근에 쓰레기로 토지를 매립하
고 있어...

- 또 넓은 아파트 단지 안에 우체통이 
1개밖에 없어 편지 1통을 부치는 데
에도 20분이상이나 걸어야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큰 불편...

- 더욱이 등기나 소포우편물을 보낼 경
우에는 우체국이 없어 택시나 버스를 
타고 시내(주로 천호동)까지 나가 부
치고 온다는 것...

- (잠실주공) 1단지에 사는 정모씨(50)
는 지난6일 갑자기 등기 우편물을 보
내려고 천호동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부치고 왔는데 우송료보다 택시요금
이 몇 갑절 더 들었다는 것...

자료 : 경향신문(1976.8.10.), “파리·모기떼 극성 근본적인 박멸대책을”
<그림 2>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의 생활여건

13) 매일경제(1975.2.7.), “잠실 지구에 아파트 정글”; 경향신문(1977.6.18.), “아파트 
단지로 잠실지구가 세계제일 영국 하이드파크 단지의 17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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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

현재 서울의 강남지역은 벼, 배추, 과일 등을 재배하는 농경지였다가 
1963년에 이르러서야 서울의 행정구역에 포함된다(서울역사박물관, 
2011:13). 강북지역의 인구분산 정책에 따라 강북지역 내 개발이 억제
되었는데, 한남대교(1969년 개통)와 경부고속도로(1970년 개통)가 건설
되면서 강남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었다. 

1966~1969(개통) 1968~1970(개통) 1968~

1971~ 1975~ 1980~

자료 : 서울역사박물관(2011) 강남40년-영동에서 강남으로 p.90 재구성
<그림 3> 강남 신시가지 개발 연혁

강남의 신시가지 개발에서 주택건설은 농지나 임야를 도시용 토지로 
전환함으로써 가능했다. 1977년「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
된 ‘대지조성사업’과 1980년 제정된「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
발사업’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먼저, 대지조성사업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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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시행토록하고 있는데「주택법」제18조제2항(구「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주
체가 국민주택14)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
하는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4>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된 은마아파트 단지 사례이다. 
1972년 당시 탄천 주변을 따라 농경지들이 분포하던 지역으로 1979년 
4,424세대의 은마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농지 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은마아파트의 분양공고를 위해 만들어진 
브로셔 조감도와 준공 후 1980년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83년 맞은편 미도아파트 1차단지가 입주하고 1993년 10월 지하
철 3호선 대치역이 개통하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대지조성사업은「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2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도록 1980년「택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택지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토지공사를 설
립(1979년)하였다. 이로써 자연녹지지구 등 도시 외곽에 택지개발사업
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택지개발 사업에 근거한 토지 매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데 이렇게 공공에 의해 공급되는 대규모 택지는 개인 소유의 소필지에 
비해 쉽고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개포·고덕지구, 목동, 상계·중계 신시가지 등 서울의 외곽지역에 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14)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1972년) 당시 「공영주택법」(1963년 제정)이 폐지되
었는데, 이 때부터 공공주택의 개념이 공공부문이 공급주체였던 것에서 민간 건설업
체의 개발까지를 포함하는 국민주택으로 바뀌게 되었음(강부성 외, 19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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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72년 (은마·미도·쌍용아파트 부지) ② 1980년 은마아파트 브로셔 조감도

③ 1980년 (은마아파트 준공 후) ④ 1994년 (미도·쌍용아파트 준공 후)

자료 : ①, ③-④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http://aerogis.seoul.go.kr)
       ② 은마아파트 분양당시 브로셔 (http://saiz.egloos.com/3013396) 

<그림 4> 강남구 은마아파트 건설과정

서울의 강남개발은 농경지였던 곳을 도시용 토지로 전환하여 개발했
기 때문에 학교, 공공시설, 상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충분하지 못하
였다. 이에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건설과 함께 도심에 위치하였던 중, 
고등학교나 공공기업들을 강남으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새로 건설된 아
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이용편의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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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학교, 공공기업 등의 강남이전 정책으로 인해 점차 강남지역의 생
활기반시설이 갖추어 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과는 별
개로 단지 내부의 시설에 대한 공급이 함께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① 1975년 이후 학교이전 ② 경향신문 (1983.3.21.)

자료 : 서울역사박물관(2011:39, 46)
<그림 5> 강남개발촉진을 위한 학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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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단지 공급의 제도화

가. 아파트 지구 지정

아파트 지구는 1976년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을 통해 도시의 주택부
족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당시「도시계획법」제18조에서는 건설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지구 이외의 지구 지정
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1976년 1월「도
시계획법 시행령」제16조가 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가 명문화되었다.  

이듬해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변
경하거나 토지 등의 수용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파트지구 내 건
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아파트지
구가 지정되면 시장은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제20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시행인가신청이 없거나 
혹은 시행인가 후 6개월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
다(제21조). 뿐만 아니라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지구 내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2조). 이러한 법 
조항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건설의 속도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절차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과는 별도로 1979년 제정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에 관한 규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토지이용 및 단지설계적 차원의 구체
적인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1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단지계획에 관련된 유일한 제도였다(서울
특별시, 2014). 1982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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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아파트지구 내 건축물에 관한 규제(인동거리, 도로폭 등)와 단지
설계에 관한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틀을 마련하게 된다.15)

서울시는 1976년 8월 잠실, 반포, 청담, 도곡, 화곡, 이촌, 서빙고, 이수, 
압구정, 여의도, 원효 등 11개의 아파트지구를 지정하고, 이어 1979년 가
락, 암사·명일지구, 구의지구, 1983년 아시아선수촌 지구 총 15개 지구
(11,267㎡)를 지정하면서 10여 년간 총 15개소(저밀, 고밀 지역을 구분시 
18개소)의 아파트지구를 지정하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특별시, 2014). 

지구명(구) 면적(㎡) 지구명(구) 면적(㎡)
 잠실지구(송파) 2,458,000 압구정지구(강남) 1,191,000 
반포지구(서초) 5,508,000 여의도지구(영등포) 590,000
청담지구(강남) 367,000 원효지구(용산)  102,000
도곡지구(강남) 728,000  가락(송파구)  113,500
화곡지구(강서) 292,500 암사, 명일(강동구)  617,443
이촌지구(용산)  160,000 구의지구(광진구)  403,000

서빙고지구(용산)  814,000 아시아선수촌지구(송파구)
이수지구(서초) 83,000

<표 3>  아파트지구 지정 현황

자료 : 장성수(1994:166), 서울특별시(2014)

이와 같은 아파트지구의 지정은 아파트 단지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하
여 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택지나 신시가지 개발 지역에 
지정되었다. 특히 강남의 신시가지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단독주택의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그림 3> 참조), 강북인구의 

15)「서울시 아파트지구조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아파트지구 내 건축물 허용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용지(공동주택 및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유
치원, 경로당 등), 분구중심(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
리시설 등), 주구중심(운동시설 및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등), 지구
중심(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에 한해 일반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입지가능한 건축범위를 나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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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이전정책에 따라 보다 많은 인구를 한꺼번에 수용하기 위해 강남지
역의 가로와 필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블록을 아파트지구로 지정
하였다(서울역사편찬원, 2016:366).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면 <표 4>에서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 
내에 건축하는 토지이용 계획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린주구는 반지름 
400m 이내로 계획하고,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 200m 이내 접
근가능 하도록 주구중심과 분구중심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지구 안
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편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러한 법 규정은 근린주구 체계를 따르고 있어 도보 공간의 범위를 고려
하고 있다.  

구분 토지이용계획의 기준

근린주구
-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보 공간 안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
- 반지름 400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 : 1,000세 이상 3,000세대를 기준으로 구획

주구중심
- 근린주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밖의 생활편익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
- 근린주구 안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주구중심을 설치하여야 함
- 주구중심 면적은 근린주구면적의 1%이상 - 5% 미만

지구중심
- 아파트지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생활편익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
- 근린주구가 3개소 이상 되는 아파트지구에는 1개소의 지구중심을 설치하여야 함
- 지구중심 면적은 아파트지구면적의 1%이상 – 3%미만

분구중심
- 근린주구 안에 주구중심 이외에 일용품의 소매점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 
- 주구중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주구중심시설의 이용이 불편한 

단지에 설치가능
- 근린주구 내 분구중심을 합한 면적은 근린주구면적의 3% 미만 

자료 :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제2조, 제7조

<표 4>  아파트지구 토지이용 계획기준

이후 대규모의 주택개발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2003년 아파트지구는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삭제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주택법｣ 부칙,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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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다. 

나. 주택건설기준 및 공급에 관한 법령

법에서 정의하는 주택단지란 폭 20미터 이상 일반도로 등으로 분리되
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의미한다(「주택
법」제2조 12항). 특히 아파트와 같은 30세대 이상16)의 공동주택 단지
는 건축허가 이외에도「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
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주
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특징과 변
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제6조는 단지안의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
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역 또는 지구지정의 목
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고 규
정한다. 단지 내 ‘거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
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이나 구매 및 생활편
의시설(슈퍼마켓, 학원, 세탁소 등)을 포함하여 주거 단지 개발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라고 하더
라도 주거지역 내 상행위를 인정함으로써 단지 내 상가시설에서 일상생
활에 필요한 식료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1년 1월 제정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의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범위와 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에 관
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에 의거 개발된 공동주택 단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

16) 가구원수 감소로 인해 소형평형 위주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공
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기존 20세대에서 30세
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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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은 착공과 동시(제15조제
1항)에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
설의 입주자 모집도 이러한 규정을 준용한다. 

<표 5>는 단지규모에 따라 시기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시설 
종류를 요약한 것이다.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규정은 제정 이후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꾸준히 개정되어 왔다. 의료시설의 경우 1998년 8월 법에
서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 500세대 이상은 약국 1개소 이상, 1,000세
대 이상은 약국 1개소 외에 병·의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
다.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1999년 9월 개정 전까지 시설 종류까지 규정
하고 있는데 1천세대 이상은 수영장과 정구장을, 2천세대 이상은 소년야
구장이나 소년축구장을, 5천세대 이상은 생활체육시설 대지를 추가적으
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유치원 대지확보의 기준도 완화되었다. 
1993년 9월 개정 전까지 설치 의무는 500세대 이상 이었다가 1천세대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되었고, 이후 1999년 9월 법 개정에 의해 2천세대 
이상으로 기준이 더욱 낮아졌다. 한편, 시가화가 충분히 진행되면서 근
린공공시설, 구매시설, 의료시설의 경우 의무 공급 기준에서 삭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단지규모가 커지면 단지주민이용시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보행환경이 좋아지고 건축자재의 품질이 더 좋아지게 된다. 500세대 이
상 단지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보행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건강
친화형주택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 사용 및 일정수준 이상
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기준을 적용한다 (「주택법」
제37조,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장수명주택 주택 등급과「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법」에 따른 공동주택 성
능 등급(경량충격음 등 소음관련 등급, 리모델링 가변성 등 구조관련 등
급, 일조확보율 등 환경관련 등급,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피난안전 등 화재소방관련 등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주택법 제38
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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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100세대 100세대~150세대 150세대~300세대 300세대~500세대 500세대~1천세대 1천세대~2천세대 2천세대~3천세대 3천세대~5천세대 5천세대이상
근린공공시설  91.01.15 ~ 99.09.29 대지확보

의료시설  91.01.15 ~ 98.08.27 약국 1개소↑ 병·의원 1개소↑

근린생활시설
(구매/생활,생활편익시설)

 91.01.15 ~ 93.09.27 세대당 0.3㎡↑ 6㎡↓

 93.09.27 ~ 14.10.28 세대당 6㎡↓

유치원
 91.01.15 ~ 93.9.27 대지확보

 93.09.27 ~ 99.9.29 대지확보

 99.09.29 ~ 현재 대지확보

주민공동시설
(도서실, 입주자회의실등)

 91.01.15 ~ 13.06.17 세대당 0.1㎡↑

 13.06.17 ~ 현재 세대당 2.5㎡↑ 세대당 2㎡↑

경로당
(노인정)

 91.01.15 ~ 13.06.17 세대당 0.1㎡↑ 최대 300㎡ 가능

 13.06.17 ~ 현재 1개소↑

어린이놀이터  91.01.15 ~ 13.06.17 세대당 3㎡↑ 세대당 1㎡↑

 13.06.17 ~ 현재 1개소↑

어린이집
(보육시설)

 93.09.27 ~ 06.01.06 1개소(30인 이상)

 06.01.06 ~ 13.06.17 1개소(20인 이상) 1개소(40인 이상)

 13.06.17 ~ 현재 1개소↑

주민운동시설
 91.01.15 ~ 99.09.29 운동장 300㎡↑ 수영장등 포함 소년야구장등 포함 생활체육시설 대지

 99.09.29 ~ 13.06.17 운동장 300㎡↑

 13.06.17 ~ 현재 1개소↑

작은도서관
(문고)

 94.12.30 ~ 06.01.06 1개소↑

 06.01.06 ~ 13.06.17 1개소↑

 13.06.17 ~ 현재 1개소↑

<표 5>  단지규모별 복리시설 의무규정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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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안의 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과 노인정, 주민운
동시설 등 복리시설 그리고 시장에 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이라는 용어가 처음 명시된 1993년(55조 2항)부
터 2013년 개정 전까지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
시설과는 별개의 시설로서 도서실(독서실 포함), 입주자 집회소, 가정의
례 또는 부녀회 사용시설을 지칭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부록 2> 참
조). 2013년 6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55
조의 2가 신설되었고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
동시설,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17) 이러한 부대
복리시설은 <표 6>에서와 같이 단지주민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단지
주민이용시설18)과 일상용품의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근린생활시설
로 구분할 수 있다. 

1991년 제정 당시 현재시점
(2017년 2월 개정) 구분

부대시설 주차장·관리사무소·경비실 등 주차장·관리사무소·경비실 등
단지주민
이용시설

복리시설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휴게시설, 입주자집회소 등)

유치원·새마울유아원·탁아시설
주민운동시설

구매시설·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

시설
의료시설

일반목욕장
도시·군
계획시설 시장 시장

자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조

<표 6>  단지 안의 시설 법령 기준 변화와 특성 구분

17) 이후 2013년 6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해 조례에 위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는 2014년 1월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전문을 
신설하게 되었고 세대별 주민공동시설의 총규모를 1.25배 더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18) 본 연구에서 단지주민이용시설이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
여 비법정 용도라 하더라도 단지 주민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모두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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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별 부대복리시설 건축현황

본 절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입된 내용을 기초로 시기별 아파트 단지
의 부대복리시설 개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표 7>은 1983
년 사용승인 된 개포주공아파트 6~7단지의 현황으로 총 1,960세대를 
수용한다. 주거시설과 2개의 중심상가, 그리고 부속시설 및 공유시설이 
하나의 지번(개포동 185 번지)에 기재되어 있는데 유치원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은 별도 부속지번(185-1번지)에 기입되어 있다. 한편, 지하
주차장 대신 옥외주차장이 건설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에는 주차장 면
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지위치 주부속구분 주용도 기타용도 동명칭 연면적(㎡) 구분
개포동 185 주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601동

~708동 180,896 -

개포동 185 주건축물 공동주택 부속 및
공유시설 관리소 1,022 

단지주민
이용시설
(1,022㎡)

개포동 185 주건축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6단지상가 1,210 
근린생활

시설
(3,459㎡)개포동 185 주건축물 제1종근린

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7단지상가 1,152 
개포동 185-1 주건축물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1,097 
 자료 :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현황

<표 7>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건축현황(1,960세대)

<표 8>은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현황으로 총 1,356세대이며 1986년 
사용승인 되었다. 주거시설 외에 1개의 중심상가와 주차장, 노인정, 관리
사무실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포주공아파트와는 달리 주거시설(잠실동 
86번지)과 상가시설(잠실동 85번지)이 별도지번에 기입되고 있다. 노인
정과 관리사무실의 각 용도별 면적은 구분하기 어려운데 부대시설에 해
당하는 관리사무실과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정이 구
분되지 않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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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주부속구분 주용도 기타용도 동명칭 연면적(㎡) 구분
잠실동 86 주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1동~9동 230,101 -
잠실동 86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대피소
주차장, 
대피소 24,316 단지주민

이용시설
(24,606㎡)잠실동 86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노인정, 

관리사무실
노인정, 

관리사무실 290 

잠실동 85 주건축물 제1종근린
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집회시설 중심상가 10,672 

근린생활
시설

(10,672 ㎡)
자료 :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현황

<표 8>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건축현황(1,356세대)

최근 들어 단지주민이용시설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9>는 서초구 반포동 2-12번지 아크로리버파크의 개발현황
으로 기계실 등 부속시설은 제외한 결과이다. 2016년 8월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로 단지규모는 총 1,612세대이다. 위의 두 단지사례와 비교할 
때 단지 총세대수와 주거시설의 면적은 유사하지만 단지 주민들이 배타
적으로 이용하는 단지 내 이용시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공급면적은 확
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9) 실제 아크로리버파크에 개발된 용도를 보
더라도 법정 용도 외에 키즈카페, 방과후아카데미, 그룹스터디실, 실버케
어센터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 1,612세대의 주민공동시설 법정 최소 요구면적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를 때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
한 면적을 공급해야하므로 3,724㎡이지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제8조의4에 따르
면 1,0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에 1.25배를 하도록 
되어있어 법정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4,655㎡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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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속구분 주용도 기타용도 동명칭 연면적(㎡) 구분
주건축물 공동주택 공동주택(아파트) 100~114동 207,590 -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통합경비실-1,용역원휴게실 115동 78 

단지주민
이용시설

(135,348㎡)
※지하
주차장
제외시
8,559㎡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1,주민공동시설-1 116동 185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실내운동시설,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연회장,출입구 117동 3,963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게스트하우스,경로당 118동 326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어린이집, 방재센터,MDF실 119동 851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독서실,그룹스터디실 120동 421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다목적회의실,작은도서관 121동 168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2 122동 88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통합경비실-2,게스트하우스,
용역원휴게실,티하우스,문주 123동 368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방과후아카데미 124동 405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용역원휴게실,수
경재배시설,통합경비실-3 125동 284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3,주민공동시설-3 126동 178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133동 126,789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실버케어센터,주민라운지,코인세탁실,
무인택배실,어린이집,경로당 134동 712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하늘도서관,키즈카페,티하우스 136동 419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기사대기실 138동 71 
부속건축물 공동주택 경비실, 용역원휴게실 139동 42 

자료 :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현황

<표 9>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건축현황(1,612세대)

<그림 6>의 개발사례는 기존에 개나리 아파트였던 곳으로 단지 내 중
심상가는 재건축되지 않고 주거시설만 재건축되면서 주거시설과 근린생활
시설이 분리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개발이익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상가소유주와 주민과의 협의가 어려



- 43 -

운 점을 꼽을 수 있다20). 다만 언급된 개나리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지
구 지정 당시 이미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지번이 분리되어 있어 중앙의 
상가시설(현 이마트)을 그대로 두고 주거시설만 재건축이 이루어졌다. 

<그림 6> 재건축 이후 단지규모 변화 사례

20) 매일경제(2016.5.23.), “강남재건축 발목 잡는 복병은 상가와의 갈등”; 이데일리
(2016.9.26.), “재건축 발목잡는 ‘상가 알박기’에 분리 사업장 속속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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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한국의 초기 아파트 단지 건설 과정에서 주거용지는 공유수면을 매립
하거나 임야·농지를 도시용 토지로 전환하여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도
시화 단계에서 아파트 단지개발 예정지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했
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6년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아파트지구를 도
입하고 1991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근린주
구론의 계획개념에 기반하여 주택시설과 함께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대한주택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주택건설업체에 의해서도 부대복리시
설 설치의무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었던 것은 1978년 제정된「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뒷받침한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의 경우 선분양제도를 통해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내용을 입주민에게 미
리 공개하고 착공시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 탁아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지방정부가 공급
해야 할 지방공공재가 입주자의 비용분담을 통해 공급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근린주구론의 개념에 기초하여 건설되는 부대복리시설은 두 가지 특
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경로당과 같이 여
러 사람이 이용하지만 이용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혼잡에 따른 비효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단지 주민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단지주민이용시
설’이다. 다른 하나는 일용품 등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특히 아파트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서 단지 내 중심상가 부지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도시화 
단계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에서는 슈퍼마켓 등 상가시설의 복합개발
을 유도하였다. 단지 내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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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기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단독, 다세대 주택의 환경에서와 
같이 매일 반찬거리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아파트 지구 지정이 폐지되고 오히려 이렇게 강제된 상가시설의 입주민
과 단지 내 주민이 이해관계를 달리함에 따라 상가시설이 주거시설과 분
리되어 개발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단지주민이용시설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주민공동시설 외에 게스트하우스, 그룹스터디실 등 다양
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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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론적·실증적 분석의 틀

1. 연구가설 : 단지규모와 집적경제

본 연구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가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단지 내
에 복합 개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단지규모의 증가에 따른 집적경제
의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특성가격함수에 기초한 
많은 실증연구들에서 아파트 단지규모(총세대수)는 주거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져 왔다(이번송 외, 2002; 엄근용 외, 2006; 김지
은·최막중, 2012 등). 이에 본 연구는 단지 내에 인구가 밀집됨에 따라 
나타나는 집적의 편익을 구체화하여 ‘클럽의 규모효과’와 ‘상점의 집적효
과’에 관한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단지 내 시설규모가 고정된 상태에서 
단지규모 증가에 따른 ‘혼잡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실증 분석틀을 제시
함으로써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집적경제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그림 7> 연구가설 및 분석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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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석 경로도는 기본적으로 공간적으로 한정되는 어메니티
(location-fixed amenities)가 주거가치에 자본화(capitalization)된다는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Knapp and Graves, 1989). 특성가격함수에 
기초한 기존 실증연구들이 아파트 단지의 직장 접근성이나 교육환경(진
영남·손재영, 2005; 엄근용 외, 2006; 정수연, 2006), 자연환경 요소(오
규식·이왕기, 1997; 김기호·이성우, 2005; 김태윤 외, 2007) 등과 같이 
단지 외부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단지 내부의 어메니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적정도시규모 이론에서 혼잡비용은 통근통행에서 발생하는 교통
(시간)비용 증가로 인해 생산성 증가와 같은 집적의 편익이 상쇄된다고 
설명된다. 단지 단위에서 혼잡비용은 단지주민이용시설이나 근린생활시
설의 규모가 고정된 상태에서 단지규모 증가에 따른 순효과(net effect)
를 의미한다. 조주현·김선곤(2005)은 단지별 커뮤니티시설 규모가 동일
할 때 인접세대수 증가가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쳐 주택가격을 감소시
킨다고 밝힌바 있다. 단지규모 증가에 따른 혼잡효과는 단지 내 시설 이
용을 위한 오래 기다림, 시설물의 마손이 심해지는 점, 소란스럽거나 붐
비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 클럽의 규모효과

클럽의 규모효과(club mass effect)란 아파트 단지를 하나의 클럽으
로 보고, 단지주민의 비용분담에 의해 공급되는 단지주민이용시설이 증
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편익을 의미한다. 클럽이론에 따르면 클럽회원들
은 클럽재의 생산비용을 분담하여 지불(자발적 클럽의 경우)하거나 혹은 
생산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입회비를 지불(제도적 클럽의 경우)
하여 클럽재의 공동이용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Sandler and Tschirhart, 1997, Cornes and Sandler, 1986: 



- 48 -

159-161). 한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 및 입주자 모
집을 하게 됨으로써 ‘제도적 클럽’의 형태와 같이 입주자가 단지주민이
용시설의 생산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클럽재는 이
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혼잡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단지 외부인의 이
용을 차단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전통적인 클럽이론에서 클럽규모의 증가는 분담된 생산비용의 감소와 
관계된다. Wiseman(1957)과 Olson(1965)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로 인한 생산비용 절감을 언급하였고, Brueckner and Lee(1991)
는 다양한 종류의 클럽재가 공급됨에 따라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로 인한 생산비용 절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절
감 분은 생산자의 이윤이 되어 생산비용을 포함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한국 아파트 시장에서 단지주민이용시설의 규모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는 앞서 살펴본 소비측면의 집적경제의 
개념을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클럽재의 총규모 증가는 노인정,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단지주민이용시설의 선택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선택가능성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시설을 이용하게 되거나 혹
은 같은 종류의 시설의 규모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단지규모가 커질수록 서로 다른 종류의 단지주민이용시설을 이
용할 수 있는 선택가능성이 증가한다. 현재 법정 시설기준(「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만 보더라도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공급해야 하지만, 5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놀이
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1999
년 법령 개정 전에는 주민운동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를 규정하였는데(제
55조) 1천세대 이상은 수영장과 정구장을, 2천세대 이상은 소년야구장
이나 소년축구장을, 5천세대 이상은 생활체육시설 대지를 추가적으로 확
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류가 다양해지게 되면 단지주민이용시
설의 세대당 면적과 함께 총면적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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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같은 종류의 시설 규모 증가로 인한 선택가능성 증가는 세
대당 이용면적이 동일한 상태에서 총면적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놀이터의 건설기준에 따르면 100세대까지는 놀이터 하나(300
㎡)가 공급되고 이후 단지규모 증가에 따라 세대당 1㎡의 규모로 증가
한다고 할 때 1,000세대는 동일규모 놀이터 4개(1,200㎡)가 공급되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의 선택대안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세대당 면
적이 동일하더라도 총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놀이터의 개수가 증가하거나  
주차장의 면수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대체재의 선택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편익이 나타나게 된다. 

나. 상점의 집적효과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공급규모를 강제하는 단지주민이용시설과는 달
리 단지 내 상가시설은 민간분양에 의해 공급된다.21) 단지 내 상가시설
에는 재화의 차위가 낮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
는 편의시설들이 주로 입지한다.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들은 값이 저렴하
고 소비구매 빈도가 높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배후단지 규
모가 크고 가까운 곳에 입지하게 된다(오동훈, 1999). 

전통적인 조닝 체계(zoning system) 하에서 상업시설은 주거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전제되어왔다. 토지이용 규제를 통해 상업시
설을 주거지로부터 분리하고 주거지역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
러나 아파트 단지와 같이 하나의 대지에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 혼잡이나 
소음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는 내재화(internalization)되어 상업시설이 
증가하더라도 주거시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Thorsnes, 2000). 
21) 1993년 9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세대당 0.3㎡이상 구매시설을 

공급해야 한다는 하한 규정은 삭제되고, 구매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모두 포함한 근
린생활시설을 세대당 6㎡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상한 규정만 남음. 그러나 이러한 
상한 규정 역시 2014년 10월 개정에 의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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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단지 내에 복합개발하는 경우 단지규모가 증
가할수록 상점까지 가는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른 편익 외에 상가시설
의 ‘규모’ 효과로 인한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점의 집적효
과(retail cluster effect)는 상품구매의 외부효과(shopping externality)
에서 기인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총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
면서 약국을 이용하거나 커피숍을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목적에 따른 통
행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됨(one-stop shopping)에 따라 상품구매에 따
른 탐색비용 및 통행비용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가의 규모가 
커서 두 세 곳의 가게들의 판매 상품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면 비교
구매(comparison shopping)에 따른 편익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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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구축

가. 기초자료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공동주택의 단지규모는 부동산뱅크 또는 부동산
114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 현황자료가 이용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아파트 단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DB로 구축하고 있어 분석에 용
이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입주시점에 따라 아파트 단지를 구분하고 있
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을 위하여 산정하는 
단지규모 보다 축소 또는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m 이상 일반
도로로 분리되지 않고22) 부대복리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일단의 지역을 하
나의 단지로 정의하고, 허가시점의 개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을 이용하여 단지규모를 산정하였다. 

<그림 8>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의 단지범위 비교
22)「주택법」제2조 12항에서 주택단지는 폭 20미터 이상 일반도로 등으로 분리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건설,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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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부동산114 자료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의 단지범위를 
비교한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대치미도아파트)는 부동산114 자
료에서 입주시점이 각각 1983년 12월과 1984년 12월에 이루어진 두 개의 
단지(미도맨션 1차 : 1204세대, 미도맨션 2차 : 1232세대)로 구분되고 있
다. 반면,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는 한보미도종합상가를 중심으로 2,436
세대가 하나의 단지로 기입된다. 이와 같이 단지 내 중심상가를 포함하여 
아파트 단지규모를 산정함으로써 단지규모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규모
에 따른 주거가치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을 통해서 제공
하는 건축물대장을 이용하여 단지현황자료를 구축하였다. 건축물대장은 하
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작성되는 총괄표제부와 각각
의 건축물(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별 동)에 대하여 기입하는 표제부로 구
분할 수 있다. 총괄표제부에는 단지규모(총세대수), 사업승인시점 등의 단
지 전체 현황에 대한 기본정보가 기입되어 있는데, 총괄표제부의 정보만으
로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면적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표제부(집합건
축물)와 일반건축물대장을 연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분 이용자료 자료출처
공동주택 단지규모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개방

단지
시설
규모

단지주민이용시설 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 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개방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집합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개방

거주자 주거가치 전월세확정일자 신고자료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간정보
대표지번 및 관련지번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연속지적도 및 건물 shape 국가공간정보포털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개방 (http://open.eais.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openapi.nsdi.go.kr)

<표 10> 주요 분석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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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 

본 연구에서는 거주목적의 사용가치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어 주택
매매가격이 아닌 전월세 거래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는 임대차 거래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동주민
센터나 등기소에 신고하는 자료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또는 국토교통
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15
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되어 2017년 1월까지 신
고된 2년치 임대거래사례이다. 이 자료에는 주소지, 건물명, 주거면적, 
거주층수, 계약유형(신규계약, 재계약), 계약시점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 주택의 주거가치, 즉 주거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투입한 지불용
의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비율이 다양한 지불유형을 하나의 수
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세 및 월세 거래사례의 월임대료와 임
대보증금을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자치구별 계약시점(매월별) 아파트
의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하여 순수 월임대료로 환산한 후 개별 주택의 주
거면적으로 나누어 단위임대료를 산정하였다.  

순수 월임대료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

전월세전환율
÷ 






단위임대료  순수 월임대료 ÷ 주거면적

이렇게 구축된 개별 주택의 단위임대료는 하나의 단지 안에 여러 개
의 거래사례가 이루어지는 위계구조를 지니게 된다. 전월세 확정일자의 
주소지는 건축물대장의 대표지번(대지위치) 외에 아파트 단지의 관련지
번(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후술하는 공간자료의 중첩 
및 연계과정을 통해 개별 거래사례 자료와 단지현황 자료를 연계하여 분
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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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자료의 중첩 및 연계

1) 단지규모 및 건축년도 보완

분석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 자료는 총괄표제부의 공동주택 용도를 기
준으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던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추출하였
다.23)「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먼저, 총괄표제부에서 세대수가 누락된 경우 표제부를 이용하여 공동주
택을 주용도로 하는 개별 건축물(동별)의 세대수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또
한 사업승인시점이 누락된 경우에는 표제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되 
단지 내 동별로 사용승인시점이 다른 경우 가장 최근 시점에 단지개발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가장 최근시점의 사용승인일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대규모 주공아파트처럼 주택단지가 도시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20m 이상 일반도로로 분리되지 않고 부대복리시설을 공유하고 있
는 일단의 지역을 하나의 단지 범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9>의 
둔촌주공아파트를 사례로 보면 4개의 총괄표제부에는 주거시설만 기입되
고 한 개의 총괄표제부에는 일부 주거시설(4단지 일부)과 중심상가(둔촌
종합상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일부 주거시설의 근린생활시설 
규모가 과다산정 될 우려가 있어 5개의 총괄표제부를 모두 포함하도록 단
지범위를 수정하였다. 

한편, 오른쪽의 이촌한강맨션과 같이 총괄표제부에 기재 없이 23개의 
주거동과 1개의 관리동이 별도로 24개의 표제부에 기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일련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GIS 상에서 단지 범위를 
구획하고 단지의 총세대수와 대지면적을 산출하였다. 

23)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규모는 1980년대 이후 20세대
를 유지하다가 2010년에 들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중 다세
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30세대로 완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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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둔촌주공아파트 (5개 총괄표제부) ② 이촌한강맨션 (24개 표제부)

<그림 9> 부대복리시설 공유여부에 따른 단지범위 수정
 
2) 단지시설 규모 산정

건축물대장의 대지위치는 사업승인시점 당시 아파트 단지의 대표지번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지별로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를 산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지번에 주거시설과 상가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를 포함할 수 있도록 대표지번과 관련지번들을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10>과 같이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건축물대장의 관
련지번 정보를 기초로 GIS 상에서 단지 내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지번을 
함께 포함하도록 수기 보정하였다.

먼저, 단지주민이용시설의 규모 산정은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를 이용하
여 건축물시설 면적을 산정하였다. 경로당, 지하주차장 등과 같은 단지주
민이용시설의 경우 대부분 공동주택의 주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로 기
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지별 단지주민공동시설의 산정은 대표
지번과 관련지번(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동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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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24)의 연면적합으로 산출하였다. 

GIS 연속지적도 및 
건물통합정보 건축물대장 표제부 건축물대장 층별개요

①+② 지번조인 ①+②+③ 지번조인
① 대지위치 집합건축물 

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
동별 용도별 면적합 집합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주건축물
층별 용도별 면적합

② 관련지번(공동주택)
③ 관련지번(단지상가)

④ 놀이터 등 연계지번
▼

단지 대지면적
▼

단지 내 비건폐면적

▼ ▼
단지주민이용시설 규모 근린생활시설 규모

<그림 10> 단지별 단지시설 규모 산정체계
 그러나 이렇게 단지주민이용시설의 규모를 산정하게 되면 지하주차

장대신 옥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시설 면적이 과소평
가 될수 있다. 이에 GIS의 연속지적도와를 이용하여 대표지번과 관련지
번, 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을 모두 포함한 하나의 단지 폴리곤(polygon)
을 형성하여 대지면적을 산출하였다. 이후 대지 레이어와 건축물 레이어
를 연계(join) 한 뒤 단지별 건물면적을 산출하고 대지면적에서 건폐면

24) 단지주민이용시설에는 건축물대장 상에 주민공동시설, 노인정, 경로당, (영유아)보
육시설, 문고, 노유자시설,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실내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주민회
의실, 입주자회의실, 대표자회의실, 게스트룸,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주민카페, 키즈카페, 북카페, 유아원, 유아교육시설, 멀티프로그램실, 탁아소, 헬스클
럽, 헬스장, 헬스실, 휘트니스센터, 피트니스(센터), 집회실, 연회장, 커뮤니티시설, 커
뮤니티센터, 체력단련실, 인터넷실, 멀티(미디어)룸, 스파,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교
실, 에어로빅(실), GX룸, 사우나, 취미실, 운동실, 요가센터, 노래방, DVD룸, DIY공
방, 동아리방, 관리사무소, 관리실, 경비실, 기사대기실, 주차장의 단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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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차감하여 비건폐면적에는 옥외주차장, 놀이터, 보행로, 조경시설 등
이 포함된다. 이후 건축물대장 표제부에서 산정한 단지별 해당 용도의 
연면적의 합을 더해줌으로써 단지주민이용시설의 총면적을 계산하였다. 

한편,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아파트와 같이 건축물의 소유권이 구분
되는 집합건축물대장과 단독주택이나 단층 점포상가와 같이 소유권이 분
리되지 않는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구분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단층 
점포상가나 일부 유치원 등이 일반건축물대장에만 기입되어 있으므로 집
합건축물대장과 일반건축물대장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노선상가
와 같이 공동주택 중 일부 층만이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으
므로 층별 용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은 집합건축
물대장과 일반건축물대장의 층별 개요를 이용하여 주건축물의 용도별25) 
연면적 합으로 산출하였다. 

<그림 11> 단지별 GIS 작업 결과예시
<그림 11>는 GIS에서 단지 내 비건폐면적을 산정하는 과정을 표기

한 것이다. 송파구 파크리오 단지 사례로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는 주
소지가 대표지번(①)인 송파구 신천동 17번지로 기입되어 있고 관련지
25) 근린생활시설에는 단지 상가, 생활편의시설, 판매시설, 상점 등으로 기입되거나 결

혼상담소, 금융업소, 목욕장, 미용원, 부동산중개업소, 산후조리원, 휴게음식점, 탁구
장, 치과의원, 한의원 등 개별 용도로 기재된 경우를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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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으로 주거시설 부지(②)인 20번지와 상가시설 부지(③)인 17-4번지, 
20-6번지가 표기되어 있다. 먼저, 관련지번에 해당하는 17번지와 20번
지를 연결하여 단지주민이용시설의 건축물 면적을 산정하고 이 주소지와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단지 특성변수를 연동할 수 있도
록 한다. 그리고 상가시설부지와 공원부지(④)를 모두 포함하여 GIS에서 
디졸브(dissolve) 시킴으로써 하나의 단지 폴리곤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후 해당 대지에 위치하는 건물의 건폐면적을 차감하여 
단지별 비건폐면적을 산출한다. 

3) 단지의 입지특성

단지별 입지특성은 교통여건과 교육환경에 관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였
다. 먼저, 단지의 교통여건 중 고용 중심지까지의 거리는 도심(CBD)과 강
남(GBD), 영등포(YBD)를 기준으로 각 아파트 단지의 중심점에서부터 직
선거리(air-distance)로 산정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3개의 고용 중심지 
중 가장 가까운 곳까지의 거리가 이용되었다.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최인
접 지하철 승강장의 중심점에서부터 아파트 단지 폴리곤의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를 산정하여 변수화하였다.   

교육환경에 관한 입지특성 변수는 초등학교와의 인접여부와 학군 더미
가 이용되었다. 우선 초등학교 인접여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제공하
는 604개 초등학교 주소를 이용하여 지오코딩(geocoding)26) 한 후 초등
학교가 아파트 단지로부터 간선도로나 20m 이상 도로를 지나지 않고 통
학이 가능한지 여부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가 초등학교의 네 
면과 도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도로가 20m 이내의 단지 내 도로
로 구획되는 경우 초등학교에 인접한 것으로 보았다. 

현재 서울시에는 11개의 학군이 있으며, <표 11>과 같이 각 학군들은 
26) 지오코딩이란 주소를 이용하여 경도와 위도의 지리좌표로 표현하는 것으로 본 연구

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TM(중부원점) 좌표계를 중심으로 각 공간정보 
레이어들을 중첩하여 공간분석에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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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환경과 주택가격과의 관계를 확인
하는 진영남·손재영(2005), 엄근용 외(2006) 등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입시학원수와 같은 사교육 여건이 좋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에 자치구별 초·중·고 학생 1만명당 사설학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서울시 평균 보다 높은 사설학원수를 보유한 자치구는 총 7개이다. 
이 중 신촌을 포함하는 마포구와 노량진을 포함하는 영등포구는 상대적으
로 초·중·고 학생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학군더미는 강남4구(강남, 서
초, 송파, 강동)와 목동을 포함하는 양천구를 구분하여 나머지 20개의 자
치구를 학군더미의 기준집단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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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자치구 초·중·고 학생수 사설학원수 학생1만명당 사설학원수

강남학교군 강남구 64,412 2,078 322.6
서초구 47,877 1,087 227.0

강동송파학교군 송파구 69,477 1,109 159.6
강동구 45,494 723 158.9

강서학교군 양천구 59,581 1,039 174.4
강서구 59,112 708 119.8

서부학교군
마포구 31,730 603 190.0
은평구 51,292 469 91.4

서대문구 27,087 351 129.6

남부학교군
영등포구 29,466 471 159.9
구로구 39,743 411 103.4
금천구 19,731 210 106.4

북부학교군 노원구 76,307 794 104.1
도봉구 33,608 374 111.3

동부학교군 중랑구 32,578 306 93.9
동대문구 31,535 355 112.6

동작관악학교군 동작구 33,338 466 139.8
관악구 37,563 456 121.4

성동광진학교군 성동구 24,317 279 114.7
광진구 34,155 429 125.6

성북학교군 성북구 44,979 453 100.7
강북구 25,351 233 91.9

중부학교군
종로구 21,270 278 130.7
용산구 19,668 165 83.9
중구 15,918 127 79.8

합계 975,589 13,974 143.2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표 11> 학군 및 자치구별 사설학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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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가. 실증분석체계

본 연구는 단지 내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함에 따라 발생하는 집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실증 분석
체계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단지규모와 거주자 주거가치의 관계(X→Y)는 단지수준의 회귀
모형과 다수준 임의절편모형의 두 가지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
다. 이 때 거주자의 주거가치는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의 개별 주택
의 단위임대료가 이용되는데, 단지수준의 회귀분석에서는 단위임대료의 
단지별 평균값을 산정하여 이용하였다. 다만, 단지별 가격 자료를 축약
하는 과정에서 주택규모에 따른 단지별 주택품질의 차이는 통제하기 어
려우므로 추가적으로 규모별(85㎡ 이하 또는 초과) 거래사례를 층화
(stratification)하여 단지별 평균 단위임대료를 산출한 후 추정계수의 결
과값을 비교하였다. 

두 번째로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규모 증가가 거주자 
주거가치에 미친 영향(M→Y)을 확인하였다. 앞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단지수준의 회귀모형과 다수준 임의절편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때, 단지
시설(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세대당 규모와 단지 
내 총규모 두 가지 형태로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단지규모의 매개효과 분석(X→M→Y)을 시행함으로써 단
지규모 증가에 따른 집적의 편익이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총규모 증가에 의해 매개되는지 확인한다. 인과매개모형을 통해 단지규
모 증가에 따른 주거가치의 증가 효과를 분해하여 ‘클럽의 규모효과’와 
‘상점의 집적효과’에 따른 편익이 ‘혼잡효과’를 상쇄할 만큼 나타나고 있
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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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수준 임의절편모형 

단지 수준의 특성변수가 개별 주택의 특성을 포섭하는 위계구조를 지
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한다
(정수연, 2006; 김준형·최막중, 2009). 이러한 다수준 모형은 상위수준
에서의 임의성이 절편에 부여되는 임의절편모형과 하위수준의 추정계수
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하는 임의계수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단지규모가 직접적으로 개별 주거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
하기 위하여 임의절편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임의절편모형은 아래의 식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는데, 단지수준의 임
의성을 절편()에만 설정하여 단지수준의 오차항()과 개별수준의 오
차항()울 독립적으로 포착하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개별수준 변수
()와 단지수준 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추정하는 비제약모형
(empty model)의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개별수준의 종속변수()의 변동성이 단지수준의 
분산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  

이처럼 다수준 임의절편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개별 주택의 속성에 대
한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만약 이와 같이 위계구조가 있는 관측치
들을 그대로 일반 회귀모형에 적용하게 되면 잔차의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해 표준오차가 훨씬 작아져서 추정계수의 유의도가 실제보다 높게 도
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와 같이 대규모 단지일수록 거
래사례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구조를 지닌 자료의 경우 대규모 단지에 
의한 영향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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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지수준 인과모형 

1) 회귀모형

단지수준의 회귀모형은 단지별 평균 임대료로 가격 자료를 축약하여 
각 단지별 단지규모 또는 단지시설규모가 단지수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한다. 일반최소자승법(OLS)에 기초한 단지수준 회귀
모형은 개별 주택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는데 추후 진
행되는 인과매개모형과의 추정계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단지규모와 주거가치의 관계는 세 가지 방법
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단지규모를 더미변수화하여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기준이 달라지는 단지규모 범위에 따른 주거가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이용하는 방식과 같이 단지규모를 선형의 1
차 함수로 설정하여 단지규모 증가에 따른 집적효과(+)를 확인한다. 마
지막으로 단지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혼잡효과(-)가 발생하여 비선형
(nonlinear) 관계를 나타내는지 2차함수 헝태로 추정하도록 한다. 이 외
에 통제변수들은 각 단지별로 주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과년
수, 교통 및 교육의 입지특성 변수들을 포함한다. 

2) 인과매개모형

인과매개모형(causal mediation model)은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인
과관계에 초점을 두는 회귀분석과는 달리,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어
떻게,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선호·서동기, 
2016). 인과매개모형은 아래의 식과 같이 원인변수(), 결과변수(), 
매개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로 이루어지며, 매개변수가 고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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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원인변수 한 단위 변화로 인해 결과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
접효과(direct effect)와 원인변수가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결과변수에 인과
적으로(causally)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또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구성된다(Hicks and Tingely, 2011; Hayes, 2013/2015:80-84).  

        

         

 원인변수와 결과변수간의 인과적인 메커니즘을 검증하는 방법은 그 동
안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으나 인과매개모형과는 달리 통계
적 추론(causal inference)을 도출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지닌다(Hicks and 
Tingely,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은 특정 직접효과를 0
으로 제약할 수 있고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관측변
수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잠재변수를 만들어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다(Hayes, 2013/2015:139-141). 그러나 본 연구는 별도의 잠재변수 설정
이 필요하지 않고 연구목적상 단지규모 증가에 따른 매개효과의 통계적 추
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인과매개모형을 이용하도록 한다. 

분석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추론이다. 간접효과는 먼저 원인변수(X)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 )과 매개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
향( )인 두 추정계수가 각각의 경로에서 유의미하게 추정되어야 한다. 그
리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추론은 sobel 검정과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선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sobel 검정은 의 표본분포의 정
규성을 가정하여 점추정과 구간추정치를 계산하는데, 이러한 정규분포의 가
정 때문에 최근에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이용한 검정방법이 선호되고 있
다(Hayes,2013/2015:93-103; 허원무, 2013).  

부트스트랩 방법은 컴퓨터의 분석능력이 빨라짐에 따라 이용이 가능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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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sobel 검정보다 추론 검정의 검정력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무작위 복원추출을 통해 구간추정치에 0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는 방
법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표본수 n개의 원자료에서 무작위 복원추
출을 k번 시행하여 표본수 n개로 이루어진 k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형성하
고, 이를 이용하여 신뢰구간을 계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k는 SPSS 
process macro의 디폴트값인 1,000번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OLS에 기반한 매개분석의 추정은 Stata의 medeff command나 SPSS의 
process macro syntax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매개변수가 2
개 이상이고 매개모형의 추정과정에 별도의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더욱 용이한 SPSS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27) 이와 같이 
OLS에 기반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Tal-Or(2010), 
Pollaketal(2012), 정선호·서동기(2016)28)와 같이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
에서 이론개발을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27)SPSS의 process macro는 매개변수가 하나 이상인 경우 모두 이용가능하나 통제변
수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반면, Stata를 이용하는 경우 
medeff (매개변수가 하나인 경우)나 sureg 추정 후 nlcom(매개변수 둘 이상인 경우)
을 이용하여 통제변수 일부를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음. Stata의 medeff와 관련해
서는 Hicks and Tingely(2011)을 SPSS의 process macro와 관련해서는 
Hayes(2013/2015)와 허원무(2013), 정선호·서동기(2016)를 참조

28) Tal-Or(2010)은 미디어영향력(X)이 설탕재고 부족가능성에 대한 인지정도(M)를 
매개로 하여 설탕구매행동(Y)에 미치는 영향,  Pollaketal(2012)는 경제 상황의 어려
움(X)이 발생했을 때 학습된 무기력에 의한 억압감정(M)을 매개로 기업가의 투자 철
회의도(Y)에 미치는 영향, 정선호·서동기(2016)는 전쟁 등 위험관련 미디어 노출(X)
이 애국심(M)을 매개로 국내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Y)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는데 인과매개모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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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1. 기초통계 및 변수구성

가. 단지수준 기초통계

분석자료는 단지별 특성이 담긴 건축물대장 자료와 개별 주택의 임대차 
거래사례가 담긴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완성하였다. 30세
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한 건 이상 거래사례가 있는 단지는 총 2,998
개로 공간적 분포는 <그림 12>와 같다. 단지별로 개별 주택의 단위임대
료를 평균한 값(단지평균임대료)은 최소 1,300원/㎡에서 최대 66,000원/㎡
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약 17,000원/㎡로 나타났다. 

<그림 12> 아파트 단지 분포 및 단지평균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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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자료의 평균 단지규모는 약 457세대로 최소 30세대부터 최대 
6,864세대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지면적은 주거시설과 상
업시설이 건립된 대지 외에 놀이터와 어린이공원 등을 포함한 면적을 
GIS에서 산정한 값으로 평균 약 2만㎡이고 단지개발밀도는 평균 256호
/만㎡으로 나타났다.29) 주민공동시설 외에 주차장 등을 포함하고 있는 
단지주민이용시설의 세대당 면적은 평균 49㎡로 근린생활시설의 세대당 
면적의 평균 3.3㎡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지의 경과년수는 사용승
인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2016년)까지 경과한 연수를 의미하며, 2016
년에 준공한 신축단지부터 50년 전 건축된 단지까지 분포하고 있다. 

항목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단지평균임대료 (원/㎡) 2,998 16,678.2 6,308.1 1,314.2 65,630.3 

85㎡이하 단지평균임대료 2,852 17,188.4 7,118.6 1,204.4 78,854.8 
85㎡초과 단지평균임대료 1,592 15,682.1 6,292.6 945.4 49,411.7 

단지규모(세대) 2,998 456.9 613.0 30.0 6,864.0 
대지면적(만㎡) 2,998 2.02 3.20 0.05 53.25 

 단지개발밀도(세대/만㎡) 2,998 256.4 104.0 26.0 1,066.8 
단지주민
이용시설  

총면적(㎡) 2,998 23,742.4 41,349.8 174.4 606,859.1 
세대당면적(㎡/세대) 2,998 48.7 33.3 1.5 382.9 

근린생활
시설  

총면적(㎡) 2,998 1,827.9 7,857.1 0.0 230,763.8 
세대당면적(㎡/세대) 2,998 3.3 13.9 0.0 440.4 
경과년수 2,998 18.0 10.1 0.0 50.0 

지하철역거리(m) 2,998 649.8 439.4 29.1 3,530.5 
(부)도심최단거리(m) 2,998 6,768.5 3,304.3 129.9 15,140.6 

CBD까지거리(m) 2,998 9,936.4 3,384.7 1,143.6 17,900.8 
GBD까지거리(m) 2,998 11,566.2 5,028.0 705.8 21,927.3 
YBD까지거리(m) 2,998 10,954.2 5,580.6 129.9 23,084.9 

<표 12> 단지수준 기초통계

29) 최막중 외(2014)에서 개도국의 주택개발밀도는 22.8호/만㎡, 선진국 23.4호/만㎡, 
한국 107.7호/만㎡로 나타남. 한국의 주택개발밀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본 
연구는 서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단위가 아닌 부대복리시설을 공
유하는 단지의 범위로 분석하였기 때문임



- 68 -

초등학교에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469개로 전체 표본의 약 
15.6%를 차지하며, 초등학교에 인접하지 않은 단지 보다 주택 단위면적당 
평균 953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설학원수가 많이 위치
하는 5개 자치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양천구)에 해당하는 아
파트 단지일수록 주택 단위면적당 평균 5,153원/㎡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
는 T검정 결과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표본수 평균(원/㎡) 표준오차 표준편차 T-test
초등학교
인접여부

인 접 469 17,481.9 283.9 6,149.1 t=-3.008
df=2,996
p=0.003인접하지 않음 2,529 16,529.2 125.8 6,327.1 

학군더미
5개 자치구 764 20,518.0 285.2 7,882.4 t=-20.854

df=2,996
p=0.000그 외 2,234 15,365.1 106.6 5,040.5 

전체 2,998 16,678.2 115.2 6,308.1 

<표 13> 교육환경에 따른 단지평균임대료 차이

<표 14>에서 단지규모별 분포를 보면 300세대 미만 단지가 약 56% 
(1,686개)이고 2,000세대 이상 단지는 약 3%(93개)인 것으로 나타났
다. 단지규모와 단지시설의 규모분포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산포도 그래프
는 설명력이 약 71%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단지주민이용시설의 면적 산정에 옥외주차
장, 조경시설 등 단지 내 비건폐면적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단지의 비건폐면적을 제외하고 건물시설 면적만 포함하여 단순회귀분석
을 추정한 결과 설명력은 25.5%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단지규모의 
추정계수가 유의미하게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디큐브시티, 메세나폴리스 등 최근 준공된 
주상복합 아파트들에서 근린생활시설 규모가 5만㎡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12개의 단지자료를 제외하고 단순회귀분석을 추정한 결과 
단지규모에 따른 설명력이 49.9%로 높아지면서 단지규모와 근린생활시
설의 규모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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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지규모 히스토그램
(N=2,998)

② 단지주민이용시설 
규모분포

Y = 56.98 X – 2294.24  
(Adj. R2 = 0.7136)

② 근린생활시설 
규모분포

Y = 4.67 X – 307.76 
(Adj. R2 = 0.1327)

<표 14> 단지규모에 따른 단지시설 규모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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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시점 구분 단지수 세대당 단지주민이용시설 세대당 근린생활시설
표본수 비율 평균(㎡/세대) 표준편차 평균(㎡/세대) 표준편차

1980년 이전 118 3.94 39.13 26.01 4.72 9.75 
1980년 - 1990년 654 21.81 44.45 23.03 2.62 6.48 
1990년 - 2000년 906 30.22 31.86 23.98 3.83 14.49 
2000년 - 2010년 981 32.72 65.46 35.75 2.28 7.97 

2010년 이후 339 11.31 56.64 40.62 5.32 29.18 
총 합 2,998 100 48.69 33.35 3.26 13.93 

<표 15> 사업승인시점별 단지개발현황

<표 15>는 건설시기별 세대당 단지시설 면적을 비교한 결과이다. 세
대당 단지주민이용시설의 규모는 2000년 이후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
과는 배타적인 단지내 이용시설로 인한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세대당 근린생활시
설 규모는 1980년 이후 감소되었다가 2010년 이후 다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 준공된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건축물대장에 기입된 정보를 바탕으로 단지별 단지주민이용시설의 개
수를 계산하였다.30) <표 16>에서 첫 번째 산포도는 단지주민이용시설
의 면적(㎡)과 시설개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간에 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단지별로 평균 3.6개(최소 3개, 최대 15개)의 단지주민이용시설을 
포함한다. 두 번째 산포도는 관리실, 경비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제
외하고 산정한 것이다. 이 경우 단지수는 824개로 줄어들며, 단지별 평
균 2.4개(최소 1개, 최대 12개)의 단지주민이용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포도 분포를 통해 단지주민이용시설의 규모가 증가
할수록 다양한 시설의 이용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 단어의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
설, 작은 도서관이 별도 기입되지 않고 주민공동시설로 기입된 경우 단지주민이용시
설 개수는 한 개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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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지주민이용시설 
면적(㎡)과 시설개수

(N = 2,998)

② 단지주민이용시설
면적(㎡)과 시설개수
※단, 시설종류 중 
관리실, 경비실, 

주차장 제외

(N = 824)

<표 16> 단지주민이용시설 규모와 개수 

나. 다수준 변수구성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의 개별 거래사례를 중심으로 단지특성 변수
를 연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998개 단지에 해당하는 개별 주택의 거
래사례는 총 27만 2,850건으로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한 월임대료는 평균 
146만원,31) 단위면적당 월임대료(단위임대료)는 평균 19,000원/㎡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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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주거면적은 평균 77㎡, 거주층수는 평균 9층을 보이며, 재계
약을 통해 전월세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는 5만 5,799건으로 전체 표본의 
약 21%를 차지한다. 

거래 사례수 = 272,850
변수명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개별
주택
수준

월임대료 (천원) 1,459 799 32 10,750
단위임대료 (원/㎡) 18,885.4 7,384.5 612.7 109,432.6 
주거면적 (m²) 76.9 27.0 10.0 209.9 
주거층수 (층) 8.7 5.9 1.0 68.0 

계약유형 더미
재계약=1 빈도 55,799 (20.5%) 
신규=0 빈도 217,051 (79.6%) 

단지
수준

단지규모 (세대) 1,422.5 1,412.6 30.0 6,864.0 
총 단지주민이용시설 (m²) 80,789.8 108,357.1 174.4 606,859.1 

세대당 단지주민이용시설 (m²/세대) 52.2 29.4 1.5 382.9 
총 근린생활시설 (m²) 6,846.2 14,972.6 0.0 230,763.8 
세대당 근린생활시설 (m²/세대) 4.4 14.5 0.0 440.4 

경과년수 (년) 19.2 9.8 0.0 50.0 
(부)도심거리 (m) 6,561.7 3,431.1 129.9 15,140.6 
지하철역거리 (m) 573.6 369.7 29.1 3,530.5 

초등학교
인접더미 더미

인접=1 빈도 91,656 (33.6%) 
인접안함=0 빈도 181,194 (66.4%) 

학군더미 더미
5개구=1 빈도 96,373 (35.3%) 
그 외=0 빈도 176,477 (64.7%) 

<표 17> 다수준 변수구성

31) 월임대료의 최솟값과 최댓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전세 임대보증금 1,000만
원부터 30억원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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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규모와 거주자 주거가치의 관계

가. 단지수준 회귀분석 결과

단지규모와 주거가치의 관계는 먼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기준이 변화하는 단지규모를 더미변수로 구분
하여 단지규모에 따라 임대료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
였다. 분석 자료에는 건설시점이 상이한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포함되
어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단지규모별 차이뿐만 아니라 그 동안 기준
점이 되었던 규모기준을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100세대 이하를 기준
집단으로 하여 100~300세대, 300~500세대, 500~1,000세대, 그리고 
1,000세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개별 주택의 단위임대료가 단지별 평균값으로 축약되면 주택규모에 
따른 단지별 주택품질의 차이는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전체 거
래사례를 이용하여 단지별 평균 단위임대료를 산정한 첫 번째 모형 외에 
추가적으로 규모별(85㎡ 이하 또는 초과) 거래사례를 구분하여 단지별
로 단위임대료의 평균값을 산정한 후 추정계수의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먼저, 전체 거래사례를 이용하여 단지별 평균 단위임대료를 산정한 첫 
번째 모형에서 100세대 미만 대비 100~300세대 단지는 단위면적당 주
거가치가 평균 954원/㎡ 높게 나타났으며, 300~500세대는 2,010원/㎡, 
500~1,000세대는 2,363원/㎡, 1000세대 이상 단지는 2,414원/㎡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세대 이상 단지에서 단위임대료가 2배 이상 
오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집적의 편익을 누릴 수 있었던 
최소 단지규모(minimum threshold)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32) 

3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시점부터 2013년 6월 개정 전까지 주민
공동시설은 300세대 이상 단지에서 공급토록 하고 있고(개정 후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 어린이집(보육시설)은 2006년 1월 개정 후 300세대 이상 단지에서 1개소 이
상 공급토록 함(개정 전 500세대 이상 1개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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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단위임대료
(원/㎡) 전체 거래사례 85㎡이하 거래사례 85㎡초과 거래사례

변수명 (단위) 추정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추정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추정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단지더미
(100미만

=0)

100~
300 954.79 0.07 4.29 *** 1358.46 0.09 272.71 *** 830.79 0.06 1.95 **

300~
500 2010.13 0.12 7.63 *** 2436.23 0.13 323.08 *** 1478.48 0.10 3.29 ***

500~
1,000 2362.63 0.14 8.88 *** 2777.69 0.15 324.42 *** 1728.83 0.11 3.83 ***
1,000
이상 2414.04 0.12 7.69 *** 2857.03 0.12 379.38 *** 2183.09 0.12 4.44 ***

경과년수 (년) -271.96 -0.44 -33.84 *** -266.70 -0.37 9.90 *** -232.68 -0.35 -18.91 ***
(부)도심

거리 (m) -0.669 -0.35 -26.89 *** -0.749 -0.34 0.03 *** -0.756 -0.39 -21.02 ***
지하철
역거리 (m) -2.788 -0.19 -15.07 *** -3.191 -0.19 0.23 *** -2.330 -0.16 -8.70 ***

초등학교
인접더미

(인접
 =1) 674.01 0.04 2.93 *** 967.57 0.05 278.79 ** 860.14 0.05 2.77 ***

학군더미 (5개구
 =1) 4312.61 0.30 23.06 *** 4930.72 0.30 231.79 *** 5644.13 0.41 22.43 ***

상수항 25388.38 . 79.04 *** 26147.57 . 392.08 *** 22548.58 . 41.46 ***
표본수 (단지) 2,998 2,852 1,592
수정결정계수

(Adj.R²) 0.5120 0.4602 0.4874
주) *** : 1% 유의수준, ** : 5%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표 18> 단지규모 더미포함 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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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모형 모두 통제변수들의 추정결과는 예상된 부호를 나타내었
다. 최근 신축단지일수록, 고용중심지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하철
역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초등학교가 인접해있을수록, 사설학원수가 
많은 5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양천)에 위치할수록 임대료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전체 거래사례를 대상으로 단지별 평
균단위임대료를 산출한 분석 결과들로 구성하며 85㎡이하 및 85㎡초과 
거래사례의 분석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19>는 단지규모를 연속형 변수로 포함하여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 1에서 단지규모가 천 세대 증가할수록 주택의 단위면적
당 월임대료가 1,040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면적이 평
균 77㎡ 임을 고려할 때 단지규모가 1천 세대 증가하면 월임대료가 약 
8만원 가량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모형에서 표준화계수를 살펴보
면 단지의 경과년수, 고용중심지까지 거리, 학군더미 순으로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건축에 의한 미래 자본이득이 반영
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경과년수 제곱항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제곱항의 추정계수가 음(-)으로 나타나 매매가격에서 나타나는 자
본이득이 임대료에는 반영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과년수가 늘
어날수록 임대료가 감소하는 현상은 진영남·손재영(2005)의 분석결과와
도 일치한다.33) 

모형 2에서 단지규모 제곱항은 음(-)의 부호를 갖고 유의수준 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단지규모가 증가할수록 주거
가치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비선형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
과는 단지규모가 너무 커지면 오히려 소란스럽거나 붐비는 혼잡이 발생
하고, 조주현·김선곤(2005)이 지적하는 것처럼 프라이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거가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 단지의 경과년수가 증가할수록 매매가격은 재건축에 따른 자본이득으로 인해 감소

하다가 증가하는 반면, 전세가격은 이차항 변수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선형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음(진영남·손재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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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단위임대료
(원/㎡) 모형 1 모형 2

변수명 (단위) 추정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추정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단지규모 (세대) 1.040 0.10 7.47 *** 2.419 0.24 8.82 ***
단지규모

제곱 -0.0004 -0.15 -5.82 ***
경과년수 (년) -278.103 -0.45 -34.50 *** -276.519 -0.44 -34.47 ***

(부)도심거리 (m) -0.676 -0.35 -26.92 *** -0.677 -0.36 -27.13 ***
지하철
역거리 (m) -2.793 -0.20 -14.95 *** -2.795 -0.20 -15.04 ***

초등학교
인접더미

(인접
 =1) 650.509 0.04 2.78 *** 611.259 0.04 2.62 ***

학군더미 (5개구
 =1) 4301.674 0.30 22.75 *** 4340.706 0.30 23.07 ***

상수항 26387.610 . 95.92 *** 25985.330 . 92.08 ***
표본수 (단지) 2,998 2,998
수정결정계수

(Adj.R²) 0.5024 0.5078
주) *** : 1% 유의수준, ** : 5%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표 19> 단지규모 이차항포함 회귀분석결과 

혼잡효과로 인해 집적의 이익이 상쇄되기 시작하는 단지규모의 임계
값은 단지규모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34) 단지규모 임계값
은 2,845세대로 나타났으며, <부록 3>과 <부록 4>의 85㎡이하 및 85
㎡초과 거래사례 모형에서는 각각 2,755세대, 3,179세대 보다 단지규모
가 클수록 주거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단지 규모가 
커질수록 혼잡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연구들에서 단지
규모가 양질의 주거환경을 의미하는 대리변수로 이용될 수 있었던 것은 
집적효과가 혼잡효과를 훨씬 상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서울시의 2,998개의 단지 중 3,000세대 이상 단지는 31개 단지(1%)에 
불과하였다. 

34) 추정 임계값=-(단지규모의 추정계수 / 2*단지규모제곱의 추정계수) 



- 77 -

나. 다수준 임의절편모형 추정결과

<표 20>의 비제약모형에서 집단 내 상관계수(ICC)는 0.7298(표준오
차 0.005)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주택의 단위임대료 변화의 약 73%가 
아파트 단지 수준의 특성변화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수
준과 개별 주택수준의 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제약모형에서 Wald-x²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며, 하나 이상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0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변수 투입에 따라 log likelihood의 절대수
치가 감소하고 있어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다수준 모형에서는 개별 주택(하위)수준의 특성변수들이 추가되었는
데 주거면적이 작을수록, 거주층수가 높을수록 단위면적당 월임대료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유형이 신규계약일 때 임대료가 높
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임대차 거래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탐색비용이 늘어나거나 공실에 따른 위험부담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지(상위)수준 특성변수들은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최근 신축단
지일수록, 고용중심지나 지하철역에 가까울수록, 초등학교가 인접해있고 
사설학원수가 많은 자치구에 위치할수록 주거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지규모와 주거가치의 관계 역시 앞서 살펴본 단지수준 회귀분석 결
과와 동일하게 단지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가치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비선형의 형태를 보였다. 먼저, 제약모형(1)에서 단지규모의 1
천 세대 증가는 단위임대료를 약 945원/㎡ 높이고, 월임대료는 평균 약 
7만 3천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모형(2)에서 단지규모 제곱
항을 포함하는 경우 제곱항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를 나타내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지 특성과 함께 개별 주택의 특성 변수를 포함
하는 다수준 모형에서는 2,593세대 규모를 넘어서면서 혼잡효과로 인해 
주거가치가 감소하였다.35)

35) 2,593세대 이상 단지는 45개로 분석대상 전체 단지의 약 1.5%를 차지함



- 78 -

단위임대료(원/㎡) 비제약모형 제약모형(1) 제약모형(2)
          변수명 (단위)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고정
효과

   상수항 16761.58 113.58 *** 33138.67 110.01 *** 32664.36 105.90 ***

상위
수준

단지규모 (세대) 0.945 6.30 *** 2.559 8.62 ***
단지규모제곱 -0.0005 -6.29 ***

경과년수 (년) -291.21 -32.96 *** -289.38 -32.97 ***
(부)도심거리 (m) -0.785 -28.86 *** -0.787 -29.15 ***
지하철역거리 (m) -2.603 -12.75 *** -2.607 -12.86 ***

초등학교인접더미 (인접=1) 780.84 3.08 *** 735.33 2.92 ***
학군더미 (5개구=1) 5278.22 25.72 *** 5324.97 26.13 ***

하위
수준

주거면적 (m²) -80.212 -222.46 *** -80.208 -222.46 ***
주거층수 (층) 34.409 26.94 *** 34.322 26.87 ***
계약유형 (재계약=1) -428.56 -25.71 *** -428.63 -25.71 ***

임의
효과

상위 단지수준 분산 6138.58 82.06 *** 4753.72 65.58 *** 4717.65 65.19 ***
하위 가구수준 분산 3735.37 5.09 *** 3419.74 4.66 *** 3419.77 4.66 ***

표본수 단지 사례수 2,998 2,998 2,998
가구수준 거래사례수 272,850 272,850 272,850

Wald-x² 54060.03 *** 54127.14 ***
log likelihood -2,638,474.80 -2,613,899.70 -2,613,880.10

주) *** : 1% 유의수준, ** : 5%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표 20> 다수준 임의절편모형 추정결과(단지규모 이차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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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시설의 규모효과

가. 단지수준 회귀분석 결과

단지시설의 규모효과는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세대당 
면적 또는 단지별 총면적을 투입하여 추정하였다. 먼저, <표 21>에서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세대당 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주거가치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단지
시설 규모가 증가할수록 주거가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단지시설의 세
대당 면적을 통제한 상태에서 단지의 총세대수는 주거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모형 2). 이러한 결과는 세대당 단
지시설규모가 동일하더라도 단지규모가 커질수록 단지시설이 다양해지는 
등 단지시설의 규모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산팽창계수
(VIF)는 2미만으로 독립변수 간에 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평균단위임대료
(원/㎡) 모형1 모형2

변수명 (단위)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VIF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VIF
세대당 단지주민이용시설 (m²/세대) 21.156 0.11 8.29 *** 1.10 20.101 0.11 7.92 *** 1.11

세대당 근린생활시설 (m²/세대) 13.965 0.03 2.39 ** 1.01 12.214 0.03 2.10 ** 1.01
단지규모 (세대) 0.965 0.09 6.99 *** 1.11
경과년수 (년) -260.94 -0.42 -31.39 *** 1.07 -261.29 -0.42 -31.68 *** 1.07
(부)도심거리 (m) -0.654 -0.34 -26.06 *** 1.05 -0.660 -0.35 -26.47 *** 1.05
지하철역거리 (m) -3.016 -0.21 -16.08 *** 1.03 -2.945 -0.21 -15.80 *** 1.04

초등학교인접더미 (인접 =1) 1025.61 0.06 4.58 *** 1.01 558.95 0.03 2.41 ** 1.10
학군더미 (5개구 =1) 4237.88 0.29 22.41 *** 1.03 4162.88 0.29 22.15 *** 1.04
상수항 25434.81 . 81.47 *** 25139.84 . 80.42 ***
수정결정계수 0.5050 0.5128

<표 21> 단지시설 세대당규모 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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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는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 총면적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분산팽창계수(VIF)는 다소 높아
졌으나 4미만으로 독립변수 간에 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모
형 1에서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 총면적이 1,000
㎡ 증가할 때 단위면적당 월임대료가 각각 20원, 17원 증가하므로 주택
의 평균 월임대료는 각각 약 1,500원, 1,300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한편, 모형2에서 단지규모 변수는 주거가치에 음(-)의 영향을 나타냈
다. 이는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총규모가 동일할 때 총세
대수의 순증가에 따른 혼잡효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단지시설의 
표준화계수를 비교해보면 단지주민이용시설 0.17, 근린생활시설이 0.03
으로 나타나 단지주민이용시설의 총규모 변화가 거주자의 주거가치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단위임대료
(원/㎡) 모형3 모형4

변수명 (단위)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VIF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VIF
단지주민이용시설 (m²) 0.020 0.13 9.11 *** 1.24 0.026 0.17 6.97 *** 3.78
근린생활시설 (m²) 0.017 0.02 1.54 1.13 0.021 0.03 1.87 * 1.16
단지규모 (세대) -0.549 -0.05 -2.13 ** 3.85
경과년수 (년) -267.60 -0.43 -33.13 *** 1.02 -264.24 -0.42 -32.12 *** 1.06
(부)도심거리 (m) -0.665 -0.35 -26.71 *** 1.04 -0.661 -0.35 -26.47 *** 1.05
지하철역거리 (m) -2.824 -0.20 -15.24 *** 1.02 -2.849 -0.20 -15.36 *** 1.02

초등학교인접더미 (인접 =1) 535.34 0.03 2.32 ** 1.08 598.18 0.03 2.57 *** 1.10
학군더미 (5개구 =1) 4180.28 0.29 22.19 *** 1.04 4158.57 0.29 22.06 *** 1.04
상수항 26171.91 . 95.39 *** 26181.31 . 95.47 ***
수정결정계수 0.5102 0.5108

<표 22> 단지시설 총규모 회귀분석결과 



- 81 -

나. 다수준 임의절편모형 추정결과

다수준 모형을 이용하여 앞에서 살펴본 단지시설의 규모와 주거가치
의 관계가 개별 거래사례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지 확인하도록 한다. 먼저, 세대당 단지주민이용시설 면적과 세대당 근
린생활시설 면적은 모두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이 때 단지규모에 
의한 임대료 증가분은 유의하게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세대당 
단지시설의 규모가 동일할 때 1천 세대의 증가는 단위임대료 780원/㎡, 
월임대료는 약 6만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임대료(원/㎡) 모형1 모형2
          변수명 (단위)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고정
효과

   상수항 30423.360 328.77 *** 30183.960 329.99 ***

상위
수준

세대당 단지주민이용시설 (m²/세대) 48.726 2.68 *** 47.851 2.67 ***
세대당 근린생활시설 (m²/세대) 21.762 6.02 *** 20.366 5.99 ***

단지규모 (세대) 0.780 0.14 ***
경과년수 (년) -248.718 8.78 *** -249.041 8.73 ***

(부)도심거리 (m) -0.744 0.03 *** -0.749 0.03 ***
지하철역거리 (m) -3.039 0.20 *** -2.982 0.20 ***

초등학교
인접더미 (인접=1) 938.333 232.19 *** 558.220 241.20 **
학군더미 (5개구=1) 5033.091 196.62 *** 4971.068 195.88 ***

하위
수준

주거면적 (m²) -80.461 0.36 *** -80.445 0.36 ***
주거층수 (층) 34.606 1.28 *** 34.510 1.28 ***
계약유형 (재계약=1) -428.513 16.67 *** -428.622 16.67 ***

임의
효과

상위 단지수준 분산 4538.245 62.47 *** 4512.745 62.18 ***
하위 가구수준 분산 3419.632 4.66 *** 3419.650 4.66 ***

표본수 단지 사례수 2,998 2,998
개별주택수준 분산 272,850 272,850

Wald-x² 54539.73 *** 54594.91 ***
log likelihood -2613757.50 -2613742.70

주) *** : 1% 유의수준, ** : 5%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표 23> 다수준 임의절편모형 추정결과 (단지시설 세대당규모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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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는 단지시설의 총면적이 주거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
한 결과이다. 모형 3에서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 
총면적이 1,000㎡ 증가할 때 단위면적당 월임대료가 각각 23원/㎡, 21
원/㎡ 증가하므로 평균 주거면적 77㎡를 고려하면 개별 주택의 월임대료
는 각각 약 1,800원, 1,600원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4에서 단지
시설의 총면적이 동일할 때 단지규모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어 혼잡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단지시설의 규모가 동일할 때 1천 세대 증
가는 단위임대료 1,620원/㎡, 월임대료는 약 12만원을 감소시켰다.  

단위임대료(원/㎡) 모형3 모형4
          변수명 (단위)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고정
효과

   상수항 32775.64 298.79 *** 32801.50 297.39 ***

상위
수준

단지주민
이용시설 (m²) 0.0231 0.002 *** 0.0425 0.004 ***

근린생활시설 (m²) 0.0209 0.012 * 0.0325 0.012 ***
단지규모 (세대) -1.620 0.28 ***
경과년수 (년) -278.324 8.81 *** -268.018 8.94 ***

(부)도심거리 (m) -0.774 0.03 *** -0.761 0.03 ***
지하철역거리 (m) -2.622 0.20 *** -2.696 0.20 ***

초등학교
인접더미 (인접=1) 509.648 248.28 *** 695.094 249.07 ***
학군더미 (5개구=1) 5110.797 203.22 ** 5046.995 202.52 ***

하위
수준

주거면적 (m²) -80.234 0.36 *** -80.267 0.36 ***
주거층수 (층) 34.384 1.28 *** 34.467 1.28 ***
계약유형 (재계약=1) -428.563 16.67 *** -428.454 16.67 ***

임의
효과

상위 단지수준 분산 4687.197 64.66 *** 4663.708 64.27 ***
하위 가구수준 분산 3419.715 4.66 *** 3419.682 4.66 ***

표본수 단지 사례수 2,998 2,998
가구수준 거래사례수 272,850 272,850
Wald-x² 54199.50 *** 54254.97 ***

log likelihood -2613857.40 -2613840.30
주) *** : 1% 유의수준, ** : 5%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표 24> 다수준 임의절편모형 추정결과 (단지시설 총규모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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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지 및 단지시설 규모가 주거가치에 미친 영향 

가. 인과매개모형 추정결과 

단지규모 증가가 거주자의 사용가치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앞서 살펴
본 회귀모형에서와 같이 단지수준에서 분석되었다. <표 25>의 추정결
과를 살펴보면 단지규모(X)가 증가할수록 단지주민이용시설(M1) 및 근
린생활시설(M2)의 총규모가 증가하고,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
설의 규모 증가에 의해 주거가치(Y)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로 3에서 단지규모가 주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유의미한 영
향을 나타내고 있어 매개 경로를 통해 단지규모와 주거가치 간의 관계는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총효과란 매개경로 없이 단지규모가 단위임대료에 미
치는 영향력인 <표 19>의 다중회귀분석결과로 얻어진 추정계수를 나타
낸다. 단지규모가 1천 세대 증가할 때 단위임대료는 총 1,040원/㎡, 월
임대료는 약 8만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단지규모의 총효과는 매개경
로를 통한 간접효과와 단지규모의 순증가에 따른 직접효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 간접효과인 단지주민이용시설을 통한 주거가치 증가분은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829, 2.284]에 0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sobel 검정결과에서도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단지규
모가 1천 세대 증가할 때 단지주민이용시설은 5.7만㎡ 증가하고(경로 
1), 단지주민이용시설의 단위면적 증가로 인해 단위임대료가 0.026원/㎡ 
증가한다(경로 3). 결과적으로 단지규모의 1천 세대 증가는 단지주민이
용시설의 증가로 인해 1,500원/㎡, 월임대료는 약 11만 6천원만큼 주거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간접효과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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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간접효과인 근린생활시설을 통한 주거가치 증가분은 95% 부
트스트랩 신뢰구간이 [0.026, 0.184]로 나타나고 있어 5% 유의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지규모가 1천 세대 증가하면 근린생활
시설은 4,670㎡ 증가하고(경로 2), 근린생활시설의 단위면적 증가로 인
해 단위임대료가 0.021원/㎡ 증가한다(경로 3). 결과적으로 단지규모의 
1천 세대 증가는 근린생활시설의 증가로 인해 100원/㎡, 월임대료가 약 
8천원만큼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간접효과 M2). 매개경로에 의한 집
적의 편익 중 94%가 단지주민이용시설의 규모 증가로 인해, 나머지 6%
는 근린생활시설 규모 증가로 인해 설명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접효과는 단지 시설규모가 동일할 때 단지규모 한 단위 증가에 따
라 발생하는 주거가치 차이를 의미한다. 단지규모가 1천 세대 증가할 때 
주거면적당 단위임대료가 550원/㎡, 월임대료가 약 4만 2천원 낮아지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단지규모가 
1천 세대 증가할 때 나타나는 월임대료 증가분 약 8만원은 단지주민이
용시설의 총규모 증가로 인한 집적편익(약 11만 6천원)과 근린생활시설
의 총규모 증가로 인한 집적편익(약 8천원)을 혼잡효과에 따른 주거가
치 감소분(약 4만 2천원)이 상쇄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로그모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단지규모, 단지주민
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단지별 평균 단위임대료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추정한 결과로 이와 같이 로그척도로 변환시키면 자료의 이분산
성이나 비대칭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김태윤 외, 2007). 단지규모가 2
배(100% 증가) 커질수록 주거가치가 약 3.9% 증가하는데 이러한 총효
과를 분해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지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지주민이용
시설의 규모가 증가하여 주거가치가 6.1% 높아지고(간접효과 M1), 근
린생활시설의 규모가 증가하여 주거가치가 2.4% 높아지지만(간접효과 
M2), 혼잡효과로 인해 주거가치가 4.5% 감소하여(직접효과) 집적의 편
익을 상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정 결과는 부트스트랩과 sobel 검정
결과에서 유의수준 1% 이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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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모형 로그모형
추정계수 T-value 추정계수 T-value

경로1
(M1)

단지규모(X) 56.984 86.44 *** 1.123 77.47 ***
상수항 -2294.235 -4.55 *** 2.936 33.59 ***

결정계수(R²) 0.7137 0.7591 

경로2
(M2)

단지규모(X) 4.674 21.44 *** 0.939 41.05 ***
상수항 -307.759 -1.85 * 1.338 9.71 ***

결정계수(R²) 0.1330 0.4695 

경로3
(Y)

단지주민이용시설(M1) 0.026 6.98 *** 0.054 4.96 ***
근린생활시설(M2) 0.021 1.88 * 0.025 3.75 ***

단지규모(X) -0.549 -2.13 ** -0.045 -2.88 ***
경과년수(년) -264.242 -32.17 *** -0.015 -20.84 ***

(부)도심거리(m) -0.661 -26.51 *** -0.030 -15.60 ***
지하철역거리(m) -2.849 -15.38 *** -0.019 -11.85 ***
초등학교인접더미 598.179 2.58 *** 0.037 2.14 **

학군더미 4158.574 22.09 *** 0.204 13.70 ***
상수항 26181.310 95.61 *** 9.802 168.36 ***

결정계수(R²) 0.5121 0.3890 

<표 25> 인과매개모형 추정결과

구분 일반모형 로그모형
효과 표준오차 효과 표준오차

총효과 1.040 0.14 *** 0.039 0.01 ***
직접효과 -0.549 0.26 *** -0.045 0.02 ***

Sobel
검정

M1 1.505 0.22 *** 0.061 0.01 ***
M2 0.097 0.05 * 0.024 0.01 ***

부트스트랩 효과 95% 신뢰구간 효과 95% 신뢰구간
총간접효과 1.602 0.918 2.370 0.084 0.047 0.128 
간접효과

(M1) 1.505 0.829 2.284 0.061 0.029 0.095 
간접효과

(M2) 0.097 0.026 0.184 0.024 0.012 0.039 
주1) X: 단지규모(세대), M1: 단지내 단지주민이용시설 총면적(m²), M2: 단지내 근린

생활시설 총면적(m²), Y: 단지별 평균 단위임대료(원/m²)
주2) *** : 1% 유의수준, ** : 5%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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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결과 비교 및 해석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단지규모 증가에 따가 집적효과로 인해 
거주자 주거가치가 증가(+)하지만 혼잡효과로 인해 상쇄(-)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집적효과와 혼잡효과의 상쇄관계는 단지규모의 
이차항을 포함하는 회귀모형과 다수준모형, 그리고 인과매개모형에서 모
두 포착되었다. 

먼저, 집적의 편익을 누릴 수 있었던 최소 단지규모는 약 300세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
공동시설이나 어린이집(보육시설)이 건설되도록 강제하고 있는 단지규모
와 관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집적효과가 혼잡효과에 의해 상쇄되
어 주거가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단지규모는 약 3,000세대 내외로 나
타났는데 실제 분석자료에서 3,000세대 이상 단지는 1%에 불과하였다. 
그 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단지의 총세대수 증가에 따라 주거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이 설명되었던 것은 집적효과가 혼잡효과를 훨씬 상회하였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시설규모는 세대당 면적과 단지 내 총면적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모두에서 주거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단지시설규모가 동일할 때 단지규모가 주거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단지시설의 ‘세대당 면적’을 통제한 상태
에서 단지규모의 증가는 주거가치에 양(+)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결과는 세대당 시설규모가 동일하더라도 단지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지시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단지시설의 총규모 증가에 의한 집적의 
편익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단지시설의 ‘총면적’이 동일할 
때 단지규모 증가는 주거가치에 음(-)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단지 
내 시설규모가 동일함에도 이용자수가 증가하여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나 
시설의 마손이 심해지는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지규모의 증가에 따른 집적효과는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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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규모 증가에 의해 나타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인과매개모형 분석결
과 단지규모가 2배 증가하면 단지주민이용시설의 규모 증가를 통하여 
주거가치가 6.1%를 높아지는데 이는 단지 내 주민들이 배타적으로 이용
하는 단지주민이용시설이 증가할수록 선택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가 주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단지규모가 2배 증가하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의 규모 증가를 통하여 주
거가치가 2.4%를 높아졌다. 일상용품의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근린
생활시설 규모가 증가할수록 원스톱쇼핑과 비교구매의 편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거주자의 주거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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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한국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시가지 확장에 따른 도시개발 
로 인해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주택건설을 위한 재정지원
이 한정된 상황에서 새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은 아파트지
구의 지정이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주거시설과 생
활기반시설을 동시에 공급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여 왔다. 

주거선호와 주거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티부모형을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 적용해보면 티부모형에서는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통해 지방공공
재의 비용을 조달한 반면, 한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주택건설업체가 ‘제도
적 클럽’이 되어 클럽의 입회비를 통해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급비
용을 충당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는데,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주택건
설 사업은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착공시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공급되는 부대복리시설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닌 단지 내 시설
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과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만 혼잡비용이 발생하여 단지 주민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단지
주민이용시설이고, 다른 하나는 일용품 등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다. 

실증분석의 초점이 되었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왜 선호·소비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총규모 증
가에 따른 집적의 편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입주민들이 비용을 분담함
으로써 설치되는 단지주민이용시설의 총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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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배후단지가 커짐에 따라 많은 상점들
이 입지하게 되고 이러한 상점의 집적에 따라 상품구매에 따른 외부효과
로 인해 단지주민들은 원스톱 쇼핑을 하거나 비교구매를 할 수 있는 편
익이 증가하게 된다. 

단지규모가 증가할수록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규모 증
가로 인한 집적의 편익(+)과 단지 내 시설규모가 고정되었을 때 단지규
모의 순증가로 나타나는 혼잡효과(-)는 여러 실증모형들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집적효과와 혼잡효과의 상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단지규모가 양질의 주거환경을 대리하는 변수
로 이용되었던 것은 집적효과가 혼잡효과를 훨씬 상회하였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실제 2차항 회귀모형과 다수준임의절편모형에서 임대료
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임계값은 약 3,000세대 내외로 2,998개의 단지 
중 3,000세대 이상 단지는 31개 단지(1%)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대규모 단지개발을 통해 집적의 편익을 높일 수 있었던 것
은 도시화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강제된 부대복리시설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한국과 같이 재정규모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시화가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의 도시개발과 주택건설의 방식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단지규모를 근린주구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 단지
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패키지로 함께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어
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지방공공재가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통해 공급
될 수 있다. 수요가 전제된다면 인구가 밀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
잡비용을 집적효과가 상회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단지주민이용시설은 기본적
으로 입주자의 비용분담을 통해 구비되는 ‘클럽재’의 성격을 지니게 됨
에 따라 외부인들의 이용을 차단하는 배제성을 지니고 있다. 단지주민들
이 생산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단지주민이용시설이 공급되면서 2000년 
이후 주택개발 사례를 보면 법에서 강제하는 이상으로 단지주민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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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가 증가하거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거주자도 이용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구조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하는 단지의 
집적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
물대장은 허가 당시의 개발현황을 기입하는 자료로서 현시점에서의 단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수기기입에 의존하고 
있어 단지별로 기입되는 시설 종류별 규모를 세분화하거나 법으로 강제
된 규모와 추가적으로 공급된 시설 규모를 구분해내지 못한 한계를 지니
고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현재 시점의 가격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도시화가 
진행 중이던 당시 기대했던 효과를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 과거의 가격자료와 함께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된 아파트 단지에 대
한 현황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면 단지규모가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매
개효과가 시기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화 단계와 소득수준 및 생활여건이 달라진 현재의 시점을 구분
하여 단지주민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통해 주거가치가 증가하는 매
개효과에 관한 시기별 영향력을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지규모의 수요측면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의무 규정은 소비자뿐
만 아니라 개발업자에게 영향을 미쳐 개발규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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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최근 들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건설시 건강친화형
주택 기준을 인정받아야 하고, 1,000세대 이상이면 장수명 주택등급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규제와 주택개발규모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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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1991.1.15 1993.9.27. 1998.8.27. 1999.9.29. 2013.6.17 2014.10.28. 2017.1.17

제46조
어린이
놀이터

※ 50~100세대
  : 매세대당 3㎡
※ 100세대 이상
  : 300㎡ + 매세대당 1㎡

좌동 좌동 좌동 삭제 - -

제48조
의료시설

※ 500세대이상
  : 약국 1개소이상
※ 1천세대 이상
  : 약국 1개소이상 +
    의원 또는 병원 1개소이상

좌동 삭제 - - - -

제50조
구매시설

※ 100세대이상
  : 매세대당 0.3㎡이상 3㎡이하
  (최소 500㎡ 가능)

[제목개정(93.9.27)] 
   구매시설 등
※ 20세대이상 ¹ 
  : 매세대당 6㎡이하
  (최소 500㎡ 가능)

[제목개정(94.12.30)]
   생활편익시설
※ 20세대이상 ¹ 
  : 매세대당 6㎡이하
  (최소 500㎡ 가능)

[제목개정(99.9.29)]
   근린생활시설 등
※ 20세대이상 ¹ 
  : 매세대당 6㎡이하
  (최소 500㎡ 가능)

좌동 삭제 -
제51조

생활시설
※ 20세대이상 ¹ 
  : 매세대당 3㎡이하
  (최소 300㎡ 가능)

제52조
유치원

※ 500세대이상
  : 매세대당 0.6㎡ 대지확보

※ 1천세대 이상
  : 유치원 대지확보 좌동 ※ 2천세대 이상

  : 유치원 대지확보 좌동 좌동 좌동

제53조
주민

운동시설

※ 500세대이상
  : 운동장 설치
   (300㎡ + 200세대당 150㎡)
※ 1천세대 이상
  : 운동장 + 수영장·정구장 등 설치
※ 2천세대 이상
  : 운동장 + 수영장·정구장 등
   + 소년축구장·야구장 설치
※ 5천세대 이상
  : 별도 새활체육시설 대지
   (최소 3천㎡ 이상) 

좌동 좌동
※ 500세대이상
  : 운동장 설치
 (300㎡ + 
  200세대당 150㎡)
 

삭제 - -

제54조
근린

공공시설
※ 3천세대 이상
  : 500㎡ 이상 대지확보 좌동 좌동 삭제 - - -

주1 : 별도 최소 단지규모에 대한 규정없으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기준에 따라 작성

<부록 1>  복리시설 의무규정 연혁 (제46조 –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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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서울시 주택조례
1991.1.15 1993.9.27. 2006.1.6 2013.3.23 2013.6.17 2014.1.9

제55조
①

노인정
※ 100세대이상
  : 매세대당 0.1㎡
   (최대 300㎡ 가능)

좌동
[용어개정(03.4.22)] 
 경로당
※ 100세대이상
  : 매세대당 0.1㎡
   (최대 300㎡ 가능)

좌동

삭제
[제55조의2

신설]

[신설(14.1.9) 현행 동일] 
※ 100~1천세대
 : 매세대당 2.5㎡ x 1.25
※ 1천세대 이상
 : (500㎡ + 매세대당 2㎡) x1.25
※ 단지규모별 종류시설기준
 ① 150~300세대
  - 경로당 
   : 50㎡ + 매세대당 0.1㎡
 ② 300~500세대
   - 경로당 155㎡ 이상
   - 어린이집 198㎡ 이상
   - 작은도서관  108㎡ 이상
 ③ 500~1000세대
   - 경로당 225㎡ 이상
   - 어린이집 330㎡ 이상
   - 작은도서관 158㎡ 이상
 ④ 1000세대 이상
   - 경로당 375㎡ 이상
   - 어린이집 580㎡ 이상
   - 작은도서관 203㎡ 이상
 ⑤ 1500세대 이상
   - 경로당 500㎡ 이상
   - 어린이집 725㎡ 이상
   - 작은도서관 298㎡ 이상

제55조
②

도서실 
등

※ 도서실(독서실)·입주자
   집회소·가정의례 또는  
   부녀회 사용시설
※ 300세대이상
  : 매세대당 0.1㎡

[용어개정(93.9.27)] 
 주민공동시설
※ 300세대이상
  : 매세대당 0.1㎡

좌동 좌동

제55조
③

보육
시설

-
[신설(93.9.27)]  
 보육시설
※ 500세대이상
  : 30인이상 수용

  보육시설
※ 300세대 이상
  : 20인이상 수용
※ 500세대 이상
  : 40인이상 수용  

[용어개정(13.3.23)] 
  어린이집
※ 300세대 이상
  : 21인이상 수용
※ 500세대 이상
  : 40인이상 수용  

제55조
④

문고
-

[신설(94.12.30)] 
※ 500세대이상
 : 문고 설치

※ 300세대이상
 : 문고 설치

[용어개정(09.10.19)] 
※ 300세대이상
 : 작은도서관 설치

제55조
의2
주민
공동
시설

[신설(13.6.17) 현행 동일] 
※ 100~1천세대 
  : 매세대당 2.5㎡
※ 1천세대 이상 
   : 500㎡ + 매세대당 2㎡
※ 종류시설기준 
  ①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② 300세대 이상 :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③ 500세대 이상
  :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부록 2>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 의무규정 연혁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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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단위임대료
(원/㎡) 모형 1 모형 2

변수명 (단위) 추정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추정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단지규모 (세대) 1.082 0.095 6.49 *** 2.660 0.233 8.05 ***
단지규모

제곱 -0.0005 -0.158 -5.52 ***
경과년수 (년) -275.895 -0.387 -27.80 *** -273.721 -0.384 -27.70 ***

(부)도심거리 (m) -0.760 -0.350 -24.79 *** -0.761 -0.350 -24.95 ***
지하철
역거리 (m) -3.194 -0.193 -13.78 *** -3.205 -0.194 -13.90 ***

초등학교
인접더미

(인접
 =1) 985.575 0.051 3.47 *** 937.112 0.048 3.31 ***

학군더미 (5개구
 =1) 4940.399 0.296 21.06 *** 4979.839 0.298 21.33 ***

상수항 27527.190 . 82.43 *** 27057.440 . 78.89 ***
수정결정계수 0.4487 0.4543

<부록 3> 단지규모 이차항포함 회귀분석결과 (85m² 이하 거래사례)

평균단위임대료
(원/㎡) 모형 1 모형 2

변수명 (단위) 추정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추정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단지규모 (세대) 0.728 0.079 4.18 *** 1.677 0.181 4.65 ***
단지규모

제곱 -0.0003 -0.116 -3.01 ***
경과년수 (년) -235.808 -0.352 -19.28 *** -235.476 -0.352 -19.30 ***

(부)도심거리 (m) -0.752 -0.387 -20.91 *** -0.754 -0.389 -21.02 ***
지하철
역거리 (m) -2.377 -0.163 -8.89 *** -2.372 -0.163 -8.89 ***

초등학교
인접더미

(인접
 =1) 784.587 0.047 2.48 ** 775.374 0.046 2.46 ***

학군더미 (5개구
 =1) 5546.419 0.405 22.01 *** 5616.062 0.410 22.25 ***

상수항 23513.300 . 61.51 *** 23164.560 . 58.12 ***
수정결정계수 0.4847 0.4873

<부록 4> 단지규모 이차항포함 회귀분석결과 (85m² 초과 거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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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단위임대료
(원/㎡) 모형3 모형4

변수명 (단위)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VIF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VIF
세대당 단지주민이용시설 (m²/세대) 34.667 0.15 10.37 *** 1.10 32.950 0.14 9.87 *** 1.11

세대당 근린생활시설 (m²/세대) 17.866 0.04 2.57 *** 1.01 16.358 0.03 2.37 ** 1.01
단지규모 (세대) 0.922 0.08 5.60 *** 1.12

단지노후도 (년) -246.95 -0.35 -24.20 *** 1.08 -247.83 -0.35 -24.41 *** 1.08
(부)도심거리 (m) -0.738 -0.34 -24.32 *** 1.03 -0.742 -0.34 -24.57 *** 1.03
지하철역거리 (m) -3.427 -0.21 -14.91 *** 1.03 -3.360 -0.20 -14.67 *** 1.03

초등학교인접더미 (인접 =1) 1281.28 0.07 4.75 *** 1.01 828.54 0.04 2.96 *** 1.10
학군더미 (5개구 =1) 4912.12 0.29 21.20 *** 1.02 4818.90 0.29 20.86 *** 1.02
상수항 25806.05 . 67.58 *** 25552.97 . 66.80 ***
수정결정계수 0.4615 0.4672

<부록 5> 단지시설 세대당규모 회귀분석결과 (85m² 이하 거래사례)

평균단위임대료
(원/㎡) 모형1 모형2

변수명 (단위)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VIF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VIF
단지주민이용시설 (m²) 0.022 0.13 8.55 *** 1.24 0.033 0.19 7.21 *** 3.85
근린생활시설 (m²) 0.016 0.02 1.23 1.12 0.023 0.03 1.7 * 1.16
단지규모 (세대) -0.885 -0.08 -2.85 *** 3.92

단지노후도 (년) -263.44 -0.37 -26.48 *** 1.02 -257.71 -0.36 -25.42 *** 1.06
(부)도심거리 (m) -0.749 -0.34 -24.61 *** 1.03 -0.742 -0.34 -24.37 *** 1.04
지하철역거리 (m) -3.220 -0.20 -14.01 *** 1.02 -3.257 -0.20 -14.17 *** 1.02

초등학교인접더미 (인접 =1) 807.69 0.04 2.88 *** 1.09 907.78 0.05 3.22 *** 1.10
학군더미 (5개구 =1) 4799.19 0.29 20.55 *** 1.03 4772.41 0.29 20.44 *** 1.03
상수항 27252.02 . 81.82 *** 27266.46 . 81.95 ***
수정결정계수 0.4575 0.4589

<부록 6> 단지시설 총규모 회귀분석결과 (85m² 이하 거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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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단위임대료
(원/㎡) 모형3 모형4

변수명 (단위)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VIF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VIF
세대당 단지주민이용시설 (m²/세대) 30.193 0.18 9.25 *** 1.16 30.389 0.18 9.36 *** 1.16

세대당 근린생활시설 (m²/세대) 13.841 0.04 2.30 ** 1.01 13.128 0.04 2.20 ** 1.01
단지규모 (세대) 0.743 0.08 4.37 *** 1.10

단지노후도 (년) -198.98 -0.30 -15.75 *** 1.15 -197.79 -0.30 -15.74 *** 1.15
(부)도심거리 (m) -0.732 -0.38 -20.77 *** 1.06 -0.737 -0.38 -21.02 *** 1.06
지하철역거리 (m) -2.774 -0.19 -10.45 *** 1.07 -2.730 -0.19 -10.34 *** 1.07

초등학교인접더미 (인접 =1) 1005.44 0.06 3.39 *** 1.01 617.42 0.04 2.00 *** 1.10
학군더미 (5개구 =1) 5280.78 0.39 21.24 *** 1.06 5242.28 0.38 21.19 *** 1.06
상수항 21627.21 . 49.61 *** 21255.03 . 48.11 ***
수정결정계수 0.5062 0.5117

<부록 7> 단지시설 세대당규모 회귀분석결과 (85m² 초과 거래사례)

평균단위임대료
(원/㎡) 모형1 모형2

변수명 (단위)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VIF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VIF
단지주민이용시설 (m²) 0.015 0.12 6.02 *** 1.24 0.030 0.24 6.46 *** 4.42
근린생활시설 (m²) 0.020 0.03 1.78 * 1.11 0.028 0.05 2.49 ** 1.15
단지규모 (세대) -1.331 -0.14 -3.84 *** 4.46

단지노후도 (년) -222.85 -0.33 -18.14 *** 1.06 -210.89 -0.32 -16.7 *** 1.13
(부)도심거리 (m) -0.750 -0.39 -21.06 *** 1.06 -0.745 -0.38 -20.98 *** 1.06
지하철역거리 (m) -2.379 -0.16 -8.99 *** 1.04 -2.432 -0.17 -9.21 *** 1.05

초등학교인접더미 (인접 =1) 554.88 0.03 1.77 * 1.10 648.56 0.04 2.07 ** 1.10
학군더미 (5개구 =1) 5405.10 0.39 21.57 *** 1.06 5301.44 0.39 21.12 *** 1.07
상수항 23227.11 . 61.13 *** 23272.09 . 61.49 ***
수정결정계수 0.4948 0.4991

<부록 8> 단지시설 총규모 회귀분석결과 (85m² 초과 거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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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모형 로그모형
추정계수 T-value 추정계수 T-value

경로1
(M1)

단지규모(X) 57.009 85.39 *** 1.130 78.41 ***
상수항 -2808.422 -5.40 *** 2.873 33.05 ***

결정계수(R²) 0.7188 0.7698 

경로2
(M2)

단지규모(X) 4.617 20.80 *** 0.939 40.93 ***
상수항 -325.662 -1.88 * 1.321 9.55 ***

결정계수(R²) 0.1318 0.4768 

경로3
(Y)

단지주민이용시설(M1) 0.033 7.220 *** 0.082 6.79 ***
근린생활시설(M2) 0.023 1.710 * 0.034 4.57 ***

단지규모(X) -0.885 -2.850 *** -0.078 -4.52 ***
단지노후도(년) -257.714 -25.460 *** -0.015 -17.81 ***
(부)도심거리(m) -0.742 -24.400 *** -0.032 -14.97 ***
지하철역거리(m) -3.257 -14.190 *** -0.019 -11.12 ***
초등학교인접더미 907.775 3.220 *** 0.039 2.10 **

학군더미 4772.410 20.470 *** 0.208 12.76 ***
상수항 27266.460 82.080 *** 9.697 152.61 ***

결정계수(R²) 0.4604 0.3716 
표본수 (단지) 2,852 1,838

<부록 9> 인과매개모형 추정결과 (85m² 이하 거래사례)

구분 일반모형 로그모형
효과 표준오차 효과 표준오차

총효과 1.083 0.17 *** 0.045 0.01 ***
직접효과 -0.885 0.31 *** -0.078 0.02 ***

Sobel검정 M1 1.883 0.26 *** 0.092 0.01 ***
M2 0.105 0.06 * 0.032 0.01 ***

부트스트랩 효과 95% 신뢰구간 효과 95% 신뢰구간
총간접효과 1.989 1.340 2.925 0.124 0.086 0.171

간접효과(M1) 1.884 1.206 2.771 0.092 0.058 0.130
간접효과(M2) 0.105 -0.055 0.244 0.032 0.026 0.097

주1) X: 단지규모(세대), M1: 단지내 단지주민이용시설 총면적(m²), M2: 단지내 근린생활
시설 총면적(m²), Y: 단지별 평균 단위임대료(원/m²)

주2) *** : 1% 유의수준, ** : 5%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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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모형 로그모형
추정계수 T-value 추정계수 T-value

경로1
(M1)

단지규모(X) 64.889 68.55 *** 1.088 51.24 ***
상수항 -3196.306 -3.80 *** 3.285 24.84 ***

결정계수(R²) 0.7469 0.6986 

경로2
(M2)

단지규모(X) 5.526 15.16 *** 0.976 28.37 ***
상수항 -378.930 -1.17 1.207 5.63 ***

결정계수(R²) 0.1261 0.4153 

경로3
(Y)

단지주민이용시설(M1) 0.030 6.48 *** 0.101 6.90 ***
근린생활시설(M2) 0.028 2.50 ** 0.030 3.38 ***

단지규모(X) -1.331 -3.85 *** -0.070 -3.37 ***
단지노후도(년) -210.890 -16.75 *** -0.012 -12.30 ***
(부)도심거리(m) -0.745 -21.04 *** -0.038 -14.14 ***
지하철역거리(m) -2.432 -9.24 *** -0.021 -9.49 ***
초등학교인접더미 648.558 2.08 ** 0.023 1.00 

학군더미 5301.444 21.18 *** 0.265 13.63 ***
상수항 23272.090 61.66 *** 9.283 106.84 ***

결정계수(R²) 0.5016 0.4209 
표본수 (단지) 1,592 1,133

<부록 10> 인과매개모형 추정결과 (85m² 초과 거래사례)

구분 일반모형 로그모형
효과 표준오차 효과 표준오차

총효과 0.728 0.17 *** 0.066 0.01 ***
직접효과 -1.331 0.35 *** -0.070 0.02 ***

Sobel검정 M1 1.928 0.30 *** 0.109 0.02 ***
M2 0.156 0.06 ** 0.029 0.01 ***

부트스트랩 효과 95% 신뢰구간 효과 95% 신뢰구간
총간접효과 2.084 1.442 2.944 0.138 0.101 0.183

간접효과(M1) 1.928 1.254 2.776 0.109 0.075 0.143
간접효과(M2) 0.156 0.057 0.286 0.029 0.011 0.049

주1) X: 단지규모(세대), M1: 단지내 단지주민이용시설 총면적(m²), M2: 단지내 근린생활
시설 총면적(m²), Y: 단지별 평균 단위임대료(원/m²)

주2) *** : 1% 유의수준, ** : 5%유의수준, * : 10%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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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n apartment complex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can be defined 
as the high-rise and high-density multi-family housing estate which 
contains residential and commercial facilities, developed on a single site 
with shared land ownership. Large-scale apartment complexes had 
efficiently served the nation to cope with its rapid urbanization and are 
still being produced and consumed in today's housing market. This 
research aims to illuminate the economic mechanism of the increase in 
scale of apartment complexes centered around the institutionally enforced 
public and commercial facilities for complex developments. Also, it 
examines empirically the reasons for the preference for large-scale 
apartment complexes, focusing on the agglomeration effects in the 
development in apartment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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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empirical studies based on hedonic price model have continued 
to discover that an increase in the scale of an apartment complex 
positively affects the increase of housing price. The qua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better than other housing types because of 
mandatory regulations to build public infrastructure on the site of 
apartment complexes. Nevertheless, such studies are limited to 
descriptive explanations of the cumulative benefits of an increase in the 
scale of apartment complexes, and do not explicitly illustrate how an 
agglomeration economy is formed. 

When Tiebout's model on housing preference and migration pattern is 
applied to Korea's apartment complexes, we find that whereas in 
Tiebout's model the local government finances local public goods with 
property tax, in Korea's housing market the housing developer became an 
'institutional club,' adding the club's membership fee to the housing price 
to provide public facilities. This fact can be supported by formulation of 
Apartment Zone Development and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Those 
regulations require the developer to obtain public approval on the 
business plan including the public and commercial development plan.

Data from the building registry and spatial data on apartment 
complexes that share public and community facilities were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s the scale of the complex increases, the benefits of 
accumulation due to the increase in size of residents' public and 
commercial facilities were confirmed in regression models, multi-level 
random intercept models, and causal mediation models. Also,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a trade-off between the aggregation effect and the 
congestion effect.

 In spite of the trade-off, a number of past studies have considered 
the complex scale as a variable which determines the quality of a 
residential environment. It was possible because the agglomer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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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bly outweighs the congestion effect. In the quadratic regression 
model, the threshold value of rent reduction starts from about 3,000 
households. Out of 2,998 complexes, there were only 31 complexes (1%) 
that consisted of 3,000 or more households.

 Above all, the question of how such large-scale apartments could 
continue to be consumed in the market was confirmed by embodying the 
agglomeration effect through the causal mediation effect model. As the 
scale of the complex increases, the size of the residents' public and 
commercial facilities also rises, and the utility value of residents 
increases statistically through each route. This mediating effect is still 
influential even after urbanization has been fully realized. Especially, the 
community facility has been found to be more diversified at a larger 
scale since the year of 2000.

The benefits of agglomeration in large scale complexes is the influence 
of the institutionalized residents' public and commercial facilities in the 
period of urbanization. This offers a significant implication for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constr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urbanization is under way with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like Korea 
at the time. By developing the residents' public and commercial facilities 
as a package, local public goods such as the children's playground and the 
senior citizens’ center can be supplied by the cost covered by the 
residents. If the demand is premise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induce the congestion cost caused by population density, to exceed the 
agglomeration effect.

Yet, this explanation requires caution. The residents' community facility 
basically has the exclusiveness of blocking the use of outsiders as its 
nature is like that of a club for residents based on cost-sharing of the 
tenants. As the supply system of community and service facilities 
gradually developed in the market, the community facilitie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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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ied beyond what has been stipulated by law. Recently, with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residents' community facilities have been made available 
to nearby residents as well, but it is necessary to discuss a more 
fundamental structural improvement.

Keywords : urban development, land use planning, scale of apartment 

complex,  agglomeration economies, housing preference, housing property value

Student Number : 2010-30708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II.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단지화·대형화의 공급측면 이론 
	가. 근린주구론과 단지개발
	나. 발전국가론과 주택건설

	2. 단지화·대형화의 소비측면 이론
	가. 지방공공재 이론
	1) 주거선호와 주거이동 
	2) 클럽재와 제도적 클럽

	나. 도시규모 이론
	1) 적정 도시규모
	2) 소비에 있어서 집적경제


	3. 선행연구 고찰 및 문제제기
	가. 단지외부환경과 주택가격
	나. 단지내부특성과 주택가격

	4. 종합

	III.  한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제도화 과정
	1. 도시개발과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가. 한강개발과 택지조성
	나.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

	2. 아파트 단지 공급의 제도화
	가. 아파트 지구 지정
	나. 주택건설기준 및 공급에 관한 법령

	3. 단지별 부대복리시설 건축 현황
	4. 종합

	IV.  이론적·실증적 분석의 틀
	1. 연구가설 : 단지규모와 집적경제
	가. 클럽의 규모효과
	나. 상점의 집적효과

	2. 분석자료 구축
	가. 기초자료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2)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 

	나. 공간자료의 중첩 및 연계
	1) 단지규모 및 건축년도 보완
	2) 단지시설 규모 산정
	3) 단지의 입지특성


	3. 분석방법
	가. 실증분석체계
	나. 다수준 임의절편모형 
	다. 단지수준 인과모형 
	1) 회귀모형
	2) 인과매개모형



	V.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1. 기초통계 및 변수구성
	가. 단지수준 기초통계
	나. 다수준 변수구성

	2. 단지규모와 거주자 주거가치의 관계
	가. 단지수준 회귀분석 결과
	나. 다수준 임의절편모형 추정결과

	3. 단지시설의 규모효과
	가. 단지수준 회귀분석 결과
	나. 다수준 임의절편모형 추정결과

	4. 단지 및 단지시설 규모가 주거가치에 미친 영향 
	가. 인과매개모형 추정결과 
	나. 분석결과 비교 및 해석


	VI.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startpage>12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II.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5
 1. 단지화·대형화의 공급측면 이론  5
  가. 근린주구론과 단지개발 5
  나. 발전국가론과 주택건설 8
 2. 단지화·대형화의 소비측면 이론 12
  가. 지방공공재 이론 12
   1) 주거선호와 주거이동  12
   2) 클럽재와 제도적 클럽 13
  나. 도시규모 이론 14
   1) 적정 도시규모 14
   2) 소비에 있어서 집적경제 16
 3. 선행연구 고찰 및 문제제기 18
  가. 단지외부환경과 주택가격 18
  나. 단지내부특성과 주택가격 20
 4. 종합 23
III.  한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제도화 과정 25
 1. 도시개발과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25
  가. 한강개발과 택지조성 25
  나.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 29
 2. 아파트 단지 공급의 제도화 33
  가. 아파트 지구 지정 33
  나. 주택건설기준 및 공급에 관한 법령 36
 3. 단지별 부대복리시설 건축 현황 40
 4. 종합 44
IV.  이론적·실증적 분석의 틀 46
 1. 연구가설 : 단지규모와 집적경제 46
  가. 클럽의 규모효과 47
  나. 상점의 집적효과 49
 2. 분석자료 구축 51
  가. 기초자료 51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51
   2)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  53
  나. 공간자료의 중첩 및 연계 54
   1) 단지규모 및 건축년도 보완 54
   2) 단지시설 규모 산정 55
   3) 단지의 입지특성 58
 3. 분석방법 61
  가. 실증분석체계 61
  나. 다수준 임의절편모형  62
  다. 단지수준 인과모형  63
   1) 회귀모형 63
   2) 인과매개모형 63
V.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66
 1. 기초통계 및 변수구성 66
  가. 단지수준 기초통계 66
  나. 다수준 변수구성 71
 2. 단지규모와 거주자 주거가치의 관계 73
  가. 단지수준 회귀분석 결과 73
  나. 다수준 임의절편모형 추정결과 77
 3. 단지시설의 규모효과 79
  가. 단지수준 회귀분석 결과 79
  나. 다수준 임의절편모형 추정결과 81
 4. 단지 및 단지시설 규모가 주거가치에 미친 영향  83
  가. 인과매개모형 추정결과  83
  나. 분석결과 비교 및 해석 86
VI.  결론 88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8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90
참고문헌 92
부록 99
영문초록 106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