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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책사업을 수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확보가 최근 공

공기관들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나 학계에서 제안하는 중장기 재무계획의 실효성 확

보 등 여러 방안이 있지만, 기본은 바로 본래의 수익사업에서 기

존 업무를 개선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수자원 및 수도사업 외에도 산업단지나 신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국가 경제개발에 기여한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기존 사업의

수익성 제고로 당면한 재무적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MTV산업단지 내 지원용지 분양

에 대해 사업 계획 시 설정한 각 필지별 입지조건에 따라 분양성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신속한 분양으로 금융비용을 조

기에 납부하고, 자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원용지 필지별 분양 영향요인을 찾기 위

해 입지이론 및 산업단지 간 분양 영향요인이나, 산업단지 입주기

업 만족도 주요 지표, 산업용지 가격차별화를 위한 필지별 입지

특성 관련 등 다양한 연구를 확인하였다. 다만 산업단지 내 지원

용지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가 없어, 입주업종이 유사하고 사업시

행자의 수익성을 위한 용지로 분양방식도 같은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영향요인 연구도 참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착안한 지원용지 필지별 입지 특

성에 따른 분양영향요인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필지 고

유 속성 관련 필지별 사용가능기간과 형상을, 둘째 교통편의성 측

면에서는 필지별 접면도로 수와 규모, 그리고 버스정류장과의 거



리를, 셋째 환경편의성 측면에서 공원․녹지와의 거리와 산업용지

및 주거와의 거리로 각각 선정하였다. 그리고 필지별 입지 특성

외에 분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위 여건 관련 변수인

종합주가지수, 공장등록률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모든

분양 영향요인이 혼재되어 나타났다고 보이는 단위면적당 가격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필지별 첫 분양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용지 필지별 접면도로 수가 늘수록, 각 지원용지

필지와 공장 및 주거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장입주율이 올라

갈수록 분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장과의 접근성이 좋고 노동력이 풍부한 입지를 선호한다는 입지이

론과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비록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지원용지에 대한 영향요인이지

만, 다른 수익성 용지 분양 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즉

향후 사업시행자는 계획 수립 시부터 각 필지별 분양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건설투자비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고, 해당 입지구

성을 바탕으로 분양성이 제고되어 사업시행자는 수익을 조기에 확

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각 필지별 입지 특성에 따라 필지

별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시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회사의 재무건

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본 연구 대상인 K-water

의 시화MTV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까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나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도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

무건전성 향상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분양, 산업단지, 상업용지, 지원용지, 필지, 계획, 이형 로지

스틱 회귀분석

학 번 : 2015-2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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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2012년 이후로 각 언론에 연일 게재1)되는 등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중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정부 주도의 국책사

업을 수행한 공기업의 경우, 외부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

융부채가 다량 발생하여 2012년 말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마저 상

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채발생은 해당 공기업의 재무

상황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나아가 공기업에 출자하는 정부의 재정

악화와 국가 신용도 하락 등 국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2)을 미친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관리 가능한 수준

으로 낮추고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공기업 자체

적인 부채감축 노력과, 방만경영 해소라는 두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사업조정이나 비핵심 자산 매각, 경영효율성 제고, 사업 수익성 확보, 비

합리적 경영행태나 과다한 복지 삭감 등의 방법을 제시3)하였다. 그러나

이 대책은 단지 부채 발생 원천을 제거하기 보다 단기적으로 공기업의

독자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부채관리방안

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학계4)에서는 효과적인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구분회계제도

1) 참고문헌 중 신문․잡지․기타 내 언론보도기사 URL 참조
2) 이인철, WOW한국경제TV(2013.5.20.); 송기균, 석간 내일신문, (2013.5.20.)
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2)
4) 이상철, “공기업 부채원인과 공공요금 정상화 방안”, 제5회 서울대학교 공공성과관리
포럼 발표 내용(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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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공공요금 현실화, 정부의 국책사업 축소, 중장기 재무계획5)의 실효

성 확보 등을 제시6)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요금 현실화는 국민여론 등으

로 각 기관에서 전격적으로 단행하기가 어렵고, 구분회계 강화는 특별히

문제 사업을 접거나 해당 지출을 상당 부분 감축하지 않는 한, 사업별

현황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사업별로 과거에서부

터 향후 5년까지 대금수납계획 등을 기반으로, 부채관리나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등 경영상 의사결정 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중장기 재무계획 역시 예측과 실제 간 큰 차이가 나는 경우,7)

자금 흐름 예측을 통한 경영상 판단의 기초자료로써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기업 부채 문제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

업을 접는 등 축소지향 측면에서의 접근보다, 설립 근거법에서 명시된

본래의 사업을 개선하여 재무건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경영활동 중 당장 현실적으

로 가능한 분야부터 개선할 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한편 공기업 중 최근 4대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라 한다)의

부채는 현재의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2014～2015년

말 결산서 상 부채는 13조원 초반을, 매출액은 3조원 중후반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 범위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

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국가 주도 경제개발 시절 공익성에 방점을 두고

시작된 K-water의 사업구조로는 국민 여론상 요금인상 등을 통한 수익

성 제고 방안은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5)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의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9조의2이며, 자산 2
조원 이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이 기관별 해당 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약 40여개 기관이 작성대상기관에 해당됨.
6) 박정수, ‘공기업 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경제포럼 제5권
제2호 p. 32 (2012.7.6.)
7) 국회예산정책처(2013)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제출한 ‘2013～20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은 2015년부터 부채비율이 하락하여 2017년에 21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연
도별로 부채가 계속 상승하여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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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K-water의 사업별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수변사업(이하 이해

편의를 위해 “단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상당한 수익을 거둠으로서

K-water의 재무건전성 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

이러한 수익은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공장 등

산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용지로 이하 “산업용지”라 한다) 외에 수익성

용지인 지원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의 분양이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개

시됨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매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9)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단지사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단지사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본 연구는 이미 기존부터 해온

필지를 구성하는 지구단위계획과, 사업별로 작성하는 중장기 재무계획에

서 착안하여 본 주제를 정하였다. 단지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필지별로 분양 예상 시기와 예상 매각금액을 산정해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분양 후에 다시 분양계약상의 금액과 대금수령시기로 중장기

재무계획을 조정한다. 그런데 각 필지가 분양이 실제 언제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기준이 없고, 필지를 구성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당

부분 담당자의 경험에 의존해 왔다. 즉 어떠한 이유로 해당 필지가 다른

필지보다 먼저 매각이 될지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 기준이나, 분양 이후

어떤 특성의 필지가 먼저 분양 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없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재무계획이 작성되어 왔다.

즉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출시 즉시 분양

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 직접적으로 재무건전성에 기

여하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무계획을 통해 자금 흐름을 정확히 예측

하여 간접적으로 재무 건전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필지별 입지조건

에 따른 분양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분양성을 매각기간으로 보아 산업단지별 분양성 차별요인 연구(최

8) 2015년 말 기준 단지사업 당기순이익은 995억으로 단일 사업 중 최고 순익을 창출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결손금 처리 이사회 의결안, 2016-05호, 2016.2.23.)
9) 2016년 K-water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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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중․박영규, 2002; 장인석․이현주, 2009; 서정은, 2009; 육근찬, 2012)

를 통해 광역교통망 등 접근성이나 공원 등 환경요인을 제시하거나, 산

업단지 입주기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중교통이나 도로접근성 등 만족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미영, 2008; 조기술, 2012)등이 있었다. 그리고 조

성원가로 분양하는 산업용지의 필지별 특성을 감안한 가격 차별화 요인

에 대한 연구(Kowalski, J. G. & Paraskevopoulos C. C., 1991;

Saz-Salazar, S. D. & Garcia-Menedez, L., 2005; 심재헌, 2012)를 통해

필지 면적, 접면도로 폭, 경기침체, 광역교통망과의 접근성 등을 분양 영

향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또 공급가격이 아닌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을 통해 공급하는

수익성용지 관련한 연구들도 있는데, 이는 크게 아파트와 상업용지에 대

한 분양 영향요인 연구로 나뉜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 요인인 층수, 복도

식, 평수, 브랜드 등은 다른 수익성 용지 분양성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공원이나 지하철역과의 거리, 종합주가지수 등을 고려한 연구(백

민석․신종칠, 2011)는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상업용지 분양성 영향요인

으로 꼽힌 필지별 도로 수나 지하철․버스정류장과의 인접성, 공급시점,

면적당 단가 등에 대한 연구(최박중․박영규, 1999; 박은주, 2000; 김시

백, 2002; 이상경 외 2, 2003; 박몽섭, 2013)는 산업단지 내 수익성 용지

분양성 제고 요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과거 K-water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경우, 특․광역시에 인접하여 분

양수요도 크고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하여 수요가 높아 그 동안 단지사업

자로서 분양수요 유발을 위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더구나 산업용지 인근 지원용지의 경우에는 분양규모가 산업

용지보다 더 적어 분양 성공이 회사 수익에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회사의 재무사정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분양을 통한 신속한 투자대금 회수가 중요해지면서, 어떻게 필지를 조성

하는 것이 분양성이 높아져 보다 빨리 분양이 되고 수익성에 기여할지가

사업시행자로서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그리고 필지별 분양성 차이를 구

분함에 따라, 실제 분양 성공에 따른 자금수납 시기와 중장기 재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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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예측이 근접하게 되는 등 중장기 재무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K-water와 나아가 국가의 재무건전성에까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 시점에 더더욱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일반적으로 산업단지건 택지지구이건 대규모 토지를 특정 용도의 필지

로 조성․분양하는 K-water와 같은 사업시행자는, 일종의 필지라는 상

품을 제조하여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판매하려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사용목적과 예산에 맞는 필지를 사고자 하는 매수

인은 분양 시장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성․공급하고자 하나, 요즘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고, 수도권 인근에 개발10)이 다수 진행되어 용지

공급이 많은 경우, 수요자가 매수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을 만큼

사업시행자는 조성 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매수인 입장에서 분양

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필지가 분양시장에 출시하자마자

신속하게 수요자로부터 선택되는지 그 요인을 파악하여야, 향후 필지를

구성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지 선택에 대한 이론이나, 산업단지별 분양 영향요인

을 검토한 연구나 상업용지나 택지의 분양 영향요인 연구는 있어도, 한

산업단지 내 개별 필지의 고유 특성에 따른 분양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

적인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산업단지 내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

로 공급하여 단지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용지만 별도

로 연구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재무건전성 향상 압박에 시달리는 K-water의 경우, 기존에 추진

중인 단지사업에서 수익성 용지 분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

10) K-water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수익성 용지 분양 당시(2014년) 시흥시 배곶 신도
시의 주거, 상업용지 분양이 동시에 개시되어 부동산 투자 수요가 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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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K-water의 산업단지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라

한다)에서, 수익성 용지인 지원용지가 필지별로 분양성이 다르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추후 개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업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

둘째, 각 개별 필지의 분양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

인 중장기 재무계획이 작성됨으로써 K-water의 재무건전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산업단지의 개념 등을 살피고 K-water의 사업 현황과 특

히 단지사업 진행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각종 경제활동 관련 입지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며 용지 종류에 따른 분양, 가격, 입

주율 등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변수를 활용하여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 분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정책적 의의와 향

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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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단지사업시행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내

수익성 용지의 개별적인 특성이 분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K-water에서 조성․분양중인 산업단지인 시화MTV 내 최초로 입찰 공

고한 지원용지를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단위는 자료 획득이 용이한 시화MTV가 위치한 시흥시와 안산시

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출시된 지원용지 중 주유소 및 기타지원시설

이 들어갈 수 있는 용지(이하 이해의 편의상 “지원용지”로 한다)로 한정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현황 데이터는 K-wate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

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외 데이터는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분석 시 통계패키지 SPSS 22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였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입지 이론과 선행 연구, 변수에 대해서 문헌조사를 실시하

였다.

또한 K-water의 분양 담당부서 협조를 통하여 Excel로 된 시화MTV

중장기 재무계획, Auto CAD 설계자료, 홍보 팜플렛 등의 분양 관련 자

료를 확보하여 변수별로 필요한 데이터를 측정 후 Excel로 data set을

작성하였다. 계약 체결 여부는 분양담당자를 통해 K-water의 분양정보

시스템과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독립변수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22를 이용한 이항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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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산업단지 일반

제 1 절 산업단지의 개념과 발달과정

1. 산업단지의 개념

산업단지(Industrial Complex, 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는 다

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라 “산업단지란 공장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

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

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

다.

또한 산업단지는 다음 <표 1>과 같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세분된다.

<표 1> 산업단지의 종류

자료 : 이종희(2013), p. 24

구분 지정목적 지정권자 대상지역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
학 기술산업 등 육성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
후 지역, 기간산업 및
첨단산업입지로 양호
한 지역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지방 분산을 촉
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도지사
시․도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도시첨단산업
단지

지식․문호․정보통신산
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과 개발을 촉진

시․도지사 첨단산업 육성에 양호

농공단지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내에서 입지 조
건이 양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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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산업단지에는 산업에 직접 관련된 산․학․연 관련 용지의 개

발 외에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시설들이 집단

적으로 포함됨으로써, 산업단지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파생되는 경제활동을 유지․발전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기능이 내포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등으로 산업발달과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효과도

거두게 된다.

한편 산업단지는 각 기업이 임의로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관련 인허가

를 개별적으로 취득한 개별입지와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 후, 포괄적인 계

획에 따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산업단

지는 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 즉 대규모 부지에 입주한 기업과 생산체계

상 관련 있는 기업, 그리고 이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는 사업자가 집적의 이익을 누림과 동시에 집단화 되어 보다 효율적인

경쟁과 성장을 해나가는 기반이 된다.

2. 국내 산업단지 발달 과정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 즈음 농업 위주였고 그마저 있던 산업기반 마

저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무너지게 되었다. 전쟁 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더욱 부족해진 부존자원과 공장시설, 협소한 내수시장 그리고 취약한 민

간기업 등의 문제는 국가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국가 주도의 수출 위주의 공업 국가

를 목표로 중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불균형 경제성장, 외자 도입

및 국내 저축 독려, 그리고 선 성장 후 분배 원칙 등을 기조로 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 울산공업단지 조

성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산업단지는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다

음 <표 2>와 같이 발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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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입지정책의 시기별 주요 내용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2014), p. 19

각 시대별 경제발전 정책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의 변천과

정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수출 공업화 전략을 위한 수출산업공업단

지를,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를,

1980년대에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 산업단지와 농공단

지를, 1990년대에는 IT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등장으로 이를 위한 다양

한 형태의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식기반경제를 보다 강화하는 집적지구로서 산업단지를 발전

시키는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노후된 산업단지 재생

과 구조고도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한돈근, 2015). 그 결과 현재 41개의

국가산업단지, 528개의 일반산업단지, 11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453개의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정책
대상

계획입지 개발
시도

수도권내 산업
집중

지역적 불균형
심화

개별입지 증대
및 첨단산업 입
지 수요공급

지식기반산업
입지공급 및 기
존단지의 경쟁
력 제고

정책
기조

- 수 출 위 주 의
경공업 입지

- 수도권 억제
- 대규모 산업
단지 조성

- 산업단지 내
실화
- 농공단지 개발

- 입지유형 다
양화
- 입지규제 완화
- 구조조정 촉진

- 전문화된 집
적지구
-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 산업단지 클러
스터사업 추진

관련
법규

- 국토건설종합
계획법

- 수출산업공업
단지개발조성법

- 기계공업진흥법
- 조선공업진흥법
- 전자공업진흥법

- 지방공업개발법
- 국토이용관리법
-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 공업단지관리법
- 공업배치법
- 환경보전법

- 수도권정비계
획법
- 중소기업진흥법
-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 공업발전법

- 산업입지법
- 공업배치법
- 산업기술단지
지원특별법
-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법
- 정보화촉진법

- 산 업 입 지 법
개정
- 문화산업진흥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산업
구조

- 경공업 우선
정책

- 섬유, 합판,
전기제품, 신발류

-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 석유화학, 철강,
선박, 자동차,
기계

- 기술집약적
산업수출산업화
- 반도체, 전자
공업, 자동차

-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 반도체, 정밀
화학, 자동차,
프로그램 개발

- 지식집약적산업,
미래산업의 성장
- 정보통신산업,
게임산업,
바이오산업

비고

- 울산공업센터
조성

- 수출산업단지
조성

-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
- 동남권대규모
산업단지조성
- 수출자유지역
개발

- 서남권대규모
산업단지조성
- 농공단지 개발
- 아파트형공장
조성

- 산업단지 명칭
변경
- 개발절차간소화
- 개별입지 증대
- 테크노파크조성

- 도시첨단산업
단지
- 문화산업단지
- 소 프 트 웨 어
진흥단지
- 클러스터시범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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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등 총 1,033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산업단지가 국토 균형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기여하며,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2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의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이끈 성장 엔진의 역

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K-water의 단지사업

1. K-water의 단지사업 진행경과

K-water 역시 위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다목적 댐 건설 외에, 산업단지와 수도권 인근 신도시를 개발하는 역할

을 담당하였다. 산업화 초기(1966～1973) 당시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서

소양강다목적댐과 함께 창원기계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산업화의

토대를 쌓는 데에 일조하였다.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시기(1974～1987)에는 사명을 ‘산업기지개발공사’

로 변경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인 안산신도시 등의 건설사

업11)을 수행함과 동시에, 여천, 창원, 온산, 구미 및 반월특수지역 내 국

가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기계, 비철금속, 전자 등

중화학 공업 위주의 경제성장의 도약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였다. 특히

반월특수지역 내 반월국가산업단지(1977～1987)와 시화국가산업단지

(1986～2002)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단지로서 IT,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주력산업의 부품․소재생산기지로 성장하여, 국내 산업단지 입주업

체의 21%인 약 17,000개, 고용인원의 15%인 약 290,000명, 생산실적의

8.1%인 약 83조원, 수출실적의 3.0%인 약 130억불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한 경기도내 전체 산업단지 중 지정면적의 49.6%, 입주업체의 70.0%, 종

11) K-water, “지속가능보고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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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59.4% 및 생산실적의 46.1%로 국내 산업 및 경기도 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12)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된 1980년대 이후에는 고도성장이

둔화되면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사명을 변경(1988)하고 다목적 댐, 광역상

수도사업 등도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이 아닌 첨단․R&D

산업 위주의 산업단지인 시화MTV, 송산그린시티 등을 조성함으로써 수

도권 인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또한 물과 관련된 도

시 개발을 새로운 모토로 삼아, 기존의 단지사업을 수변사업으로 전환하

여 물 전문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 이후

부산에코델타시티 등의 친수사업을 추가하여 추진 중에 있다.

위와 같이 K-water의 단지사업은 국가 성장전략에 따라 신도시와 산

업단지 등을 보급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건실한

사업진행으로 적정한 수익성도 확보해 나감으로써 K-water와 국가 재정

에 기여해왔다.

2. 시화MTV 개발사업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화MTV는 반월특수지역 내 포함된 지역으

로, 먼저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을 아래에서 차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반월특수지역 개발 과정

우선 시화MTV가 위치한 반월특수지역은,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시화방조제로 형성된 시화호(시화란 시흥시와 화성시의 초성을 따옴)를

중심으로 수도권 남서부 인근 반경 20㎞내 지역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시화호를 기준으로 북단의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그리고 시화호 동남

쪽 화성시 일대이다. 이곳은 인천광역시, 수원시 등과 인접하고 있어

1970～1980년대 당시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유입을 억제하고자, 서울시

12)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신청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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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재한 중소기업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인근 부족한 산업용지

의 원활한 공급과 집적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 곳

이다. 법적으로는 안산, 시흥, 화성 지역을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

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반월특수지

역’으로 지정된 후, 시화호 및 주변 간석지를 추가함으로써 시화MTV 역

시 반월특수지역 개발계획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림 1]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현황도

반월특수지역 개발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산신도시건설 1, 2단

계 사업(각각 반월공단조성사업, 안산신도시사업)과 시화지구개발사업(시

화1단계사업, 시화MTV조성사업, 시화조력발전소사업, 송산그린시티사

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안산신도시 1,2단계 조성사업과 시화공단조성사

업, 시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마무리되었고, 현재 시화MTV와 송산그

린시티 조성사업은 진행 중이다(최세광, 2012).

이 중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반월과 시흥 국가산업단지는 20여 년 전

분양이 완료되어 출시 횟수 등 분양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곤란하고, 송

산그린시티는 2014년부터 10여 개의 택지 위주로 분양이 개시되었기에

필지 수가 적어 연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반면 시화MTV의 경우

95%이상 거의 분양이 종료된 산업용지 분양 이후, 지원용지 분양이



- 14 -

2013년 말부터 개시되어 약 90여개의 필지가 출시되어 설계자료 및 분양

관련 자료 취득이 용이하였기에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간 반월

특수지역 내 개발사업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반월특수지역 내 개발사업 현황

자료 : K-water 내부자료

(2) 시화MTV의 개발

시화MTV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성곡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6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3조6,408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약 9조원, 고용효과 7만명, 계획인구는

1.4만명으로 전제하고 개발 중이다. 2010년부터 산업용지 분양을 개시하

여 현재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약 200여개 업체가 입주 예정이다.

조성목적은 첫째 첨단, 벤처 업종 등 지식기반의 미래지향적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둘째 주거․상업․녹지 등 친환경 및 편의시설을 대거

포함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셋째 개발

이익으로 조성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를 통해 시화지역의 대기, 수

질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한편 시화MTV의 용도별 구성을 살펴보면 총면적 6,506,305㎡ 중 산업

시설이 2,735,876㎡, 지원시설이 882,045㎡, 공공시설이 1,604,647㎡, 녹지

공원이 1,283,737㎡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시설은 주차장 12개소를 비롯

하여 발전소, 변전소 등이 있다. 업종별 배치계획도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구분 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1단계
(반월공단)

2단계
(안산신도시)

시화1단계
(시화공단)

시화
MTV

송산
GC

시화
조력발전

면적
(㎢)

232.60 49.75 9.47 56.6 9.96 55.86 254㎿

사업비
(억원)

180,040 6,551 16,939 20,809 36,021 94,050 5,880

사업
기간

‘77～
’22

‘77～’93 ‘92～’09 ‘86～’10
‘02～
’16

‘07～
’2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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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화MTV 업종별 배치계획도

자료 : 시화MTV 분양 팜플렛(2014.4.21.)

또한 서울 도심에서 30km, 인천에서 20km 거리에 위치하고 다음 <표

4>와 같이 시화MTV의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되는 조건을 보면, 수도권

내 제조, 유통, 판매 등에 다른 지방의 산업단지 보다 유리한 입지에 위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시화MTV 기반시설 현황

도 로
· 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6차선), 신갈～안산고속도로(6차선),

시흥～안산고속도로(6차선), 시흥～평택고속도로
· 국도 : 42호선(인천～수원, 8차선), 39호선(신천동～안산, 6차선)

철 도 · 전철 : 수도권 4호선(오이도,안산～사당)

항 만 · 인천항(40㎞) : 하역능력 39,081천톤, 접안능력 58선좌

공 항 · 김포공항 50㎞, 인천국제공항 80㎞

용 수 · 시설용량 : 65천톤/일, 관로 : 9.6㎞, 가압장 : 1개소(69,000천톤/일)

전 력 · 공급능력 : 486MW (변전소 3개소)

통 신 · 5,600회선

환 경 · 하수종말처리장 : 73천톤/일(안산시 : 32천톤/일, 시흥시 : 41천톤/일)

자료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5호(20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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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

1. 지원용지의 개념과 공급방식

지원시설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곳

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관

리기본계획13)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14)

지원시설 입지 계획의 기본방향은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와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반기능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에 있다. 상술하면 산업단지 내

종사자의 여가활동과 쾌적한 근로환경에 적합한 후생복지 시설의 기준

및 위치를 설정하고, 입주기업과 관련된 공공행정시설과 산업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시설기준 및 위치를 설정하는데 있다.15) 따라

서 공급․처리기능, 생산시설기능 등 기능상 필요에 의해 분산해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이용의 효율성과 집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시설을 집중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파출소·주유소·종합

운동장·동사무소·소방소 및 변전소·공동폐수처리장·종합상가 등의 시설

은 분산하고, 나머지 지원시설은 집중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이다. 즉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각 지원기능에 따라 요구하는 입지조건이 다르므

로, 사업시행자는 각 지원시설의 특성을 살려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접근성·입지성·이용성이 양호한 지점에 집중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한돈근, 2015).

지원시설은 다음 <표 5>와 같이 공공지원시설, 생산지원시설, 후생복

지시설로 구분되며 공공지원시설은 행정·교육·금융·고용·의료 등으로 생

13) 산업단지는 공장·지식산업 관련시설·문화산업 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재활
용산업 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
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
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
團)의 토지인데, 이러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 바로 산
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다.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15)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 2011,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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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원시설은 정보처리·전시·유통 등으로 후생복지시설은 문화·관광·체

육·생활편의·복지회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5> 지원시설의 유형

자료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한편 산업단지의 공급방식은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추첨

방식에 따라 공급하나, 그 외 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즉 지원시설용지와 같이 판매시설용지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고 수분양자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16)는 경쟁입찰을 통해

1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시설용지인 경우에는 제외

유형 지원시설기능 지원시설

공공
지원시설

공공행정 동사무소, 파출소, 세무서, 세관, 고용노동부 사무소

관리운영 관리공단

우정․통신 우체국, 전신전화국

금융․보험 은행, 증권, 보험, 새마을금고

생산활동
지원시설

연구개발 생산 및 기술연구소, 기술정보센터, 정보처리센터

제품검사 수출품 및 공산품 검사소, 생필품 검사소

물류․창고 물류센터, 유통센터, 포장센터, 보세장치장, 일반창고

차량․운수 차량관련센터(정비소, 세차장, 부속상), 주유소, 화물 및 여객터미널

전시․판매 전문 전시장, 공동 판매장, 상설 전시장, 무역전시관

공급․처리 열병합 발전소, 변전소, 공동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장

생산시설 임대공장, 아파트형 공장

업무지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각종 협회, 업무지원센터

후생복지
지원시설

교육․연수 직업 훈련원, 근로 청소년학교, 기업공동 연수원

복지․후생 복지회관, 부녀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생활관, 탁아소, 유아원

주거 사원아파트, 근로임대아파트, 기숙사

의료․보건 보건지소, 의원, 산재병원, 일반병원, 종합병원

근린생활 생필품직매장, 종합상가,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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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되, 산업단지 내 기업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

시설용지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

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ㆍ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

설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추첨을 통해 공급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입지조건17)이 보다 우수한 필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

에도 이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어 단위 면적당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된다.

2. 시화MTV의 지원용지

시화MTV의 지원시설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시화MTV 지원시설 현황

용도구분 세부용도(시설명) 면 적(㎡) 대필지 수(개)

합 계 882,045 54

특정용도

소 계 272,888 17

한국산업기술대학 87,982 1

변전소 18,931 2

발전소 107,403 1

가스공급시설 13,200 1

주차장 45,372 12

일반용도

소계 609,157 37

유통판매 300,244 9

물류시설 64,968 4

주유소 8,178 5

환경센터 83,420 2

신재생에너지센터 6,600 1

기타지원 145,747 16(분양 시 분할)

자료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5호, 2014.4.28.

17) 입지조건이란 어떤 입지주체가 그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
건을 말하는 것으로, 최적입지 선정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자연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
회적 조건으로 분류하고 있다.(「부동산학 사전」, 부연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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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주로 다룰 부분은 바로 일반용도로 지정된 주유소와 기타

지원용지(이하 편의상 “지원용지”라 한다)이며, 대필지 16개는 분양 시

소필지로 분할하였다. 한편 시화MTV의 지원시설 세부 용도별로 입주가

능업종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시화MTV 지원용지 입주가능 업종

○ : 가능, △ : 일부가능, × : 불가능, *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구 분 지원시설 유통시설 주차장용지

주거군

단독주택 × × ×

공동주택 × × ×

기숙사 ○ × ×

판매군 및
업무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위락시설 × × ×

판매시설 △ △ △

숙박시설 × × ×

업무시설 ○ × ○

방송통신시설 △ × ×

문화군 및
복지군

문화 및 집회시설 △ × △

종교시설 × × ×

노유자시설 △ × ×

운동시설 ○ × ○

관광휴게시설 × × ×

장례식장 × × ×

산업군 및
업무군

운수시설 △ × △

자동차관련 시설 ○ △ ○

발전시설 × × ×

공 장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

창고시설 × ○ ×

방송통신시설 △ × ×

교육 및
의료군

의료시설 △ × ×

교육연구시설 ○ × ×

수련시설 × × ×

자료 : 시화MTV 지원용지 분양 팜플렛(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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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유흥시설을 제외한 일반적인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폭넓

은 업종이 입주 가능하게 됨으로써 분양성이 타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

보다 높아졌다. 이는 기존 시화나 반월산업단지 내 지원용지와는 차별화

된 것으로, 기존 산업단지는 각 필지에 대해 입주업종을 정해둔 반면, 시

화MTV의 경우에는 입주업종을 다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3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반월특수지역 내 시화MTV는 국가산업단지로, 기존에 분양된 산업용

지 근무자들을 위한 지원용지에 대한 수요는, 결국 해당 지역에서의 경

제활동에 대한 수요로 기업의 입지이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기업

이든 개인이든 결국 특정 지역에서 공간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어디에 입

지하여야 자신의 경제활동이 유지․발달할지에 대한 판단 후, 특정 필지

에 대한 분양계약체결이라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단지 공급에 대해 정책결정을 하는 정부나 실제 이를 조

성하는 사업시행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조성하려는 구역에서 향후 경제

활동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에 대한 공간 구성과 공급 시기에 대한 다

각적인 고려가 필요한데, 이 때 기본이 되는 이론이 바로 입지이론이다.

아래에서는 도시 및 지역경제, 그리고 개발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는 입

지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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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이론의 시초

경제활동의 입지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토지 위치에 따른 지대의 차이

에 대한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시한 경제지리학자인 튀넨(J.H. von

Thünen)의 입찰지대이론(bid-rent)이다. 튀넨은 이 이론을 통해 최초로

운송비가 농업 입지에 미치는 영향과 토지시장의 기능을 설명하였다. 그

는 1826년 저작 <고립국(The Isolated Sate)>을 통해 시장에서 가까울

수록 지대(rent)가 오르고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반면, 운송비는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므로 지대와 운송비 간에는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전

제로, 토지 소유자는 가장 높은 지대를 제시하는 농부에게 토지를 빌려

주고자 할 것이고, 농부는 자신의 생산자 잉여 이내에서 지대를 맞추고

자 하므로, 농부의 생산잉여에서 지대를 제할 경우 0이 되는 지점까지를

반경으로 하는 원형의 구역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설

명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농장물이 경쟁하다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

할 수 있는 작물이 농업입지를 지배하게 된다고 기술하였다.

튀넨의 모형은 생산요소나 재화의 가격, 운송비 변화를 고려하여 확장

할 수도 있으며,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 간 토지확보 경쟁이 발생

하는 경우도 설명할 수 있다. 즉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다른 작물보다 운송비용에 가장 민감하고 보다 높은 지대를 지불

할 수 있는 작물이 된다는 것이다.

2. 고전적 공업입지이론

튀넨의 이론 이후 많은 학자들이 도시 내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는 공

업입지를 본격적으로 제안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제학자 베버

(Alfred Weber)는 고전이론의 시초로 1909년 발표한 <공업입지론 Über

den Standort der Industrien>에서 최소비용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다른 생산여건이 동일하다면 최소 운송비용지점에 입지한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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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으로, 등운송비용선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베버는 운송비 외에 노

동비용과 집적이익 개념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입지결정에 운송비를 가

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최소 운송비 지점을 결정 후 다른 비용 절감

요인을 고려하였다. 즉 노동비용이 보다 저렴한 지점이나 집적이익을 얻

음으로써 최소운송비 지점까지의 운송비를 감안하고도 총비용이 낮다면

그 지점이 바로 최적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시장의 수요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운송비가 거리

에 정비례하고 노동력은 비유동적이면서 무한히 공급된다는 비현실적 가

설을 전제로 한 점으로 그 한계가 있다.

3. 중심지이론

한편 뢰쉬(August Lösch)는 시장의 수요를 주된 요인으로 본 최초의

경제학자로서 Weber의 최소비용이론을 비판하고 총소득이 최대인 지점

즉, 수요가 최대인 중심지점이야말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입지가 된다는

중심지이론을 1939년 저서 <Die räumliche Ordnung der Wirtschaft>에

서 주장하였다.

그는 생산비용이 일정하고 소비자들이 넓게 고루 퍼져 있다는 가정 하

에서, 소비시장과 생산공장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품가격이 상승하

므로 시장의 범위는 공장으로부터 일정 거리가 되어 수요가 더 이상 없

는 지점까지이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소비자를 위해 새로운 생산자

가 출현하여 한계지점을 차지하다 보면 결국 한계지점은 모두 사라지고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육각형 모습으로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공간에 따른 수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균등하다고 본 점은

현실과 매우 차이가 나며, 생산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점, 기업의 경쟁관

계나 연구개발에서의 협력, 시너지 효과 등 기업 간 상호작용을 배제한

점은 이 이론의 한계이다(고석찬, 2004).

다만 입지결정에 있어 수요 측면을 새롭게 부각시켜 기존의 최소비용

과 최대수요의 공간적 차이 간 상호의존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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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나올 통합 산업입지이론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

4. 통합 산업입지이론

기존의 두 이론을 최초로 통합한 사람은 그린허트(M. L. Greenhut)로

1956년 발표한 <Contacts in Site Selection : Factors which Influence

the Location of a Wood-Metal Pattern Shop and a Narrow Fabric

Mill>에서 운송비용과 다른 비용, 수요요소와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증대할 수 있는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입지결정 영향 여부를 분석하였

다.

한편 이때까지만 해도 주로 경제학자들이 입지이론을 발전해왔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지리학자들이 새로운 통합이론을 제시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스미스(David M. Smith)이다. 그는 Weber의 최

소비용이론과 Lösch의 최대수요이론을 통합한 산업입지이론을 1966년

Economic Geography에서 발표한 <A Theoretical Framework for

Geographical Studies of Industrial Location>란 논문을 통해 제시하였

다.

그는 먼저 고전적 공업입지론이 운송비용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했음을

지적하고, 모든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총비용(total cost) 개념을 도입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베버의 등운송비용선 기법을 활용해 등총비용선

을 설정하고, 총비용을 입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본비용과 지역적 차이

가 나는 입지비용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고홍, 2013).

그리고 시장과 공업입지 간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이윤이 감소하는

‘이윤의 공간적 한계(spatial margins to profitability)’라는 개념을 제시하

며 기업은 이윤이 나오는 곳이면 어디든 입지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완전경쟁이 불가능한 현실의 시장과, 공업입지 결정 시

항상 최대 효율을 추구하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국 최적지가 아닌 준최적(suboptimality)인 입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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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선 총비용 최소 지점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른 비용증가 상

황에 따른 비용의 합으로 공간비용곡선을 작성하고, 정부 지원정책, 대체

효과, 외부경제, 규모의 경제 등의 요인을 더하여 이윤의 공간한계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에 수요요인을 적용하고 제품가격과 입지비

용의 변화와 기업 간 경쟁 등을 포괄하여 앞의 모형에 통합함으로써 입

지가능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현실의 가변적인 입지 양상을 설명하면서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공업 종류나 시간 경과에 따

른 이윤의 공간적 한계의 차이나 그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

점으로 남는다(이희연, 1988).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그간의 산업단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업 입지 측면에서 산업단지별

가격이나 매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 또는 산업단

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제 입지 선택 시 중시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상업용지와 거의 유사

하게 판매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MTV 지원용지의 분양 영향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만 보는 것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용지인

상업용지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1. 상업용지 분양 영향 요인 연구

MTV 내 지원용지는 주점 등을 제외한 음식점, 판매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어 먼저 상업용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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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논의는 여러 지역의 상업용지를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필지의

입지특성이나 접근성이 분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

다.

최막중․박영규(1999)는 분당 신도시 내 상업용지 매각여부와 매각속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접면도로 최대폭과 공급시점은 매각속도에만 영향을 미치

고, 지하철과의 거리와 필지 개발가능면적은 매각과 매각속도에 모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공급시점이란 주택용지 분양 이

후 상업용지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공급시점이 늦어질수록 매각속도

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수요처인 주거기능 확보 이후 상업

기능이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을 입증하는 것으로, 상업용지 공급시

점 결정 시 주변 생활권 형성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접면도로수는 매각 여부와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박몽섭, 2013).

박은주(2000)는 회귀분석을 통해 매각과 매각속도에 미치는 변수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분당과 일산에서는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매각에, 평촌

의 경우 면적, 가격, 보행자도로 접면 여부가, 일산과 분당은 공급가격과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이 매각속도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김시백(2002)은 일산, 화정, 영통, 연수, 중동, 평촌, 둔산, 칠곡 등 전국

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를 대상으로 생존분석한 결과, 택지와

의 거리보다는 입지특성과 접근성이 분양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상업용지 보다는 중심상업용지나 근린상업지역일수록, 서울과 가까

울수록, 모도시의 인구규모와 같이 지역적, 거시적인 특성이 매각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경 외 2(2003)은 서울시 목동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 상업용지 매각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상업용지 100개 필

지를 대상으로 하여 특성감안가격함수(헤도닉) 모형과 인공 신경망 모형

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버스정류장 인접 필지일수록, 필지가 소형화 될

수록, 큰 길에 접할수록 그렇지 않은 필지보다 실제 매각가격이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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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용도지역을 주상복합으로 변경한 필지들이 타 용도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임희지․장경철․배웅규(2010)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6개 신도시

지역의 중심상업입지의 332개 획지를 대상으로 획지 내 건축물 개발특성

과의 관계를 살펴본 바, 획지규모와 도로폭, 접도여건과 상관관계가 있음

을 밝혀냈다.

한편 김혜원․최막중(2011)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가

격 변동성이 재개발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비록 재개발에

관한 연구라 할지라도 재개발 여부와 재개발 시기 단축요인은 기존 분

양 여부와 분양시기 단축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와도 유사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행연구로 참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총 2,835개의 필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별(상업, 제2종주거, 준주거 등), 지형조건(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별, 필지 형상(정방형,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 사

다리형, 기타)별 조건을 필지별로 구분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격 변동성이 커질수록 재개발 확률이 감소하여 재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상업용지는 주거용지보다 재개발 확률이 높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지형적으로는 경사도가 심할수록, 필지형상으로는 가로장방형이

정방형에 비해 재개발 가능성이 낮게 나왔다. 비록 재개발 연구는 기존

택지 분양요인 연구와는 다소 상이하나, 결국 재개발 가능성이나 분양

성공 가능성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분양 영향요인 연구

에 없던 필지 형상이나 지형 요인이라는 새로운 요인을 고려해 보았다

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박몽섭(2013)은 상업용지의 매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하였는

데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배치 형태가 선형이고 접면도로

폭이 좁을수록, 연면적이 적은 필지의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위와 같이 상업용지에 관한 연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상

업용지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종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

면, 상업용지의 매각가격이나 매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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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접면도로 폭과 수 등으로 귀결되는

교통편의성과, 필지의 면적, 가격, 형상 등으로 나타나는 필지 고유 속성

임을 알 수 있다.

2. 산업단지 분양 영향 요인 연구

한편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분양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개별 필지가

아닌 산업단지 간 비교를 통해 분양률이나 분양기간, 혹은 매각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을 회귀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가 대

부분이다.

먼저 한국토지공사(1996)에서는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25개의

산업단지별 분양 결정요인과 수요 측면에서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 분양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고전입지이론에 기인한

독립변수(원료 및 제품 운송비, 부지가격, 임금, 경기상황 등)와 종속변수

인 월별 분양율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원활히 진행되지 못

해 행태적 요인만 분석하였다. 행태적 입지이론에서 제시한 사항을 고려

하여 입주기업 대상 면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입주기업은 시장과 원

료 등의 접근성, 도로나 항만 등의 운송시설의 편리성 순으로 입지를 고

려한 것으로 나타났다(육근찬, 2012).

김유태(2002)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일반산업단지 158개에 대해 근

로자 밀도, 재정자립도, 경기종합지수 변수가 분양률에 미치는 요인을 회

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세 변수 모두 관련이 있다고 나왔으나 연구

대상을 일반산업단지에만 한정한 점과, 독립변수가 충분하지 않는 점에

서 아쉬움이 남는다.

공정식(2002)은 김포시 내 기업의 입지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

본 바, 지가(임대료), 주위의 쾌적한 환경, 교통 및 화물 운송 순으로 영

향력이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특히 입주시기에

따라 환경민원에 따른 영향력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서정은(2009)은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수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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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형을 제안하면서 분양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2003년부

터 2007년까지 20기 동안 14개 시․도(서울특별시, 울산시, 제주특별자치

구 제외)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별도로 구축한 패널데이터를 가지고 이

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교 졸업자 수, 도로 포

장율, 해당 지자체 산업용지 비율, 제조업생산성. 공원 면적, 1인당 지역

총생산(GRDP) 변수가 분양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종속변수로 시․도 단위의 일반산업단지만의 분양률을 사용함

으로써 타 산업단지를 제외하였다는 점과, 동일 단지 내 입지 선호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육근찬(2012)은 개별 단지의 분양소요기간과 입지 특성에 따른 분양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분양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대상을 모든 유형의

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하고,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분양이 개시되고 완료까지 된 93개의 단지 중 분양소요기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이항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양가격, 시장

접근성이 분양소요기간이 길어지게 하는 부의 효과(-)가 나타수록 분양

소요기간이 짧아지는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연

구는 비록 분양 개시시기가 해당 연구기간 안에 포함되더라도 일부 장기

미분양 용지가 남아있는 단지가 제외된 점과, 단지 내 필지에 대한 분양

영향요인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그 한계로 볼 수 있다.

한편 해외연구를 살펴보면 Hayter, R., R.(1998)는 기업의 입지 결정요

인으로 원재료 취득 용이성, 시장과의 접근성, 교통, 노동력 수급 용이성,

자본, 환경, 정부정책 등임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산업단지에 관한 연구는 개별 필지가 아닌 복수의 산업단지

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간 분양률이나 분양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선행연구가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했

다는 점은 본 연구와 다른 점이지만, 그래도 이 연구들에서 산업단지 분

양 영향요인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난 요인은 교통 접근성, 녹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단지 쾌적성 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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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 입주기업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

특정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면, 역으로 단지 개발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시 향후 산업단지의 분양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아 관

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미영(2008)은 경기도 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 계획 중인 복합도시 내 산업단지로의 입지결정을 전제로 입주 동

기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기업 별 6가지 요인 중 1순위부터 3순위를 선

택하게 하는 설문조사23)를 실시하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총 42,500여개의 제조업체 중 경기 북부와 남부 규모 비율에 따

라 샘플링을 하여 총 500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설문조사 응답률은

51%(256개사)였다. 순위 별 가중평균을 적용한 결과 선호도가 높은 입지

요소는 도로 등 접근성, 저렴한 지가, 시장 인접성, 주변 환경 쾌적성, 인

력확보 용이성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는 경기 북부지역 내 계획

중인 특정 산업단지로의 입주를 전제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므

로 일반적인 산업단지 입주 선호 요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가중평균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신미경(2012)은 인천서부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임의로 추출한 95개

사에 대한 시장 접근성, 노동력 확보, 교통 접근성, 원료휙득, 정부정책,

지대, 집적경제, 환경요인에 대하여 입주요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원자재의 획득 용이성, 집적의 경제효과, 저가의 지가(임

대료)에서 만족도를 느꼈으며, 교통접근성과 주변환경, 노동력의 수급 상

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회사 규모

나 입주기간, 소유 형태 차이에 따라 입주요인과 문제점 인식에서는 다

르게 나타났다.

조기술(2012)는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1단지 중 지식산

2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원도시사업으로 시행할
“자유도시 산업단지 수요추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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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센터와 일반공장 건축물 40개동 290여개 입주기업 직원 1,651명에 대

한 교통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각 세부 요인별 교통만족

도 영향요인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통 만족도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로, 대중교통, 보행만족도 순으로 나타났

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포함한 교통접근성, 쾌적한 환경 요인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일종의 피드백으로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만족도 결과를 참고한다면,

필지 공급 시 해당 요인들이 분양성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짐작할 수 있다.

4. 산업용지 가격 영향 요인 연구

산업용지가 조성원가로 공급됨으로써 기업의 입지수요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점에서 분양가격 차별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이는 결국

산업단지 내 필지별 입지여건에 따른 분양성의 차등에서 기인하므로 필

지별 분양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장인석․이현주(2009)는 2007년 3월 기준 한국토지공사에서 준공한 41

개의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분양률, 분양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도시와의 거리로 도시와의 접근성을, 철도나 공항 등과의 거리로

교통시설의 편의성을, 그리고 면적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헤도닉 가격모

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통편의성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심재헌(2012)은 입지 특성에 근거한 산업시설용지 가격형성 요인을 규

명하면서 개별 필지와 간선도로까지의 최단거리, 용도지역 등 필지 자체

변수를 선정하였다. 전문가 24명을 패널로 선정 후 델파이 조사로 12가

지 입지요인을 선정 후 297필지에 대해 SVR(Support Vector

Regreession) 및 신경망 모형을 구축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

과 두 모형 모두 지가에 대한 예측력이 유사하게 나왔다.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Kowalski J. G. & Paraskevopoulo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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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90)는 디트로이트 교외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가시성, 전면도로 폭,

부지면적, 경기침체, 매립지 조성 가능성 등 미시적인 입지 특성이 산업

용지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헤도닉 연구모형으로 검증하였다,

Guntermann, K. L.(1995)은 폐기물 매립지 형태(개방형, 밀폐형)별 산

업용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헤도닉 연구모형으로 검증하였다. 폐기물

매립지 인접성, 매립지 유형, 고속도로와 공항과의 접근성, 철도시설 이

용 가능 여부, 필지 면적, 하천 인접성, 거래 시기 등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밀폐되지 않은 매립지는 필지 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밀폐

된 매립지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ockwood, L. J. & Rutherford, R. C.(1996)는 물리적 특성(부지면적,

산업 및 업무용 면적), 시장지역요인(지역고용률, 지역소득, 지역총생산

액), 입지요인(도심, 철도, 공항, 주요 도로와의 거리)별 산업용지 가격

결정요인 영향에 대해 선형구조관계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Saz-Salazar, S. D. & Garcia-Menedez, L.(2005)는 산업용지 공급 주

체, 필지면적, 고속도로, 도심 및 주도와의 거리, 개발밀도, 경기침체기,

지역인구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급한 산업요지 간 가격 차이 요인

을 헤도닉 연구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위 연구들은 산업용지의 개별 필지별 입지여건이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로 등과의 최단거리로 교통 편의성을,

그리고 공급시기로 경기여건을, 매립지 여부 등 환경여건을 산업용지 개

별 필지별 가격 차등요인으로 파악하였다.

5. 거시경제지표의 분양 영향 연구

한편 거시경제 등 외부영향에 의한 분양 여부를 고려한 연구들을 통해

미분양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들도 나타나는데, 특히 아파트에 대한

전국적 측면의 거시적인 영향요인과 지역 내에 한정한 미시적인 영향요

인을 시계열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정창무․김지순(2005)은 주택시장에 대한 거시경제 측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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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기 위해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금리,

환율 등의 거시경제 지표, 주택정책 등을 활용하였는데, 서울시에 한정하

였고 지역적 영향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김홍규(2005)는 거시경제지표와 민간 아파트 미분양과의 관계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분양률을 종속변수로, 종합주가지수

(KOSPI), 주택가격지수, 생활물가지수, 채권수익률,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VAR모형을 통해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대한 미분양

률의 변동성을 확인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분양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확인해야 할 거시경제지표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

다. 그러나 거시경제지표 외에 미분양에 영향력이 큰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여 설명력이 낮은 한계가 있다.

김중규(2011)은 유동성과 금리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종합주가지수(KOSPI)가 아파트 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백민석․신종칠(2011)은 수도권 지역 내 아파트 초기계약률 결정요인

으로 아파트의 특성과 분양 당시 거시환경특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상관분석을 통해 종합주가지수, 주택가격지수가 주택의 초기분양률

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으나, 다중공선성의 문

제로 종합주가지수 대신 주택가격지수를 거시환경특성변수로 활용하였

다.

이태리(2015)는 경기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중 콜금리가 반응하고 금리

가 오르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부(-)의 영향을 미치나, 이로 인해 거시

경제 변동성에 또한 영향을 미쳐 다시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

하였다.

위 연구들은 주택의 미분양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해보

고자 한 연구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아파트 분양 또는 가격에 금

리와 종합주가지수 등을 거시경제와 관련한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하였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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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산업단지 간,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간, 택

지나 아파트 간, 상업용지 간에 대한 선행연구는 있어도 산업단지 내 지

원용지 분양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은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로,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와 달리 단지사

업시행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최고가로 입찰하

는 자에게 분양되는 용지이다.

지원용지가 사업시행자에게도 수익성 용지이지만 수요자인 수분양자에

게도 밀집․조성된 산업단지 내 공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사

업 수익을 기대하고 분양받는 용지로, 상업용지나 택지, 아파트의 개발사

업자와 분양자와 같이 수익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지원용지와 상업용지

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단지 분양이나 가격 차별

화에 관한 선행연구 외에, 다양한 수익성 용지의 분양이나 가격 등에 미

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지원용

지 분양 영향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다양한 연구대상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동향을 살펴

본 결과 다양한 변수들이 분석되었는데, 이를 본 연구의 연구방향에 맞

게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용도지역, 필지 크기, 형상,

가격 등 필지별 특성 요인과, 주거지, 산업용지, 공원녹지 등 필지 주위

환경 요인, 그리고 필지에 접한 도로 수나 도로 폭, 버스나 지하철 정거

장과 같은 대중교통과의 접근 편의성이, 마지막으로 금리나 종합주가지

수(KOSPI) 등 거시경제 요인 역시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변수를 고려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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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존 연구 동향

저자 종속변수
독립변수

분석방법
필지특성 환경편의 교통편의 외부요인

김시백 분양기간

용도지역
필지크기
단위 면적
당 공급가
격

주거지로부터의
거리
공원으로부터의
거리

교통시설로부
터의 거리
접면도로수
최대접면도로
폭
보행자도로
유무

매각시기,
주거지 개
발률, 경제
성장률

생존분석

박몽섭 매각여부

공시지가
선형배치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접면도로 수,
최대폭, 보행
자도로 접면
여부

다변량 회
귀분석

이상경
외 2

매각가격
필지규모
용도지역

공원과의 거리

도로 크기,
지하철․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헤도닉
인 공신 경
망

박영규
최막중

분양여부
분양기간

필지크기 C/R

지하철과의
거리, 접면도
로수, 접면도
로 폭, 보행
자도로 여부

공급시기 회귀분석

김혜원
최막중

재개발기
간

재개발여
부

가격변동
성, 용도지
역, 지형조
건, 필지형
상

생존분석

Roger
Hayter

입지결정 자본

시장과 접근성
원재료, 노동력
수급 용이성, 환
경

교통 정부정책

공정식 입지결정 지가 환경 교통 설문조사

서정은 분양률

분양가
토지이용
현황, 미분
양면적

산업용지비율 ,
대학교 졸업자
수, 제조업 생산
성, 공원면적, 주
택매매가지수 ,
지역총생산

도로포장률

수도권 제
조업 종
사자수, 지
방이전 수

육근찬 분양기간
가격,
입지 경쟁
력, 사업성

보육시설 수, 의
사수, 문화시설
수, 녹지비율, 시
장접근성, 지역
성장성, 산업용
지 수요 등

도로포장률 회귀분석

이미영
산업단지
입주기업

저렴한 지가, 시
장 인접성, 주변

도로 등 접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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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환경 쾌적성, 인
력확보 용이성

신미경
지가(임대
료)

원자재의 획득
용이성, 집적의
경제효과, 주변
환경, 노동력 수
급, 정부지원

교통 접근성

Kowals
ki 외 1

매각가격

부지면적
고속도로 가
시성, 전면도
로 폭

경기침체 헤도닉

Gunter
mann

필지 면적
폐기물 매립지
․하천 인접성

고속도로․공
항․철도 접
근성

거래시기 헤도닉

Lockw
ood 외
1

부지면적,
산업 및
업무용 면
적

지역고용률, 지
역소득, 지역총
생산

도심, 철도,
공항, 주요도
로와의 거리

선 형구 조
관계모형

Sa laz r
외 1

필지면적
개발밀도, 지역
인구

고속도로, 도
심, 주도와의
거리

경기침체
기

헤도닉 가
격모형

심재헌

단지면적,
주변토지
이용, 용도
지역, 고
도, 간선도
로거리

용지수요, 제조
업종사자수, 제
조업부가가치

고속도로, 철
도, 항만, 물
류시설과의
거리

델 파 이 ,
SVR모형

장인석,
이현주

분양가격
분양률

수도권․ 모도시
와의 거리, 기업
수, 산업시설 면
적, 생산가능인
구, 지역총생산

철도역․공
항․항만과의
거리

헤도닉 가
격모형

정창무
김지순

미분양
아파트

아파트 매
매가격지
수

금리, 환
율, 정책

김홍규
미분양
아파트율

아파트매
매가격지
수

노동가능인구

K O S P I ,
채권수익
률, 소비자
물가지수,
금리

김중규
아파트
가격

K O S P I ,
주택담보
대출금리

이태리
주택매매
가격

콜금리, 인
플레이션 ,
총 생 산 ,
LTV

동 적일 반
화 최소 자
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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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의 설계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산업 및 상업용지 등 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양영향요인들이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 분양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이

며,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보면 산업단지

별 비교를 통한 영향요인이나 상업용지 필지별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

만 있을 뿐,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 필지별 분양에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의 필

지별 특성을 구체화하여 각 필지 여건에 따른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파

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분석틀

연구문제는 “입지이론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인들이 산업

단지 내 지원용지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그림 3]과 같이 기업입지이론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

한 영향요인들을 필지 속성변수와 교통편의성 변수, 환경편의성 변수, 환

경편의성 변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분양 공고 당시 대외 경제여건, 산업단지로의 공장 입주율, 그리고 감정

평가를 통해 영향요인이 일부 반영되었을 단위면적당 감정평가금액(공고

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통제함으로써, 세 분류의 영향요인이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 분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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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념적 분석틀

3. 연구의 대상과 범위

K-water가 수행한 단지사업은 여수, 구미 등에도 있으나 공고 시기가

상당히 오래되어 구체적인 필지별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아직 조

성중이거나 출시하였어도 공고된 필지 수가 적어 연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제외하였다.

반면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MTV의 경우 이미 산업용지 분양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산업단지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용지 분양이 2013

년부터 2015년 말까지 진행하여 최초 분양 시 입찰로 진행한 93개 필지

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연구대상인 지원용지는 기타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이

다. 상업용지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용지 중 하나로 조성원가보다

높은 금액인 감정평가금액으로 예비가격이 설정되고, 입찰을 통해 공개

된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이다.

법령에 따라 수익성 용지는 2회 입찰 공고 후 미분양 시 예비가격으로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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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선정

1. 종속변수

그간 입지이론에 기해 여러 산업단지를 비교하며 각 산업단지의 분양

률이나 분양 소요기간을 종속변수로 둔 선행연구24)가 있었으나, 해당 연

구들은 기본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첨에 의한 계약자를 선정하는

산업용지에 관한 연구로 본 연구의 대상과는 성격이 상이하다. 비록 산

업단지에 포함된 필지이더라도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지원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필지

별 속성에 따른 분양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상업용지 선행연구25)에서

선정한 종속변수인 분양 여부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와 다른 점은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당시 입찰이든 수의

계약이든 최종적으로 분양이 완료된 여부만을 기초로 분양 여부를 나누

었다면, 필지별로 분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보다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첫 입찰 시 분양이 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양된

필지를 1, 미분양된 필지를 0으로 표시하였다.

여기에서 첫 분양 입찰 당시를 기준으로 종속변수를 선정한 사유는,

최초 분양 공고 시 미분양 된 필지는 한 번 더 공개 경쟁입찰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 때문이

다. 즉 동시에 공고된 필지 중 어떤 필지는 분양이 바로 되고, 어떤 필지

는 잇따른 재공고를 통해 분양이 된다면, 당연히 최초 입찰시 분양된 필

지가 분양성 면에서는 다른 필지들 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1회 입찰 시 분양된 필지와 2회 입찰 내지는 수의분양 시 분

양한 필지 간에는 상기 분양 영향요인 외에, 분양을 위한 홍보활동의 차

24) 공정식(2002), 이한일․이번송(2002), 서정은(2009), 육근찬(2013), 장인석․이현주

(2009)
25) 박몽섭(2013), 이상경 외 2(2003), 최박중․박영규(1999)는 상업용지 분양 영향요인을
연구하며 종속변수를 “매각 여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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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지별 분양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서는 첫 입찰 성공 여부로 종속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참고로 김시백(1999), 최박중․박영규(2002), 육근찬(2012) 등의 선행연

구와 같이 종속변수를 출시 이후 계약이 될 때까지의 분양기간으로 선정

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위와 같이 홍보 등으로 분양기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분양될 때까지의 기간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유찰 후 분양 담당

부서가 높은 경쟁률이나 입찰가격을 기대하여 분양이 가능함에도 출시를

일부러 늦추거나, 아예 1차 분양부터 공고기간을 장기간으로 공고하여

마케팅 시간이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등 담당자 임의적인 업무처리 부분

이 개입될 수도 있고, 회사 자금 사정 곤란이나 기타 정무적 판단 등에

따라 무리한 선 분양으로 인하여 분양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외환경변수로 통제할 수 없는 세계적인 불경기 등 예측 불

가의 경제여건의 변화가 분양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였기 때문이다.

한편 종속변수를 공고횟수로 하는 부분 역시 분양기간의 문제점과 같

아 배제하였다. 특히 공고횟수를 적게 하거나 많이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점과, 2회 입찰 공고 후에도 미분양 시에는 수의공고를 통하여

수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결국 분양기간과 비례적이게 될 수

있어 출시횟수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유로 분양담당자나 부서의 재량 등을 최대한 배제하고 필

지별 고유 영향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용지 첫 입찰 시 필지

별 분양 여부로 종속변수를 선정하였다.

<표 9> 종속변수

구분 변수 측정지표 척도

종속변수 최초 공고 시 분양 여부 분양성 확인 1: 분양, 0: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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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1) 필지속성

1) 토지사용가능시기

이 변수는 본 연구대상인 시화MTV 지원용지 분양이 토지 조성 중에

이루어진다(이하 토지 조성 전 분양을 “선분양”으로 한다)는 사실을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 고유로 넣은 변수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

미리 분양을 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분양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분양으로 인해 최초 입찰 공고 당시 기준, 실제 토지

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최대 3년 이내로 사용가능한 필지로 나누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사용가능시기가 가까울수록 분양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변수로 삼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필지별로

공고 시 제시한 토지사용가능시기와 실제 분양계약 체결일과의 기간 차

이를 산정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찾기

힘들었지만, K-water처럼 선분양을 통해 토지사용시기 제한을 받는 필

지 분양을 널리 시행하는 경우, 이 변수를 분양 영향요인으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선정하였다.

2) 필지형상

이 변수는 산업 또는 상업용지 분양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다루

어지지 않았지만, 재개발 관련 선행연구(김헤원․최막중, 2011)에서 택지

와 함께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필지의 고저와 형상(정방형, 장방형) 등 물

리적 특성에 기반한 변수를 선정한 바 있다. 결국 재개발이든 신규 분양

이든 필지 속성이 해당 필지의 가치를 좌우하는가에 대한 맥락을 고려,

지원용지 분양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참작하였다. 또한 필지 형

상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실무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필지가 4각형에 준한다고 본다면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비율이 1:2가 가급적 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

서 착안하여 해당 변수를 이 연구의 독립변수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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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편의

입지이론에서 최적 입지란 운송비 최소화가 되는 곳을 주장한 튀넨 이

후 총비용 최소화와 총수익 극대화가 되는 곳으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논의에 저변에 깔린 입지선정의 주요 요소가 바로 교통편의성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그 연구대상이 산업단지건 상업용지건 간에 분양률이나 분양

가격, 만족도26) 등을 살펴보면서, 도로 수․규모, 고속도로․공항․항만

등 광역교통시설이나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결성 등을

교통편의성 변수로 삼은 점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이 연구의 대상인 지원용지의 경우, 속성상 상업용지에 유사하

고, 주 고객인 산업용지 근로자나 인근 주거용지에서 지원용지로의 출퇴

근 등 물류와 인력이 MTV 단지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교

통편의성이 높을수록 분양이 잘 될 것으로 보아 기존 상업용지 분양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된 교통편의성 관련 변수들을 본 연

구에서도 활용하기로 하였다.

1) 접면도로 수

필지에 접하는 도로 수가 많을수록 해당 필지의 교통편의성이 높아져

분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선행연구(최막중․박영규, 1999;

김시백, 2002)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필지 접면도로 수를 교통편

의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2) 접면도로 최대 규모

필지에 접면한 도로 폭이 클수록 필지의 접근성이나 가치가 높아져 분

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접면도로 수와 함께 접면도로

최대폭을 연구한 상기 연구 외에, 상업용지 접면도로 최대 폭만을 고려

한 선행연구(이상경 외 2, 2003; 박몽섭, 2013)와, 산업단지의 필지별 가

격차별화 요인으로 접면도로 최대 폭을 살펴본 Kowalski, J. G. &

Paraskevopoulos C. C.(1990)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필지별

접면도로 최대 규모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한 선행연

구의 변수 구성을 살펴보면 접면도로 최대 폭27) 또는 접면도로 세분

26) 이미영(2008), 신미경(2012), 조기술(2012) 모두 교통 편의성이 입주기업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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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28) 등으로 도로 규모를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접면도로 규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2차선, 3차선, 4차선, 6차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3) 버스정거장과의 거리

선행연구에서는 교통편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 중 하나로 산업단지

와 공항, 고속도로 진입로, 철도 등 광역 교통망과의 최단거리를 선정하

거나(심재헌, 2012; 장인석․이현주, 2009; Guntermann, K. L., 1995;

Lockwood, L. J. & Rutherford, R. C., 1996, Saz-Salazar, S. D. &

Garcia-Mendez, L., 2005), 버스나 지하철역과의 거리로 측정하거나(최막

중․박영규, 1999; 이상경 외 2, 2003), 지하철 접근성과 산업단지 입주기

업 만족도를 조사한 경우(조기술, 2012)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MTV라는 같은 단지 내 입지하고 있는 개별 필지에 영

향을 미치는 교통편의성을 확인하고자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보다는, 단

지 내부 필지별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교통영향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버스정거장의 위치와 각 필지 간 최단거리를 변수로 정하

였다.

(3) 환경편의

필지 주위 여건에 따라 분양성이 달라질 것으로 본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필지와 해당 환경편의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분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이 변수를 선정하였다. 비단 쾌적한

환경 여건을 확인하기 위한 공원녹지 뿐만 아니라, 입지이론에 따라 지

원용지로의 노동력 공급과 관련한 주거용지와의 거리 및 산업단지 내 지

원용지 성격에 맞게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산업용지와의 최단거리를 망

라하여 환경편의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토지이

용계획도 상 각 지원용지 필지별로 각 용지와의 최단거리를 구하였다.

27) 접면도로 최대 폭 연구 : 김시백(2002), 박몽섭(2013), 최막중․박영규(1999)
28) 접면도로 세분류 연구 : 이상경 외 2(2003)은 중로, 광로로 총 2종류로, 임희지(2010)
외 2는 40m 이상, 20m 이상, 10m 이상, 그 이하로 총 4종류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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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녹지와의 거리

먼저 쾌적한 환경요인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미영, 2008; 신미경, 2012)가 있으며, 여

러 산업단지 간의 분양성을 비교하면서 각 산업단지 별 녹지 면적(서정

은, 2009)이나 녹지 비중을 살펴본 연구(Hayter, R.; 1998, 공정식, 2002;

육근찬, 2012), 상업용지 분양성 관련 공원과의 거리를 살펴본 연구(김시

백, 2002; 이상경 외 2, 2003)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필지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공원․녹지간의 거리를

살펴봄으로써 필지 주변 환경이 분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로 한다.

2) 산업용지와의 거리

입지이론의 시초인 튀넨이나 산업입지이론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베버

도 시장과의 거리를 중요한 입지조건으로 보아왔으며 실제 산업단지나

택지 개발계획 수립 시, 수요처이자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주변 도심 등

에 대한 부분을 사업시행자 역시 중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산업용

지 비율(서정은, 2009), 산업용지 수요(육근찬, 2012), 시장인접성(이미영,

2008), 단지면적(심재헌, 2012), 수도권․모도시와의 거리와 기업수, 산업

시설 면적, 생산가능 인구 등을 고려한 연구(장인석․이현주, 2009) 등

배후시장과 분양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다.

특히 본 연구대상인 지원용지는 MTV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 그 근

로자 등을 주된 고객으로 삼는 업종이 입주하는 용지로, MTV 단지 내

지원용지 각 필지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산업용지와의 거리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분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3) 주거용지와의 거리

선행연구에서는 노동력 수급 측면에서 주거용지와의 거리를 직․간접

적으로 다루었다. 상업용지 분양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용지와의 거

리를 선정한 연구(김시백, 2002)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만족도에 노동

력의 원활한 수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연구(신미경, 2002), 생산가능인

구수(장인석․이현주, 2009), 제조업종사자수(심재헌, 2012), 인구 수

(Saz-Salazr, S. D. & Garcia-Mendez, L., 2005)의 연구에서 노동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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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능성을 산업용지의 분양성과 연계하였다.

그리고 시화MTV 산업단지 내 주거용지의 규모나 입지는 개발계획 수

립 시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지원용지 등에서 경제활동을 새로 하게 되는

예상 인구(노동력)를 기준으로 계획된 것으로. 지원용지 노동력 수급의

원활함의 지표로서 본 변수를 환경편의성 변수로 선정하였다.

3. 통제변수

(1) 단위면적당 분양금액

필지의 가격은 면적에 비례하므로 공고 시 제시된 필지별 가격을 필지

면적으로 나눈 단위 면적당 분양금액으로 가격 요인을 통제하고자 하였

다.

이 변수를 통제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인 지원용지는 수익성 용지

로 「산업단지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

해 분양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감정평사가가 필지별 주위 여건이나

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분양성이 좋은 필지는 상대적으로 단위면적

당 금액을 높게 책정하고, 그렇지 않은 필지는 금액을 낮게 책정한다. 그

리고 입찰 과정에서도 감정금액 이상으로 입찰하여 최고가로 투찰한 입

찰자가 계약자로 결정되는데, 입찰자 역시 해당 필지의 여러 가지 여건

을 두루 살펴 입찰금액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미 단위면적당 가격은 분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감안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즉 감정인과

입찰자 모두 각자 수많은 요인에 대해 검토하여 가격을 결정하며, 이런

영향요인들을 모두 구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독립변수가 얼마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위면

적당 금액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러 여건을 종합하여 분양성이 좋아 단위면적당 가격이 높게 책

정된 경우, 어느 정도 분양가격이 상승되면 분양에는 부(-)의 효과가 미

칠 수도 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입지의 필지더라도 지나

치게 고가의 금액이라면 입찰을 포기할 수도 있기에, 이 연구에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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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는 단위면적당 가

격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독립변수들의 분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고자 한다.

(2) 공장등록률

입지이론 중 중심지 이론과 같이 최대수요를 발생하는 지점에 기업이

입지한다는 맥락에서 보면, 산업단지 내 공장 근로자나 기업체를 위한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지원용지의 경우, 산업단지가 실제 가동될수록 그

수요가 올라간다고 예상할 수 있다. 즉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양이 완

료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공장이 실제로 들어

올수록 근로자를 위한 식당, 슈퍼, 병원, 주유소 등이 들어올 수 있는 지

원용지 수요가 증가하여 분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공장등록률 또는 산업단지 입주율에 대한 분양성

연구는 나타나진 않았으나, 신도시 형성과정에서 상업용지의 배후지로서

주거용지의 입주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상업용지 분양 시기

를 늦춘 경우에는 입지이론의 맥락과 같이 상업용지 매각이 빨리 이루어

진다는 연구(박영규 최막중․박영규, 1999)가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간

비교를 통해 산업용지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산업용지 비

율을 검토한 연구(서정은, 2009) 및 산업시설 면적을 산업용지 가격 차별

화 요인으로 본 연구(장인석․이현주, 2009) 등을 보건대, 산업단지별 분

양 차등 원인으로 산업용지 규모나 필지 면적을 고려한 선행연구는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착은하여 새로운 변수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이 MTV라는 단일한 산업단지에 국한되고, 산업

용지가 아닌 산업용지 주변 지원용지의 분양성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

이다. 특히 입찰 공고 시기별 지원용지에 대한 시장 규모 변화 내지는

수요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변수를 통제해야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원

용지 최초 입찰일별로 MTV 산업용지 분양을 받은 업체(지원용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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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산업용지는 98% 기분양) 중 공장을 세우기 위해 사업단지 관리주

체인 산업단지공단에 신고한 업체 수에 대한 비율인 공장등록률을 선정

하였다. 이를 통해 각 입찰 시기별 지원용지에 대한 수요 변화를 통제하

여 각 독립변수의 분양 영향 여부를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

선행연구에서 거시경제지표를 고려한 경우는 아파트 가격과 관련한 연

구에 집중되어 있다. 거시경제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주로 활용한 것은

종합주가지수, 주택가격지수, 채권수익률, 금리, 환율 등이다. 관련 연구

를 종합하면 종합주가지수와 미분양률(김홍규, 2005), 콜금리 및 종합주

가지수와 아파트 가격(김중규, 2011; 이태리, 2015), 주택가격지수와 아파

트 초기 분양률(백민석․신종칠, 2011)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면 증권 또는 금융시장에 투

자가 몰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물투자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쏟아지

는 현상을 설명한다.

그런데 선행연구의 대상인 아파트는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 목적 외에

실거주의 목적에서도 그 수요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한

지원용지와는 수요 목적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차이는 지

원용지 분양 수요를 결정하는 투자자들이 거시경제상황을 아파트 분양시

보다 더 고려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입찰 시기별

거시경제여건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러 거시경제지표 중 한국은행 콜금리와 한국거래소의 종

합주가지수 간 다중공선성을 고려, 보다 많은 유의한 선행연구가 있는

종합주가지수를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상술한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 분양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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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변수표

구분 변수 측정지표 척도

종속

변수
분양 여부 분양성 확인 1:분양, 0:미분양

독립

변수

필지특성

토지사용
가능시기

토지사용가능일수에 따른 
분양성 확인

최초 출시일 기
준 토지사용가능
일까지의 일수

모양 토지모양에 따른 분양성 
확인 1:13

교통편의

접면도로 
수

도로수에 따른 분양성 확
인 갯수

접면도로 
최대규모

연접한 도로 중 규모가 가
장 큰 도로의 분양성 확인 차선수

버스정류장
과의 거리

대중교통 접근성에 따른 
분양성 확인 km

환경편의

녹지․공원
과의 거리

공원, 녹지와의 접근성에 
따른 분양성 확인 km

주거용지와
의 거리

거주지와의 접근성에 따른 
분양성 확인 km

산업용지와
의 거리

산업용지 접근성에 따른 
분양성 확인 km

통제

변수

필지여건 ㎡당 가격 단위 면적당 가격별 분양 
영향 통제 천원/㎡

단지여건 공장입주율 분양 당시 MTV산업단지 
입주 상황 통제

공장등록업체수/
분 양 업 체 수 
×100

경제여건 KOSPI 분양 당시 경제상황 통제 한국주식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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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1. 연구가설의 설정

<연구가설1> 필지 자체 속성이 지원용지의 분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1-1] 필지의 사용가능기간이 짧을수록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2] 필지형상이 정뱡형일수록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지이론 및 선행연구를 보면 산업용지든 상업용지든 분양성은 해당

필지가 갖는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 역시 필지별 고유의 특성에 따라

분양성이 달라진다고 보고 필지의 토지사용가능기간이 짧을수록, 필지

형상이 정방형일수록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세부가설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사용가능시기는 입찰마감일로부터 공고문에 표시된 필지별 토

지사용 가능시기까지의 기간으로 측정하였고, 필지 형상은 필지의 가장

짧은 변 대비 가장 긴 변 비율로 산정하였다.

<연구가설2> 필지 주위 교통 편의성이 지원용지 분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필지에 붙은 도로가 많을수록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필지에 붙은 도로의 규모가 클수록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필지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9 -

필지의 분양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교통편의성이다. 입지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튀넨부터 고전 입지이론과 통합이론까지 입지 결

정요인 중 운반비를 고려하는 교통편의성 부분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먼저 선행연구(최박중․박영규, 1999)에 접면도로 중 최대폭과 연접도

로 수를 모두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각 요인 중 어떤 것이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필지에 접한 도로

의 총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필지에 접한 도로의 최대 규모(2차선,

4차선, 6차선)가 커질수록 분양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선정하였다.

도로 수와 도로 최대 규모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어 두 가설 모두를

채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산업단지 입주기업 만족도가 높

다는 선행연구(조기술, 2012)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가

까울수록 상업용지 매각(기간)에 유리하다는 연구(최막중, 1999; 박은주,

2000; 김시백, 2002; 이상경 외 2, 2003; 박몽섭, 2013)을 참고하여, 필지

와 버스정류장과의 최단거리가 짧을수록 분양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설

정하였다.

또한 현재 MTV 내 지하철 건설 계획은 없고, 토지이용계획에 명시된

버스정류장 위치는 나와 있으므로, 교통편의성의 세부가설로 버스정류장

과의 최단거리 가설을 선정하였다.

<연구가설 3> 필지에서부터 편의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원용지

분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공원․녹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산업용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3-3] 주거용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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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지원용지 개별 필지 분양은 일반적인 규격화된 제품과 달

리 주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같은 크기, 같은 비율, 같은 세부용도, 같은 토지사용시기 등 필지

의 고유 속성이 같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가 산업단지 내 위치한 장소와

그 주위 여건에 따라 지원용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는 아무래도 주위 환경이 편리하고 양호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보

다 해당 지원용지에서의 경제활동이나 거래 등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매

수자들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산업단지가 거대화 되고 집적화 되면서 단지 내 지원용지 역시 다량으

로 공급, 배치되는데, 이 때 입지선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바로 주

위 환경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단지별 분양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편의성 가설로

기존 선행연구(서정은, 2009; 육근찬, 2012)에서 활용한 공원면적이나 녹

지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필지와 공원․녹지와의 최단거리가 가까

울수록 분양성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환경편의성의 세부가설로 선

정하였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최대 한계점까지 입지할 수 있다는 입지이론 및

산업용지 만족도 요인으로 시장 인접성을 살핀 선행연구(이미영, 2008)

나 노동력과 접근성을 산업단지 분양성 요인으로 본 선행연구(Hayter,

R., 1998)에 따라, 지원기능의 수요처인 산업용지와 필지와의 최단거리,

그리고 지원용지 근로자가 쉽게 공급될 수 있는 주거용지와의 최단거리

를 각각 측정하여 필지 주위 환경 편의성이 분양성에 미치는 관계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즉 지원용지 자체가 주변 산업용지를 일종의 배후지로 하는 상권을 형

성하는 것으로 보고, 분양 시기도 지원용지는 산업용지 분양 이후에 후

속적으로 따라간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는 상업용지가 배후 주거지를

기반으로 하는 상권이 되므로 상업용지 수요는 주거용지 규모로, 그리고

공급은 동일 상권에 입지하는 상업시설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최막중․

박영규, 1999)는 점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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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업용지 연구에서 주거용지를 수요처로 보는 것과 달리, 본 연

구에서는 주거용지를 지원시설의 영업을 위한 수요처가 아니라, 지원시

설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터전으로 일종의 노동력 공급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산업단지 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지원용지를 분양받

는 매수인이 지원용지에서 근로할 노동자의 주거지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매수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각 필지의 특성, 교통편의성,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첫

분양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 사이의 관계

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로, 기본적인 분석모형은 아

래와 같다.

[그림 4]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모형

    
  



 +

 = 분양 여부 (=1 또는 =0)

 = 상수

 = 회귀계수

 = 필지 사용가능기간, 필지 형상, 접면도로 수, 접면도로 최대규모,

버스정류장까지의 최단거리, 녹지․공원까지의 최단거리, 산업용

지까지의 최단거리, 주거용지와의 최단거리, ㎡당 공고가격,

KOSPI, 공장등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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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회귀식을 통해 독립변수인 필지속성, 교통편의성, 환경편의성이

종속변수인 분양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회귀계수를 통

해 다른 통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에 해당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총 93개의 필지를 출시해 첫 공고 시 분양되

었는지를 확인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첫 분

양 시 분양이 되는 토지의 분양 영향요인을 살펴본다.

3. 분석방법

지원용지가 첫 입찰에서 분양에 성공한 필지와 그렇지 않은 필지 간

특성이 분양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모형을 이

항 로지스틱 회귀모델(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로 설정하였다.

즉 종속변수인 분양 여부를 0과 1로 코딩하여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   ⋯ 에 따라 분양될 확률이 분양되지 않을 확률보다 얼

마나 높은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회귀분석이란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와 1차적 선형 관계를 도출

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또는 예측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세부적으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예측하는 분석방법이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이란 종속변수

가 명목척도일 때 사용되는 회귀모델로서, 확률에 대한 로짓 변환(logit

이란 log unit의 약칭)을 취한다는 의미로 ‘로짓분석’이라고 부른다(임효

정, 2015). 그 중 범주형인 종속변수가 2개의 값(이분형)인 경우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라고 한다. 즉 두개의 반응범주를 취하는 종속변수

를 공변량(covariance) 로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Cox가 1970년에

최초로 제시하였다(강병서․김계수, 1998).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델에서

분양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을 사건확률형태(Event Probability Form)는

다음과 같다(이성우외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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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이때
 를 승산비율(odds ratio)이라 하는데, 이는 분양에 성공하지 못

할 확률에 대비해 분양될 확률의 비율로 아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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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승산비율을 나타내는 식에서 나오는 추정계수 값은 확률의

비율 변동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에 계수들이 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용이하게 평가하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하면 다음 식과 같이 이항 로지스

틱 회귀모델이 완성된다.

<식 3>

Logit(p) = ln 

 =      ⋯    

  





여기서 ln 

와 독립변수  ⋯ 의 관계는 선형관계가 되

며, 는 로지스틱 회귀계수로 독립변수들의 판별력과 관련하여 가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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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계수이다(여운승, 2000).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양수이면 승산

비율이 1보다 큰 수가 되고, 승산에 대하여 정(正)의 효과(positive

effect)가 있다고 본다. 반면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음수이면 승산비가 0

과 1 사이의 수가 되고, 승산에 대하여 부(不)의 효과(negative effect)가

나타난다고 본다(이주한, 2014).

한편 독립변수 중 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 수준이 일정하다고 가

정할 경우, 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발생하

지 않을 확률보다 로지스틱 회귀계수()배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제 5 장 실증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할 수

있는 수익성 용지 중 지원용지의 분양에 필지 속성, 교통 편의성, 환경

편의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K-water의 분양정보

시스템에 공고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필지별 세부 용도와 산업단지 입지율 등을 통제함으로서 각 독립변

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분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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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변수 기술통계분석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11>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최초 공고 시 분양된 필지는 총 36필지이고 미분양 된 필지는 57필지이

다. 이는 전체 공고한 필지 중 약 39%가 최초 공고 시 분양에 성공하고

61%가 분양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11> 최초 분양 성공 필지에 대한 기술통계량

구분 계 최초 공고 시 분양 최초 공고 시 미분양
필지수 93 36 57
비율 100% 38.7% 61.3%

2. 독립변수 기술통계분석

분양된 필지들과 미분양된 필지들 집단 간의 기술통계량과 각 독립변

수별 전체 필지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토지사용
가능기간
(일)

필지
모양

도로
수
(개)

도로
최대폭
(차선)

버스
정류장
거리
(km)

녹지
거리
(km)

공장
거리
(km)

택지와
거리
(km)

종합주
가지수

공장
입주율
(%)

단위
면적당
금액
(천원)

미분
양
(57)

평균 539.211 1.39 1.98 3.02 0.133 0.088 0.123 2.422 1986.88 12.80 880.33

표준편차 201.685 0.23 0.97 1.01 0.082 0.080 0.188 2.338 8.70 7.47 59.86

최소값 0.000 1.00 1.00 2.00 0.001 0.001 0.001 0.223 1981.77 0.43 769.00

최대값 761.000 1.72 4.00 4.00 0.381 0.293 0.681 6.188 2002.28 46.13 991.00

분양
(36)

평균 534.028 1.46 2.22 3.75 0.082 0.088 0.245 1.765 1987.76 26.04 934.39

표준편차 141.335 0.42 0.76 0.94 0.088 0.082 0.263 2.194 9.86 15.00 76.58

최소값 294.000 1.03 1.00 2.00 0.001 0.001 0.001 0.075 1981.77 3.03 672.00

최대값 707.000 2.78 4.00 6.00 0.288 0.289 0.677 6.067 2028.72 46.13 1050.00

총계
(93)

평균 537.204 1.42 2.08 3.30 0.113 0.088 0.170 2.168 1987.22 17.92 901.26

표준편차 179.904 0.32 0.90 1.04 0.087 0.080 0.227 2.294 9.12 12.72 71.50

최소값 0.000 1.00 1.00 2.00 0.001 0.001 0.001 0.075 1981.77 0.43 672.00

최대값 761.000 2.78 4.00 6.00 0.381 0.293 0.681 6.188 2028.72 46.13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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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 여부에 따른 기술통계량

먼저 분양 여부에 따라 각 독립변수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위 <표

12>를 살펴보면, 분양된 필지들 평균이 미분양 필지 평균보다 거의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난 변수는 공장과의 거리, 공장입주율로 나타났다. 공

장과의 거리 변수는 입지이론 등과 상반되게 나왔는데, 이는 MTV 지원

용지 첫 분양 시 주거용지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산업용지와의 거리

보다 더 크게 피분양자에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공장입주율의 경우는 기존 입지이론 등과 마찬가지로 배후지인 시장의

성장을 산업단지의 입주율로 바라본다면 기존 이론을 실증하는 사례로

보여진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및 주거와의 거리 변수의 분양 필지 평균

이 미분양 필지 평균보다 상당히 적게 나오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내용

을 실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위면적당 금액의 평균은 분양된 필지 평균이 미분양 필지 평균

보다 더 높이 나오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분양성이 더 높은 필지가 감정

평가금액도 더 높게 책정되고, 피분양자 역시 분양성이 높은 필지부터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첫 분양에 성공한 필지들이 그렇지 않은 필지보다

단위면적당 평균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2) 독립변수별 기술통계량

1) 필지속성변수

지원용지 분양요인 중 위 <표 12>에서 필지속성을 나타내는 토지사용

가능기간을 보면 최대값은 761일이고, 최소값은 0일, 평균 537일, 표준편

차는 180로 나타났다. 최소값이 0인 경우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필지, 즉

조성이 완료된 필지라는 의미이다. MTV 지원용지를 보통 6개월 단위로

토지사용가능기간을 나누되 대개 2년 정도 선분양을 하였기에 전체 평균

과 표준편차가 위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필지형상의 경우 최대값이 2.78, 최소값은 1.0, 평균 1.42, 표준

편차는 .32로 나타났다. 필지형상은 토지의 긴 변을 작은 변으로 나눈 값

으로 최소값인 1에 가까울수록 정방형토지에 가깝고, 그 값이 커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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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방형이 된다. 전체 평균이 1.42인데 이는 대체로 정방형에 가깝게 필지

구성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교통편의성 변수

지원용지 분양요인 중 위 <표 12>에서 교통편의성을 나타내는 접면도

로 수를 보면, 최대값은 4, 최소값은 1, 평균 2.08, 표준편차는 .9로 나타

났다. 접면도로 수는 피분양자에게 중요하겠지만, 사업시행자로서는 접면

도로 수가 늘수록 추가한 도로 수만큼 분양할 면적 줄어들어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적정 수준으로 도로 수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접면도로 최대 폭의 최대값은 6차선, 최소값은 2차선, 평균은

3.30차선, 그리고 표준편차는 1.04차선으로 나타났다. 2차선이 다른 규모

의 차선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버스정거장과의 최단거리 관련 필지에 연접한 버스정류장의 경

우 1m로 입력하고 km로 변환하였기에 최소값 .001이 나왔다. 편의를 위

해 다시 m로 풀어보면 최대값 381m, 평균이 113m, 표준편차가 87m로

나온 점을 미루어 보건데 지원용지 필지 구성 시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대체로 200m 이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3) 환경편의성 변수

지원용지 분양요인 중 위 <표 12>에서 환경편의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녹지․공원과의 최단거리에 대해서는 필지에 바로 붙은 녹지․공원의 경

우에는 1m로 하고 km로 변환하였기에 최소값이 .001km로 나왔다. 이해

의 편의를 위해 m로 환산하면 최대값은 293m이며, 지원용지 필지와 녹

지․공원 간에는 평균적으로 88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표준편차는 약

80m이다. 이는 앞서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보다 더 나은 결과로, 명품 친

환경 산업단지를 목표로 기준 녹지율보다 높게 계획한 MTV 단지 특성

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장과의 거리는 km로 나온 값을 m로 설명하면 최대값은

681m, 최소값은 1m로 바로 연접한 경우에 해당되며, 평균적으로 170m,

표준편차는 227m이다. 입지이론에 따라 수요처인 공장과 근접할 수 있

도록, MTV 산업단지 계획 시 지원용지를 산업단지 내에서 블록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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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작은 클러스트를 이루도록 구성하였기에 공장과의 거리가 가깝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거와의 거리변수는 최대값 6.188km, 최소값은 .075km,

평균은 2.168km이며 표준편차는 2.294km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산업단

지 내 주거용지는 산업단지에서 가급적 떨어져 있도록 배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 거리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기술통계분석

(1)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단지내부요인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단위 면적당 분양가격을 보면 위

<표 12>와 같으며, ㎡당 최대값은 672천원, 최소값은 1,050천원, 평균은

901천원, 표준편차는 72천원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분양금액 차이는

필지별 분양성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차이가 제법 크게

남을 알 수 있으며, 평균을 보건데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필지가 많

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공장입주율 변수

단지내부요인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MTV산업공장입주율을 보면 위

<표 12>와 같이 최대값은 46.13%, 최소값은 0.43%, 평균은 17.92%로 표

준편차는 12.72%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약 3년 전부터 선분양을 통해 거

의 분양이 완료된 MTV 산업용지에 서서히 실제 공장의 입주가 가시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5년 기준 공장등록률이 50%를 넘지 않아

MTV 산업단지가 아직 본격 가동 전임을 보여준다.

(3) 거시경제요인 변수

대외여건 통제를 위한 거시경제요인 통제변수인 종합주가지수(KOSPI)

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위 <표 12>와 같다. 최대값은 2028.72, 최소값은

1981.77, 평균은 1987.22이며 표준편차는 9.12로 나타났다. 최대값이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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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값의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지원용지 분양을 햇수로는 3년이나 실제

기간이 2년가량 진행하는 중, 외부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주식시장의 변

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1.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기본가정 검증

(1) 변수 간 상관관계

로지스틱 회귀분석 전에 이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는

데 상관분석을 통하여 두 변수 간 선형 관련성(linear relationship)의 정

도와 방향(+/-)을 알 수 있게 된다.

두 변수가 같은 방향이라면 양(+)의 값으로, 반대 방향이면 음(-)의 값

으로 나오며, 두 변수 간 상관관계의 정도는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의 크기로 알 수 있다. 상관계수는 이미 표준화되

어 나온 것이라 변수 단위와 무관하며,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 0.7 이상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 다중공선

성 문제로 회귀분석 자체의 통계적 유의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아지

므로, 회귀분석 시 상관관계가 높은 두 변수 중 하나를 배제해야 한다.

단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 선형 관련성을 의미할 뿐, 두 변수 간 인과관

계를 의미하지 않는다(서범준, 2010).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표 13>과

같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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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변수 간 상관관계 검증결과(상관계수는 Pearson값 사용, 양측검정)

*** : p  0.01 , ** : p  0.05, * p  0.1

우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도로 최대폭, 버

스정류장과의 거리, 공장과의 거리, 공장입주율, 단위면적당 금액 변수가

구분 분양
여부

토지
사용가능
기간

필지
형상 도로수 도로

최대폭

버스
정류장
거리(㎞)

녹지
거리
(㎞)

공장
거리
(㎞)

주거
거리
(㎞)

종합주
가지수

공장
입주율
(%)

천원/㎡

분양
여부

상관
계수 1 -.014 .115 .131 .345*** -.290** -.001 .263*

* -.140 .047 .510*** .370***

유의
수준 　 .893 .270 .212 .001 .005 .995 .011 .180 .654 .000 .000

토지
사용
가능
기간

상관
계수 -.014 1

유의
수준 .893

필지
모양

상관
계수 .115 -.012 1

유의
수준 .270 .908

도로
수

상관
계수 .131 .258** .166 1

유의
수준 .212 .013 .111

도로
최대
폭

상관
계수 .345*** .029 .029 .498*** 1

유의
수준 .001 .782 .781 .000

버스
정류
장
거리
(㎞)

상관
계수

-.290*
* .126 -.068 .061 -.118 1

유의
수준 .005 .230 .514 .564 .259

녹지
거리
(㎞)

상관
계수 -.001 .315** -.016 -.244** -.312** -.148 1

유의
수준 .995 .002 .880 .019 .002 .157

공장
거리
(㎞)

상관
계수 .263** -.017 .016 .253** .413*** .004 -.403

*** 1

유의
수준 .011 .874 .879 .014 .000 .973 .000

주거
거리
(㎞)

상관
계수 -.140 .216** .042 .067 .016 .217** -.159 -.403

*** 1

유의
수준 .180 .038 .688 .522 .882 .037 .129 .000

종합
주가
지수

상관
계수 .047 -.240** .128 .451*** .375*** -.047 -.291

**
.391*
** -.077 1

유의
수준 .654 .021 .222 .000 .000 .653 .005 .000 .461

공장
입주
율
(%)

상관
계수 .510*** -.155 .051 -.195 .173 -.328**

* -.059 .467*
** -.128 .023 1

유의
수준 .000 .138 .625 .061 .098 .001 .575 .000 .221 .828

천원/
㎡

상관
계수 .370*** .218** -.249** -.152 .254** -.302** .099 .152 -.082 -.537

*** .457*** 1

유의
수준 .000 .036 .016 .147 .014 .003 .343 .146 .437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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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게 종속변수인 분양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장입주율은 종속변수와의 상관계수가 51%로 높게 나타났는데, 앞서

입지이론 맥락을 생각하면 이러한 상관성은 예상할 수 있던 부분이다.

그러나 상관계수가 높다 하여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이므로 본

회귀분석 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속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보면, 필지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다른 변수와 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교통편의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도로수와 도로 최대폭은 49.8%, 도로 최

대폭과 공장과의 거리는 41.3% 등의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며, 환경편의

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공장 및 택지와의 거리 변수 간에 40.3%의 상관

성이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어느 정도 높은 상관성을 보

이면서도 유의한 경우는, 종합주가지수와 도로수는 45.1%, 단위면적당

금액과는 –53.7%이 나와, 주식시장과 분양시장 간의 음의 상관성을 짐

작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공장입주율과 공장과의 거리 및 단

위면적당 금액은 각각 46.7%, 45.7%가 나왔다.

그리고 모든 상관계수가 ±0.7 미만으로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다중공

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두 독립변수

로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2) 모형의 적합도

앞서 선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에서 사용하는 최소자승법 대신,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likelihood) 즉 우도(尤渡)를 극대화 시키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우도값은 로그 가능도 함수

에 –2를 곱한 값인 –2LL(-2Log Likelihood)라고 하며 다음 <식 4>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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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

C = -2log
L(B)

= -2(log L(B) - logL(0)
L(0)

L(B) = 절편을 제외한 모든 계수가 0일 때 우도함수의 최대값

L(0) = 추정한 모형의 우도함수 값

이 때 우도비 검증 통계량은 절편을 제외한 모든 계수가 0이라는 귀무

가설이 참일 때 자유도가 k인 x²의 분포에 따른다. 검정통계량이 x²분포

의 임계치(k)보다 크면 추정된 모형은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

게 되어 모형의 유의성(significance)이 인정된다.

최우추정법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계수 값을 추정하며, 모형의 각 계

수의 값이 양인 경우는 분양이 안 될 확률보다 될 확률이 높은 것을 의

미하며, 음일 경우는 분양이 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

석한다(임효정, 2015). 그리고 좋은 모형은 관측된 결과의 가능도 함수

값이 큰 값일수록, -2LL의 경우 양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연구모형

에 대해서는 다음 <표16>과 같이 –2LL이 74.933로 나와 연구모형이 적

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로짓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호스머․레미쇼의

검증방법이다. 이 값은 종속변수의 실제 값과 예측 값과의 상응도를 나

타내며, 카이제곱의 값이 비유의적이라는 것은 그 상응도가 높아 모델의

전반적 적합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여운승, 2000). 검정 결과 유

의확률이 .05보다 크면 적합한 모형으로 해석한다.

<표 14> Hosmer와 Lemeshow의 검정 결과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값 1.673 8 .989

또한 다음 <표 15>와 같이 전체 모형의 유의성 검사에서도 유의수준

이 .000으로 .05보다 작으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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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모형 계수의 총괄 검정 결과

또한 아래 <표 16>과 같이 Cox와 Snell의 R제곱과 Nagelkerke R제

곱 값이 1.0에 가까운 값일수록 이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각 값이 .411 과 .558으로 본 연구모형이 각각 41.1%와 55.8%의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필지별 교통편의성, 환경편의성이 산업단지 내 지원용

지 분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 p  0.01 , ** : p  0.05, * : p  0.1

변수 B S.E. Wald df 유의수준 Exp(B)

사용가능기간 .006 .004 2.440 1 .118 1.006

필지 형상 1.680 1.193 1.984 1 .159 5.366

접면도로 수* 1.140 .581 3.855 1 .050 3.126

접면도로 최대규모 .647 .490 1.743 1 .187 1.910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024 4.160 .000 1 .995 1.024

공원과의 거리 -4.917 6.130 .643 1 .422 .007

공장과의 거리* -4.937 2.985 2.736 1 .098 .007

주거와의 거리** -.616 .285 4.672 1 .031 .540

종합주가지수 -.061 .075 .659 1 .417 .941

공장등록률(%)*** .215 .069 9.709 1 .002 1.240

단위면적당금액(천원)/㎡) .001 .010 .004 1 .949 1.001

상수 108.570 154.656 .493 1 .483

1417030196
86303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

모형적합도 -2LL : 74.933, 카이제곱 : 49.209, p : .000

Cox와 Snell의  .411 Nagelkerke  .558

　모형 총괄 검정 카이제곱 df 유의수준

1 단계
단계 49.209 11 .000
블록 49.209 11 .000
모형 49.209 1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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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수별 통계적 유의미 여부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의

수준 1% 이내에서는 통제변수인 공장등록률(.002)이, 유의수준 5% 이내

에서는 환경편의성 독립변수인 주거지와의 거리(.031)로 나타났으며,

10% 유의수준에서는 교통편의성 독립변수 중 접면도로 수(.050)과 환경

편의성 독립변수 중 산업용지와의 거리(.098)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10% 유의수준에도 미치지 않아, 분양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각 변수와 분양 여부 관계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에 대해 B값을 살펴보면, B>0이면 해

당 변수가 증가할수록 지원용지 분양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도로 수

의 경우 B값이 1.140이고 공장입주율은 .215로 해당 변수가 커질수록 분

양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B<0인 경우 해당 변수가 작아질수록 분양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공장과의 거리 B값은 –4.937, 주거와의 거리 B값은 –.616이 나와 지원

용지와 환경편의성 관련 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원용지 분양이

잘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B>0인 토지사용기간,

필지 형상, 접면도로 최대규모, 단위면적당 금액 변수는 커질수록 분양이

잘 된다는 결과로, 이는 접면도로 최대규모가 클수록 분양이 잘 될 것이

라는 기존 사업 및 산업용지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정방형일수록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장방형일수록 분

양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필지 형상에 대한 결과는, 분양대상 필지의

대부분이 장방형이어서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단위면적당 금액이 클수록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나타난 점은

분양성이 높은 필지이기 때문에 감정금액 및 계약금액이 높아졌음을 보

여준다.

한편 통계적 유의성은 부족하나 B<0인 공원․녹지와의 거리, KOSPI



- 65 -

변수는 낮을수록 분양이 잘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의성과 관련된

시설들이 지원용지 필지에서부터 가까울수록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본

예측과 유사하며, 주식시장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지원용지 분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나타낸다.

(3) 변수의 영향력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Exp(B)값을 통해 독립변수 1단위 증가 시 분양이 될 승산의 증가

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 중 분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도로 수(3.126)이다. 즉 필지에 접하는 도로 갯수가 1개 증가 시, 지원

용지가 분양될 승산(odds)이 212.6%29) 증가한다. 그리고 공장 및 주거와

의 거리는 지원용지에서 1km 멀어질수록 지원용지가 분양이 될 승산은

각각 99.3%, 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토지 형상은 비율이 1

단위 증가 시 지원용지가 분양이 될 승산이 436.6%, 접면도로 최대규모

는 차선규모 1단위 증가 시 91.0% 증가한다. 그러나 공원․녹지는 1km

멀어질수록 분양될 승산이 99.3% 감소한다. 나머지 변수들은 1단위 증가

시 지원용지 분양이 될 승산의 증감분이 매우 미미하다.

특이한 점은 통제변수 중 산업단지 입주율의 경우 유의수준이 0.002로

1% 유의수준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그리고 Exp(B)값

이 1.240로 입주율이 1% 상승할수록 분양될 승산이 24%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 분양 시 해당 산업용지의 공장 입주율이

올라갈수록 지원용지 분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세간의 인식과,

공장 입주로 인해 지원기능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염두에 둔 지원시설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29) 100×(Exp(B)-1)으로 승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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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증과 결과의 해석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 필지별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

과,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표 17> 가설 검증 결과

필지 자체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한 사용가능기간과 필지형상

변수는 지원용지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필지 고유 속성이 분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1은 기각되었

다. 이는 보통 사용가능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필지 형상이 장방형으

로 길어질수록 분양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온 단지사업시행자의 예상이

나, 김혜원․최막중(2011), 최박중․박영규(1999)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선행연구의 취지나 사업시행자의 단지계획 실무

연구가설 결과

<가설 1> 필지 속성이 지원용지 분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필지의 사용가능기간이 짧을수록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2) 필지의 형상이 정방형일수록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 교통 편의성이 지원용지 분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필지에 붙은 도로가 많을수록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필지에 붙은 도로 규모가 클수록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3)
필지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기각

<가설 3> 필지에서부터 편의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원용지 분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공원․녹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2) 공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3) 주거용지와의 거리가 분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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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르게 나온 점은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필지 형상의 경

우 평균이 1.4에 육박하고, 분양된 필지 형상의 평균값이 미분양 필지 형

상의 평균값보다 더 크게 나온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계획 및 분양 시

이미 장방형으로 구성된 필지가 많았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

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필지 자체 속성 변수에 대해서는 관

측값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통계적 유의성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8개

의 독립변수 중 유의한 3개 변수와 차이가 크지 않은 차하위의 유의수준

이 필지 속성 관련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사용기간이 선행연구 등과 달리 나온 점은 분양시기와 관

련으로 보인다. 토지사용시기가 길어져도 분양이 잘된다는 것은, 공장입

주율이 오름으로써 분양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선분양에 따른 분양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피분양자들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

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

한편 교통편의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영향요인은 필지에 붙

은 도로 수로 나와 연구가설 2-1이 채택되었다. 선행연구 중 상업용지

분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필지에 접한 도로 수를 확인한 최막중․박

영규(1999)나 김시백(2002)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도로 수가

분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원래 산업

단지 내 위치하는 지원용지는 업종, 건축 등에 대한 제한이 있어 단위면

적당 가격이나 분양성에서 상업용지보다 더 떨어지는 한계가 분명 있지

만, 본 연구의 대상인 MTV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는 숙박시설이나 유흥

시설을 제외한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 상업용지 분양요인 연구결과

와 마찬가지로 접면도로 수가 지원용지 분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이 확인되었다.

한편 접면도로 규모 역시 김시백(2002), 이상경 외 2(2003), Kowalski,

J. G. & Paraskevopoulos C. C.(1990) 등의 선행연구에서 거론된 변수였

으나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던 변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와 접면도로 규모와 분양성에 대한 가설 2-2

는 기각되었다. 특이한 점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도로 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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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도로 규모가 상관계수 값이 3배 정도 더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

고, 통계적으로 분양 영향요인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는 점이다. 결

국 사업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분양성 제고를 위해 도로 수를

도로 규모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편의성 변수 중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변수는 이상경 외 2(2003)의

연구에서 상업용지 매각가격과 정(+)의 관계에 있다고 분석되었고, 최박

중․박영규(1999)는 지하철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상업용지 매각속도와

매각확률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박은주(2000) 역시 지

하철역과의 거리가 매각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대중교통과

의 거리는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아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이는 상업용지의 경우 대

중교통 등을 통해 유동인구를 잠재고객으로 끌어오는 점을 피분양자들이

중시한 점과 달리, 본 연구 대상인 MTV 내 지원용지 분양규모도 상업

용지에 비해 소규모이며, 인근 공장 근로자를 주로 그 고객으로 할 뿐,

다른 도시에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유동인구를 유발할 고밀도 상업시설

이 지원용지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지원용지 피분양자 역시

이를 알기에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를 입찰 시 중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적어도 10억 이상 하는 지원용지에 대해 입찰자가 언제 어느

버스 노선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 시 이를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환경편의성 관련 분양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 3에서 공원과

의 거리를 살펴본 가설 3-1은 기각되었으나, 공장과의 거리와 주거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원용지 분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3-2와 3-3은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지원용지 근로자가 다니

기 편리한 주거용지 및 지원용지 수요처인 산업용지가 지원용지로부터

가까울수록 지원용지 분양에 긍정적이라는 점은, 노동력의 공급이 원활

한 입지를 선호하고 시장의 수요가 거리로 제한되고 있다는 기존의 입지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단지 분양성 선행연구 중 장인

석․이현주(2009)에서 도시접근성을 꼽은 점이나, 육근찬(2012)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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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접근성이 산업단지 분양기간을 단축시키는 점, Hayter, R.

R.(1998)가 접근성, 노동력, 환경을 중시한 점 등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

락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김시백(2002)의 상업용지 분양성 연구에서는

택지와의 거리는 상업용지 분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지원용지 분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온

점이 차별점이다.

다만 녹지․공원과의 거리는 다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분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결국 단지조성 사업비의 효율적인 투

입을 고려하면서 분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실익은 없어 보인다.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고, 이를 단지 계획 수립 시부터 반영하여 보다 수익성이 높은 필지 구

성 및 보다 정확해진 매각 예측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양이 거의 완료된 후 지원용

지 분양이 최근 진행 중인 시화MTV 지원용지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였

으며,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필지 고유 속성, 교통편의성, 환경편의성으

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즉 종속변수로는 첫 입찰공고 시 분양 성공 여부

를, 독립변수로는 필지 고유 속성으로 사용가능시기와 형상을, 교통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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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도로 수와 규모, 버스정류장과의 최단거리를, 환경편의성으로는

공원․녹지와의 거리, 공장과의 거리, 주거와의 거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공선성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지원용지 분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통편의성에서는 도로 수가 많을수록, 환경편의성에서는 주

거 및 공장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지원용지 분양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

다. 한편 시기적인 상황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통제변수인 공장입

주율이 높아질수록 분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용지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요처 및 노동력 공급처와의의 접근성과 이동성, 그리고 산업단지의 숙

성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2 절 정책적 함의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K-water와 같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수익성 용지 계획 수립 시부터 최소

비용으로 분양성을 제고한 필지별 입지 구성을 통해 외부 환경에 따른

분양성 하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는 재정적인 이유로 부득이

선분양을 시행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응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필지에 접한 도로 수와 공원의 경우에 대

한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비 대비 필지별 최적화된 입지구성을 하였더라도 경쟁입찰

을 통한 최고가 낙찰가를 유도하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시행자

는 배후지인 산업용지나 주위 택지로의 인구 유입 여부를 알 수 있는 공

장입주율이나 택지분양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최선의 매각 시기

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지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이 분양성을 극대화한 지구단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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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필지구성 및 매각시기를 고려한다면 분양 성공률이 높아져 매각대

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고, 초기 대량 미분양을 방지하여 해당 사업의

분양시장에서의 가치를 높이며, 장기 미분양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구단

위계획 변경 등을 최소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에 직접적으로 기

여할 수 있다.

넷째, 택지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중장기

재무계획을 매년 수립함에 있어 해당 필지별 분양 영향요인을 감안하여

매각시기를 보다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함으로써 해당 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간접적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구대상인 지원용지가 산업단지 내 위치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용지로서 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평가금액 이상 최고가로 낙찰된

다는 점에서, 상업용지의 분양 영향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나 지역자치단체 산하기

관 등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주변 지

역까지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분양을 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려는 일반 국민들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우선 연구대상과 연구단위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구분된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다루지 않은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를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간 산업단지 관련 연구에서 주요 연구대상

은 산업용지였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법령상 조성원가로 추첨에 의

해 분양하는 산업용지 보다는, 감정평가를 통해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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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지와 같은 수익성 용지의 매각이 경영상 더 큰 의미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는 전체 산업단지나 택지지구 간 비교를 한 연구

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내 지원용지 개별 필지 입지에 따

른 분양성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필지 단위로 연구단위를 정한 것은 공

공기관이 시행중인 중장기 재무계획에서 단지사업의 세부단위가 필지로

되어 있어, 각 필지별 매각시기 예측 등에 따른 자금수납 및 분양 계획

수립의 기초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종속변수를 산업단지별 면적에 기한 분양

률, 분양가격, 분양업체의 만족도, 분양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분양기간

등으로 선정하여 분양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연구에서

는 필지들이 공개입찰로 첫 분양 시 매각되는지를 여부를 종속변수로 선

정하여 분양담당자의 재량, 마케팅 활동 차이, 대외환경 변화 등이 같은

시기에 출시한 필지 간에는 최대한 배제하고 필지 관련 입지 여건을 중

심으로 분양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변수 사용에 관하여 타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우선 지원용지라는 수익성 용지 특색에 맞게 산업단지 외에 상업 및 택

지 등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분양 영향요인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독립

변수에 대한 범용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도

로 수나 규모와 같이 교통편의성을 나타내는 변수나, 주거와의 거리변수

와 같은 환경편의성 변수는 상업용지, 산업용지 나아가 지원용지에 이르

기까지 모두 분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한 것이 바로

그러하다.

또한 분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

나지 않았던 토지 속성 변수나 공장입주율 등의 새로운 변수들을 도입하

고, 녹지율 대신 녹지와의 거리 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는 등 새로운 측

면에서 분양 영향요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공장입주율의 경우 산업

단지 내 수익성 용지 연구 진행 시, 상업용지 선행연구에서 나오는 분양

시기 변수와 유사한 역할을 할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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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아가 기존 산업단지 연구에서는 기업환경이나 정부 정책 등 단지사

업시행자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 분양 영향요인

연구가 다수였지만, 본 연구는 보다 미시적이고 국지적인 관점에서 실제

로 단지사업시행자가 직접 자신의 사업에 대한 분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활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먼저 K-water가 시행한 MTV 산업단지 개발사업 내 지원용지에 한정

하여 K-water의 타 사업에서의 지원용지 분양 사례나, 다른 기관의 산

업단지 내 지원용지 분양 사례와 비교를 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최초 입

찰공고를 통한 낙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편의시설과의 최단

거리 등 필지별 분양 영향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CAD file 등) 등

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 용지 중 최근 분양을 시작한 지원용지 93

개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비록 모집단 전체이기는 하나 충분한 관측값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런 점을 보완하여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택지나 상업지구 개발

등에서도 본 연구와 같이 실측을 통한 필지별 구체적인 영향요인을 분석

함으로써, 수익성 용지 미분양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자

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분양 모델을 만드는 등 보다 체계적이

고 통합적인 분양 영향요인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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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nts of the Sale of Quasi-Commercial Plots

in Industrial Complex

: A Case Study of Sihwa Multi Techno Valley

Im, Jin-Kyou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variables affect the

initial successful sale of quasi-commercial plots(called “supporting

plots”- the plots’s are location for supporting employees and

industries) in Sihwa MTV(Multi Techno Valley) which has been

developed by K-water(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s an

industrial complex located in Kyung-Gi do, Republic of Korea for

improving the developer’s profitability.

This paper suggests three major categories of variables. The first

category is the originalities of the plot comprising its shape and

usable date. The second category is convenient access to the plot,

which are determined by the number and the largest size of roads

around the plot,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plot and the bus stop.

The third category is convenience of environment which is

determined by the distance between the supporting plots and nearby

park / residential / industrial plots. In addition, control variables are

the price of a supporting plot per area, KOSPI, and the rate of

occupancy of the industrial complex in Sihwa M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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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ing from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paper

presents the followings : the probability of successful initial sale of

supporting plot was positively affected by the number of roads

around the supporting plot and the rate of occupancy of the industrial

complex, and negatively affected by the distance between the

supporting plot and nearby residential / industrial plots. Only those

four variables are possibly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plot planning and the timing of

sale are important factors in driving successful sales of supporting

plots. If developers consider them, they can derive greater profits by

selling more plots and in a shorter period of time. Further,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variables which contribute to successful initial

sale are similar for the sale of commercial plots and the sale of

supporting plots. Moreover, public developers who would require

debts financing can predict with greater accuracy in the long term

financial planning by plot planning which has taken those variables

into account.

Keywords : industrial, commercial, supporting plot, sale, plann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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