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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0년대에 중반에 들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1~2인 가구는 우리나라 가
구 형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가구의 형태가 과거에 대가족에서 핵가
족화로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대형주택이 선호되었던 과거와 달리, 소형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1~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2000년대 초반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제도와 공급책이 주택시장에 마련되
어 있지 않았다. 이에 소형가구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소형주택제도를 국토
교통부가 2009년 5월에 발표하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
세대 그리고 원룸형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원룸형 도시
형 생활주택의 공급 및 수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한 주택 문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부터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문제는 
주택환경과 관련한 문제로, 이웃 간의 소음, 주택 내외로 조경시설의 부재 등
을 들 수 있으나 최근에는 주차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발생하는 주차시설 부족 현상이 주
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의 범위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체로 설정하였다. 도시
형 생활주택은 2009년 5월에 도입된 신주택제도지만, 2009년에 1채, 2010년에 
26채, 2011년에 445채로 3개년을 합한 결과 현존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약 
6%를 차지하기에 실거래 데이터를 구득하여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도 이전의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하철과 버스 노선 수를 확보한 서울시가 대중교통과 주
차시설간의 비교를 위한 데이터의 일반화가 쉬울 것으로 판단하여 공간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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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서울시로 한정하였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래 데이터를 연도별 및 지하철 접근성의 도보권을 기준으로 분
류한 뒤, 헤도닉 가격 모형을 활용해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현황자료로 서울시 정보소
통광장에서 구득하였으며, 본 연구에 활용된 시점은 2016년 하반기의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자료이다. 실거래가 자료의 구득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
거래가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매매와 전세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2012년 1
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취합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주소
의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의 각년도별 헤도닉 가격 모형으로 분석해본 결과, 
각년도별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하철역으로부터 가까울수록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부터는 다소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주차시설의 경우 2012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에 다시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하면 주택 가격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거래의 각년도별 헤도닉 가격 모형 분석결과, 지하철
역까지의 거리에 따른 주택 가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면 수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2013년도를 제
외한 나머지 연도에서 모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013년, 2014년으로 갈수록 점점 영향도가 커졌으나 2016년에는 다시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의 지하철역까지의 도보권에 따른 헤도닉 가격 모형 
분석 결과는 1차 역세권의 경우 지하철역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주택가격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권 5분~10분이내, 10분~15분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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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도보권 15분을 초과하면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보다는 버스정류장
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세거래의 지하철역까지의 도보권에 따른 헤도닉 가격 
모형 분석 결과는 매매와는 달리, 모든 도보권에서 지하철역으로 가까울수록 
전셋값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차시설의 경우 지하철
역으로부터의 거리가 5분~10분, 10분~15분 거리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시설이 전셋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와 전세거래의 헤도닉 
가격모형 분석 결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가 전세거래보다 지하철역까지의 
거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차시설의 경우 매매보다 전세거
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0년대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
형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에 있어 주차시설의 유무 정도와 대중교통의 
접근성에 따른 주택의 매매가와 전셋값이 받는 영향도를 분석했다. 도시형 생
활주택이 도입된 2009년 5월 이후로 소형주택의 공급은 급속도로 1~2인 가구
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켜 나갔으나, 동시에 각종 주택 건설의 법적 완화 조치
로 인한 도시 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의 큰 문제
로 언급되고 있는 주차시설로 인해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쟁력의 하락이 예상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
룬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차시설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문제는 종전의 거주자 
위주의 만족도 분석 등의 실증 분석과는 차별성을 갖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 수요층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높
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주차시설 부족이 대두되고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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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주차시설 부족 현상의 상관성을 파악했다는 점
에서 또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어떤 대상의 시간의 흐름이 따른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집합체를 구성하여 패널분석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
와 전세거래의 데이터를 단년도 및 전체에 대한 헤도닉 가격 모형 분석을 함
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확한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지 못했다. 

또한, 각년도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해에 특정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래가 다수 완료된 경우, 데이터의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
재하기에 앞서 언급한 패널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데에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과제로는 본 연구에서 실행하지 못한 패널 데이터 분
석함으로서 거래가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
는 것이다.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거래가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성하
는 설명변수들의 변화량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주택가격, 헤도닉가격모형, 다중회귀분석
학  번 : 2014-2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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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에 접어들면서 1~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5년말 기준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2.5
명으로 1980년 4.5명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총가구의 
27.2%가 1인가구로, 53.4%가 1~2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1인가구가 증가하
면서 최근 자주 접할 수 있는 은어로 단어 앞에 ‘혼-’을 붙이는 예를 들어, 혼
밥(혼자 먹는 밥), 혼술(혼자 마시는 술) 등이 2017년 유행한 단어로 선정되기
도 했다1).

이렇듯 우리나라 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1~2인 가구로 소형화됨에 따라 사
회 전반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주택 시장 역시 과거에 가구 구
성원이 대가족인 경우가 다수로, 대형 주택이 선호됐던 것과는 달리, 소형주택
이 각광받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증가하는 1~2인 가구와 대형 주택 간에 
괴리감이 존재하여 소형 가구원들의 주택 수요를 맞추지 못했으나 이러한 현
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형태의 주택 제도인 ‘도시형 생
활주택’을 도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5월에 도입된 후 2011년을 기
점으로 인허가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도시형 생활주
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현추세에 맞춰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

1) 2017.12.29. YTN, “2017년 뒤흔든 유행어는?”
2) 2017.09.13., 조선비즈, “2045년엔 1~2인 가구가 70%... 소현 주택 수요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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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1~2인 가구의 변화

자료: 통계청

도시형 생활주택의 등장배경은 2000년대 중반 1~2인 소규모 가구의 증가
에 따른 소형주택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에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
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에 
따르면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원룸형 세 가지로 분류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수요 대상이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제기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들은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보다
는 원룸형으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각각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기 때문
에 주차시설 부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한편 원룸형의 경우 주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주차시설과 관련하여 시설 구축 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이
는 상업․준주거 지역은 기준의 2배까지, 주차장완화구역은 기준의 3.3배까지 완
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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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극심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5월 31일 원룸형 주택의 
주차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현재는 세대당 0.6대(전용면적 30㎡이하 0.5대)를 유
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룸형 주택의 주차기준 강화 이전에 건립된 도시형 생활
주택들을 비롯하여 현재까지도 주차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3).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요 공급 대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가구 등으
로 자차를 사용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부족 문제가 가장 큰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의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주자도 주차시설이 충분히 제
공되어야 하는 주택환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시설 존재여부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도
시형 생활주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와 전
세거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초기와 현재를 비
교해 볼 필요가 있다.

1. 1. 2. 연구의 목적

종전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한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거주하는 거
주민들을 중심으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하는 주요한 
원인 파악에 중점을 맞춘 연구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
에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발
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관련하여 실증연구를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지역에 한정해서 건립을 인허
가해주고 있는 주택형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접근성에 따라 주택 가격이 
3) 2016.10.12. 주간동아 “도심 난개발 주범 된 도시형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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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중교통은 대표적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들 수 있는
데, 특히 지하철의 경우 정시성이 우수하며, 지하철의 커버리지가 매우 광활하
다는 점 때문에 지하철역으로부터 도보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주택가격
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차시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래 중 매매와 전세계약의 헤도닉 
가격 모형을 통해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차이, 특히 주차시설의 여부에 
따른 거래의 차이는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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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시설 부족현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는 연구로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를 밝히
고 분석방법과 활용한 자료에 대해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먼저 우리나라 
주택에 대한 고찰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역사 
및 현행법을 소개한 뒤,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도록 한
다. 이후 주택을 선택하게 되는 이론인 도심이론, 합리적선택이론, 상대적가치 
이론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하도록 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한다.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가설을 도출한다.

제 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을 구성한다. 분석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변수의 구성,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을 서술한
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한다. 첫 번째로, 도시형 생활주
택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계열 분석을 통한 매매와 전세의 차이점을 도
출하고, 두 번째로 연도별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 및 전세의 헤도닉 가격 모
델을 통한 연도별 차이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거리에 따른 매매와 
전세의 주택가격이 변수별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제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및 서술하고, 본 연구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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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의를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
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한다.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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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 1. 1~2인 가구 변화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 가구구조는 2000년대 들어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인구총조사가구에 의하면 전국 가구에서 1~2인 가구가 약 
54%(1인가구 28%, 2인가구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수 
역시 1970년 5.2명이었던 것에 반해, 지속적으로 가구원수가 줄어들어 2016년
에는 2.5명을 기록했다. 

1~2인 가구의 증가는 2000년대 들면서 증가폭이 심화되었으며, 증가의 원
인으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성의 사회진출의 활성화, 결혼 
관념의 재정립 및 다양화, 이혼에 따른 가족해체, 고령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 등이 있다. 특히 현세대 들어 젊은 세대의 결혼 관념에 대한 인식은 개인
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결정짓게 됨으로서 1~2인 가구를 주로 구성하게 된 원
인이라고 할 수 있다.

1~2인 가구 거처의 종류는 1인가구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순으
로, 2인가구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순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외로 오피스텔과 호텔 여관, 기숙사 등에도 거주하고 있고 소수가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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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2016년

서울시

계 3,504,297 3,784,705
주택 3,374,844 3,575,219

단독주택 1,304,509 1,141,659
아파트 1,439,259 1,589,491
연립주택 140,566 109,399
다세대주택 442,458 654,10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48,052 80,569

주택이외의 거처 129,453 209,486

서울시
1인
가구

계 854,606 1,138,860
주택 759,268 989,460
단독주택 468,885 515,463
아파트 170,339 240,673
연립주택 18,489 17,518
다세대주택 83,065 174,169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8,490 41,637

주택이외의 거처 95,338 149,400

서울시
2인
가구

계 781,527 931,262
주택 762,046 894,511
단독주택 313,986 279,416
아파트 302,371 388,398
연립주택 31,880 30,144
다세대주택 103,603 179,33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0,206 17,226

주택이외의 거처 19,481 36,751

<표 1> 서울시 1~2인 가구의 주거형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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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고찰4)

2. 2. 1.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 배경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소형주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2009년 5월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다. 도시형 생
활주택이 도입되기 전에는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 주
택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 
엄격한 건설기준을 적용받아왔었다.

2000년대 이후 소규모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가구들을 
위한 소형 주택은 감소추세였다. 공급면적이 85㎡이하의 주택은 2001년부터 
2007년으로 시간의 흐름이 따라 84%에서 62.5%로 7년간 약 20% 가까이 감
소하게 되었다.8

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
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했다. 따라서 도심서민, 1~2인 가구
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 주
택 공급확대가 절실했다.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주택형태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소규모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
존의 주택건설기준과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4)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주택공급과 관리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참고 재구성함,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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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85년 1995년 2005년
1~2인 가구 1,836,000 3,827,000 6,692,000
65㎡이하 주택재고 비율 53% 42% 40%

<표 2> 1~2인 가구와 소형주택 재고율 추세 

자료: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계획·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5㎡
초과 16.0% 18.9% 23.5% 24.3% 27.5% 36.3% 37.5%
85㎡
이하 84.0% 81.1% 76.5% 75.7% 72.5% 63.7% 62.5%

<표 3> 85㎡ 기준 주택 비율

자료: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계획·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2. 2. 2.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난개발
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립 불가)에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국민
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주택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등에 의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
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5).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적
인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의 규정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받는 주택의 형
5) 2010년 7월 6일 주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이 수용하는 세대수는 

기존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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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이 
불가능하다.

구 분 내 용
주택법 
제2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시행령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호의 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1개동 바닥면적 
660㎡초과하고 층
수가 4개층 이하이
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1개동 바닥면적 
660㎡이하이고 층
수가 4개층 이하이
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
대)에 해당하는 주
택으로서
- 세대별 독립주거

(욕실, 부엌설치)
-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 세대별 전용면적 
14㎡~50㎡이하

- 지하층에 설치 
불가

건축위원회 심의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층까지 완화

<표 4>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자료: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계획·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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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내 용

’09. 05. 04 주택법령에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 유형: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09. 11. 05

전세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주택법령)
- 주차장기준 추가완화(세대당 기준 → 전용면적 기준으

로 개선)
- 세대당 전용면적 상향,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 마련 등

’09. 11. 11
건축조례 개정(인동간격 완화)
- 단지형 다세대: 1배 → 0.25배
- 그 외 공동주택: 1배 → 0.8배

‘10. 04. 20 주택법 시행령 개정(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추가)
- 단지형 연립주택형 신설

’10. 04. 29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
- 도시형 생활주택(150세대 미만)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의

무대상에서 제외

‘10. 07. 06

주택법 시행령 개정(인허가 간소화)
- 30세대 미만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의 주상복합 건축
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으로 간소화

- 기숙사형 폐지

‘10. 07. 15
주차장 조례 개정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30세대 

미만)도 주차장 완화기준 적용

’11. 03. 30
주택법 제2조 개정
- 건립규모 150세대 미만 →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11. 

07. 01 시행)

<표 5>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법령 개정 경위 –1

자료: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계획·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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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내 용

‘10. 07. 15
주차장 조례 개정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30세대 

미만)도 주차장 완화기준 적용

’11. 03. 30
주택법 제2조 개정
- 건립규모 150세대 미만 →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11. 

07. 01 시행)

’11. 04. 06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개정
- 원룸형과 그 밖의 주택 1세대에 한해 복합 허용

’11. 07. 01

주택시행령 제3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개
정
- 전용면적 30㎡이상의 원룸형 두 개의 공간으로 구획 가

능
- 도시형 생활주택 150세대 이상의 경우는 관리사무소 설

치기준 적용
- 단지형 다세대/연립 150세대 이상의 경우는 어린이 놀

이터, 경로당 설치기준 적용
- ’13. 05. 31: 주택법 시행령 및 주

‘13. 05. 31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원룸형 주택에 대한 입지제한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차기준 강화: 원룸형 60㎡/1대에서 세대당 0.6대(전용 

30㎡이하 0.5대)

‘13. 06. 17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원룸형 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을 상향(12㎡ → 14㎡)

<표 6>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법령 개정 경위 -2

자료: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계획·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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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
록 건설기준을 완화 및 공급절차의 단순화로 소형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
한다.

구 분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감 리

주택법 감리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

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
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
치하여 감리

건축법 감리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

분양가
상한제

적용
-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

한 제한
미적용

입지지역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

전용면적
단지형: 85㎡이하
원룸형: 14㎡~50㎡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
설 적용제외 및 주차장 완화

공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일부만 적용(분양보증, 공개
모집)

<표 7>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자료: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계획·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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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4.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주차장
확보기준

세대당 1대 이상
(단, 60㎡이하: 
세대당 0.7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30㎡미만: 0.5대/세대
30㎡이상: 0.6대/세대

<표 8>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계획·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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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2. 2. 2.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2009년 5월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된 후의 인허가와 준공현황을 살펴보
면 2009년과 2010년에는 인허가 및 준공의 수가 높지 않다. 2011년부터 도시
형 생활주택에 대한 인허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준공되는 주택의 
수는 이듬해인 2012년부터 눈에 띄게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년 도 인허가 준공
2009 11 1
2010 192 26
2011 1,195 445
2012 1,916 1,333
2013 1,362 1,575
2014 1,305 1,446
2015 2,411 1,513
2016 1,790 1,582
합계 10,182 7,921

<표 9> 서울특별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및 준공 현황

자료: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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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연도별 인허가 및 현황

자료: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그림 4>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및 현황

자료: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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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준공 현황도

자료: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서울시 자치구별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강서구와 악
구에 비교적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서구와 관악구는 인허가 요
청수도 가장 높은 자치구 중 하나이다.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울 도심부보다는 부도심 근처와 서울 외곽으로 분포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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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도시형 생활주택 선호특성 및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강정규(2017)는 1~2인 가구원들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과 발전방향을 모색
하고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연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수요 증
가가 예상되는 소형주택의 고급에 있어 세부 선호 주택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로는 주택 구입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택매매가
격이, 두 번째로 대중교통이용의 편리성이 주택 매입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가장 중 

류성수(2012)는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도시형 생활주
택을 공급시에 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효율적인 공급이 진행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설문대상자는 총 345명으로 서울 지역내 부도심을 동대문구, 구로구, 
관악구, 서대문구로 선정하여 설문대상자의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인구 사회학
적 특성을 파악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자의 선호조건을 제시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원룸형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원룸형보다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로 선호도가 높아졌다.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30대 남성의 경우 녹지 및 주차공간을, 20대 여성의 경
우 면적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원철(2012)은 종전에 부재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별에 입주 의향자
의 선호도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총 1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의 경우 
편리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단지형 연립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접근성 관련 속
성 지표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지형 연립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요자들은 주택 내 소음
과 일조권 등의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한데 비해 단지형 다
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자들은 방의 크기나 구조, 공간배치 등 공간활용성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쾌적성 측면에서는 단지형 연립과 다세대 도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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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택 수요자들은 주택 내외로 녹화정도가 양호한 것을 원했던 반면, 원룸
형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자들의 경우 주택 주변 시설 집중정도에 따라 입주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원(2013)은 도봉구와 노원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형 생활
주택의 실태를 조사하고 거주자들의 선호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했다. 분석결과 
거주자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주거환경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했다. 또한 주차시설 및 주차가능 
공간의 확보를 주택 선택의 선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했다.

이하경(2017)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장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다중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요소별 
선호도와 가격 결정 요인을 파악했다. 주택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
택가격, 학교접근성, 입주유형, 주차장, 반려동물, 내부옵션, 전용면적 순으로 나
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입주유형, 보증금, 관리비, 주차장, 내부옵션, 추가비
용 순으로 주택가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조진우(2010)는 350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대상자의 도시형 생
활주택에 대한 인지도와 월 소득액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결과 성별, 연령, 결
혼유무, 월소득액, 보유재산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의향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방식은 분양, 전세, 월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입
주유형으로는 원룸형이 53.1%로 가장 높게, 다음으로 단지형 다세대가 42.9%, 
기숙사형이 3.7%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 20대가 입주의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보유재산이 1억 미만인 경우가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
자의 경우에는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전세보다는 분양(매매)을 선호했다. 마지
막으로 응답자들은 모두 가장 큰 면적인 11평 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황종규(2011)는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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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구 사회적 특성으로는 연령과 결
혼여부, 현거주 전용면적이, 경제적 특성에서는 월 소득액과 보유재산이 입주유
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입주유형
과 선호속성에 대해서는 전세, 분양(매매), 월세 순으로 선호했으며 주택 종류
의 경우 원룸형,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입주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방범시설, 관리시스템과 주차장, 옵션사
항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5. 도시형 생활주택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최은지(2014)는 대전광역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시계획 및 제도측면의 현

행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수 지속적인 건설이 예상되는 1~2
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시계획 및 제도적 측면의 계획방향을 제
시하고자 했다. 관찰되는 대전광역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 중 기반시설적 
측면에서는 주차장 부족 문제와 보행안전의 위험이 있었다.

강정욱(2010)은 오피스텔, 주상복합 원룸아파트와 비교 가능한 원룸형 도
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정책내용과 실제 
도심 내 1인 주거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목표인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
택공급의 확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달성가능성을 
검증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정, 보완사항에 대해 제시했다.

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시범사업의 사업성을 분
석한 결과, 기존 원룸과 오피스텔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위세대 
규모별로 분석해본 결과 15㎡, 45㎡보다 25㎡, 35㎡ 규모의 사업성이 높게 나
와 20㎡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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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에 관한 선행연구
김호준(2012)은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전체와 군집분석을 통해 구분된 

가격이 높은 지역, 중간지역, 낮은지역을 선정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
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는 지하철과의 거리, 상업시설, 주차대수, 연
면적, 용적률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만 특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1인가구비율, 대규모 사업체수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일반주택가격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의 경우 학군이나 자연환경, 교육과 같은 자녀나 가족단위의 
중심지표가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종합해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다양한 요인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주택 내부적 특성보다는 외부적,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요인들이 
주택 가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노승환(2014)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대하여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들을 종전의 연구를 통해 정의를 재정립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 형성요인에 대하여 판단하고 요인별로 구조화 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격형성요인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표본 설문조사 결과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단위세대당 적은 면적대비 높은 임대료, 높은 소득수익률, 
빌트인 옵션 등의 편의사항, 양호한 역세권 등이 있었으며 부(-)의 영향으로는 
층간·인접세대간 사생활침해, 주차시설 부족, 교통의 혼잡, 적은 주거면적, 투기
형 주택으로 임시적 생활공간으로 존재 등이 있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가격격차율 인식도에 대해서는 다세대주택보다
는 높은 가격수준을, 오피스텔과는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 아파트 보다는 
월등히 낮은 가격수준으로의 형성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적정한 가격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정리한 결과, 도시형 생활주택
의 적정가격 수준은 주거전용단위면적당 900~1,100만원/3.3㎡의 가격수준이 적
정하다고 나타났으며 아파트 대비 약 74%, 다세대주택 대비 약 109%, 오ㅗ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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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 대비 약 102%의 가격 격차율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형성요인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지역적 요인내 대중교
통 편익이 가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며, 차 요인으로 
인근지역 주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수준 및 원가비용이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개별적 요인으로는 주택 전용면적, 경과년수, 세대간 방음 상태 등이 있
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형성요인은 물리적 요인보다는 사회·경제적 분위
기 및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형성된다고 분석했다.

2. 7. 도심지로부터 주택 거리에 따른 주택가격 이론

2. 7. 1. 단일도심이론6)

튀넨의 지대결정모형의 기본개념은 단핵도시(monicentric city)에 적용시킬 
수 있다. 단일도심 도시란 도시의 모든 경제·문화활동이 외생적으로 결정된 도
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이라는 한 지점에 밀집해 있는 도시를 의미
한다. 단일도심 도시에서의 전제조건은 주민들은 도시 내 어느 지점에 거주하
든지 간에 방사형 도로에 의해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보장받는다.

<주거서비스 임대가격과 도심에 대한 접근성>
단일도심 도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면적에 따른 주거입지의 선택

을 측정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취향이 같고 하루 평균 소득을 y로 모두 동
일하며 왕복 통근비용은 1km 당 t라고 가정한다. 입지균형에서는 도시 내 어
느 곳에 살든 동일한 효용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거주지가 도심으로부터 멀
어질수록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주거지비용 역시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줄어들게 된다.

6) 김경환 · 서승환, 2009, 도시경제 제4장의 내용을 재구성함



- 25 -

<그림 6> 주거면적 및 주거입지의 선택

각 근로자 가구의 효용 또는 만족도에 따른 주택의 가치는 주거서비스 소
비량(h)에 따른 기타 재화 소비량(x)의 지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2에
서 기울기 –P(z), -P(z’)는 무차별 곡선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두 재화의 소
비량의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이며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곡선일수록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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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거서비스 1단위에 대한 지불용의 임대가격곡선

소비자가 입지균형에서 주거서비스 1단위에 대한 지불 임대료는 최소 지
출로 얻어지는 효용 u를 달성하기 위해 (0. y-tz)점에서 무차별 곡선 상의 점 
E를 선택한다. z보다 도심에서 더 먼 z’지점에 위치한 소비자의 입지균형조건
으로부터 이 지점에서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불용의가격은 (0, y-tz’)에서 출
발하여 점 E’에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P(z’)와 같다. 따라서 주거서비스에 대
한 지불용의 임대료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입지균형 조건식의 기울기를 도출해보면 z에서 h만큼 주거서비스를 소비
하고 있는 소비자가 외곽으로 △z 이동시 통근거리가 △z만큼 늘어나 교통비
가 t△z만큼 증가하는 반면 주거비는 (-△P)h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P(z)의 기
울기는 

∆

∆




z가 증가할수록 주거면서 h가 증가하므로 P(z)의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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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P(z)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

∆




도심에서 1km 멀어짐에 따라 주거서비스 임대가격이 몇 % 하락하는가를 
나타내며, 주택임대가격곡선의 경사도(housing price gradient)는 도심에서 
1km씩 멀어짐에 따른 단위면적당 주거서비스 가격의 한계교통비를 주거비로 
나눈 수치의 하락 정도를 나타낸다.

2. 7. 1. 비단일도심이론7)

한편,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위와 같은 단일도심모형은 적용하기 어렵다. 
단일도심모형은 직장이 도심에만 존재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실
제 우리 생활에서는 도심 외에 부도심, 도시 외곽에 주거지를 정하더라도 주거
지 근처에 직장이 존재할 수 있는 등 직장이 반드시 도심에 존재한다고 보기
는 매우 어렵다.

서울특별시와 같이 도심이 하나만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운 대도시의 경우 
단일도심모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비단일도심모형
(non-monocentric city model)은 도시 내에 몇 개의 도심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미리 설정하지 않는다. 비단일도심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따른
다.

가정: 어떤 지역에 위치한 각 중심지들은 일부 재화의 생산에 특화, 소비
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를 소비하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중
심지에서 재화를 구입한다.

7) 김경환 · 서승환, 2009, 도시경제 제5장의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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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가 여러개 있으면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재화 소비지역으로부터 재
화 운송이 필요로 하며 운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중심지가 감소 또는 증
가함에 따라 변화하면 지대, 통근비, 운송비를 포함한 총비용이 달라진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단, 면적이 일정하고 중심지가 1개일 때 반격
을 r, 중심지가 n개일 때 반경을 rn, 동일한 면적으로 등분한다.)


 

 ⇒  
 



지대를 포함한 단위거리당 통근비용을 t라 하고 S-1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인구밀도라 하면 중심지가 n개일 때의 지대와 통근비용의 합은 다음과 같다.





   





 



단위거리당 운송비용을 t, 그 지역에서의 모든 재화에 대한 총수요를 Q라
하고 중심지간의 평균거리는 d로 주어졌다고 하면 중심지의 수가 n개인 경우 
총 운송비 T는 다음과 같다.

 


총비용 C+T를 최소화하는 정수 n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t, tg, Q, d, S-1
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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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심지가 6개인 경우의 도시형태

2. 8. 주택선택이론

2. 8. 1. 합리적선택이론

신고전경제학(Neo Classical Economics)의 근간을 이루는 대전제인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개념을 이루는 두 축은 자기이익의 추구
(self-interest)와 합리성(rationality)이다. 합리성(rationality)은 경제학에서 추
구하는 올바른 선택의 전제조건이다. 물론 현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합
리성을 갖추고 경제적 소비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인 사람
이 경우에 따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8). 경제적 활동을 하는 소비
자는 여러 가지의 소비 대안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최선의 편익을 제공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8) 이준구, 2010, 경제학원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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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이론은 선택이론 또는 합리적 행동이론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사회경제학에서 소비자가 특정 재화를 소비하게 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
를 결정하게 하는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Lawrence E. Blume 
and David Easley, 2008).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가 A, B, C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A>B>C 순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A보다 C가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A>C). 

2. 8. 2. 상대적 가치 선택이론9)

미시경제학은 경제 주체(agents) 각개의 행동에 대한 연구로 정의된다. 이 
요소들은 생산자(기업)와 소비자(가계)로 분리할 수 있다. 따라서 미시경제학은 
이러한 경제적 주체들은 상대적 가격에 대한 반응이 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떠한 시장 경제 논리에서든지 상대적 가격은 시장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인 잉여생산물 또는 생산물의 부족에 대한 분배를 가장 이상적으로 할당
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 가격은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어떤 두 재화가 
있는 경우 두 재화 간의 가격에 대한 비율로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정
한 재화가 있는 경우 특정 물건의 가격과 그 재화의 나머지 물건의 가중 평균 
가격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or  

예를 들어,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임대료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아파트 간에 상대적 가격을 비교한다고 하면 아파트 임대료에 대한 단독
주택의 임대료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9) The Role of Relative Prices in Market-based Economies, http://
www.digitaleconomist.org/rp_2010.html 을 참고, 재구성함



- 31 -

↑ ↑

이러한 현상은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의 상승을 야기하게 된다. 만약 새
로운 주거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단독주택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기 보다는 단독주택을 매입하거나 새
로 짓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결국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독주택을 더 많이 짓게 될 것이다.

반대로,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식은 다음과 
같다.

↓↑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의 과잉 공급이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가격
은 일정하나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와, 단독주택 가격은 일정하게 유
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 과정을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를 대
체하는 단독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 가격은 비교하고자 하는 두 재화간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으로 상
대적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면(분자에 배치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 또는 
분모에 배치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 분자에 배치된 재화의 공급이 증
가하게 된다. 반대로 상대적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분모에 배치
된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상대적 가격은 ‘어떤 것을 생산해 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귀결해 내는 
과정이다. 상대적 가격의 결과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에 따라 어떤 것을 선
택하여 생산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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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본이 무엇인지에 따라 재화를 생
산해내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국가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 중심이라
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노동자본이 저렴하기 때문에 산업 자동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현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노동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의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보다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진흥한다. 두 나라
에서 생산해 내는 재화의 생산량이 같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생산해 내는 방
법의 차이가 상대적 가격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A:
Ÿ 임금(w) = 20000원/시간
Ÿ 기계임대료(r) = 50000원/시간

국가 B:
Ÿ 임금(w) = 5000원/시간
Ÿ 기계임대료(r) = 20000원/시간

(w/r)country-A > (w/r)country-B

상대적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 임대료만을 살펴볼 때 국가 B의 기계
임대료가 국가 A의 그것보다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임대료에 대
한 노동 임금의 상대적 가격을 고려한다면, 국가 A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상대적 가격을 고려할 때, 국가 A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국가 B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진흥할 것이다.

상대적 가격은 인플레이션이 시장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 예를 들
어 부동산, 자동차 등, 증가폭이 다르게 나타날 지라도 언제나 존재한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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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접하는 인플레이션의 증가폭은 시장 경제에 존재하는 많은 재화들의 
각개의 인플레이션 증가폭의 평균값이 될 것이다. 경제 활동 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는 매년 이러한 각개의 재화들의 인플레이션 증가폭을 알고 있기란 현
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며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때에 상대적 가격에 근거
한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2. 9. 소결 및 연구의 차별성
종전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한 연구 논문들은 주로 설문조사를 기반으

로 한 데이터의 분석을 토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의 대한 인식
조사와 만족도 조사,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하는 주요한 선택요인들을 밝혀내
는 것과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설명변수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점’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각종 포털 사이트 뉴스
란을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대란
을 매일 출퇴근 시간에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주차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할 것이 아닌, 인근 주택에 제공되
어야 할 주차장이 침범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차 시설 부족현상은 최근에 연구된 도시형 생활주택 인식조사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거주하면서 겪는 불편함으로 매우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식, 만족도, 가격과 관련
한 연구들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에 따른 주차시설이 갖는 의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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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3. 1. 연구문제

첫째, 과거와 현재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성하는 주택가격의 중요
요소는 무엇인가?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당시에는 사회초년생, 노인부부(독거노인),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도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도시형 생활
주택은 주택 내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주택 외부인 역세권, 주변 
주택시장 등 물리적 특성에 의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났다.

2015년말 기준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2,000만원과 45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기에 
다소 경제적 압박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10).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당
시에 국토교통부의 제도 도입 의도와 부합하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이 되
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 현재에 이
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한다.

둘째, 도시형 생활주택 거래가 매매와 전세계약 간에 차이가 존재
하는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상품으로 단기성 부동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기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을 위한 부동
10) 2015.12.18. MK부동산 “서민 주거상품의 그늘 ‘도시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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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매입하기 보다는 임대사업을 위한 매입을 하는 경우가 도시형 생활주택
에서 다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가 먼저 선행된 후
에 세입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간에 거주환경 선택에 미치는 요인
의 중요도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인식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간의 양상 차
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지하철역 접근성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물리적 특성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발
견되는 사항으로 지하철 역세권을 들 수 있다.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주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필요로 하는 수
요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차를 소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하철역을 예로 들면,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소
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거주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할 경우, 주거비용에 
따른 지출 이외에 자동차 소유 여부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기
호에 따라 소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인접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동
산 경쟁력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지하철역 접근성에 따라서 주차시설이 갖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영
향력이 어떻게 분포하게 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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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가설설정

<가설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세 거래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택가격에서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 것이다.

2009년 5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도시형 생활주
택의 대상자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으로 1~2인 
가구 중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입자
의 경우 소득분위에서 하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무주택자일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택자금 이외에 다른 자산이 있다고
는 예상하기 어렵다.

2012년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를 비롯하여 전세계약이 급증했고, 
이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취지에 올바르게 대응한다고 
가정한다면, 세입자들의 경우 주차시설보다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 초기 단계인 2012년과 2013년도에는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이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
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참고해보면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초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인근 동일 평수 대비 평당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역세권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일수록 세입자가 주택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소득 분위가 높은 세입자는 주택이외에도 자동차를 소유할 가능
성이 높게 예상되는 바, 도시형 생활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차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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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지하철역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도시형 생활주택일수록 
주차시설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은 번화가라고 통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
라서 지하철과 같이 정시성이 확보된 대중교통을 제외하면 출퇴근 시간과 같
이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주민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도로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도로정비에 
많은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따라서 도로상태가 양호할 것이다. 즉, 대중교통망
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주택은 대중교통 외에 자차를 이용한 이동을 고려하
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중교통 접근성
이 다소 낮은 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에 비해 주택 지불 능력이 높다고 예상되
는 바, 자차 소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
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공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주차공간을 확보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렇지 않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비해 가격이 매우 높게 책
정될 것이다.

<가설3>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입자와 세입자의 주택 선택 선호사
항에서 주차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입자에 경우가 더 크게 나
타날 것이다.

종전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연구들은 공시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
반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이 미치는 주요한 요소를 밝혀내는 연구들이 많았다. 
연구의 진행이 주택 매매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경우 주택 매입자의 입장
이 고려되고, 전/월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경우 세입자의 입장이 고려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 도
시형 생활주택의 연구들은 대부분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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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춰져 있으며, 매입자와 세입자 간에 주거지 선택지 고려하는 선호요소에 
대한 비교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택에 대한 인식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실거주 목적
으로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도
입배경에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1~2인 가구 및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사람들
은 대부분 세입자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
이터를 참고하면, 같은 년도에 발생하는 실거래는 매매보다는 전/월세의 거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래는 다음을 목적으로 거래가 발생된다.

1.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세대 매입
2.  실거주 목적으로 세대 매입
3.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혹은 월세 계약

부동산 매매 데이터의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인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
로 하는지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매매 데이터의 출처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업자들이라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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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의 틀

4. 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도

시형 생활주택의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주요 특성으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과 
세대 당 주차대수가 존재하며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데이터와 건물 속성 데이터(연면적, 층수, 주차
대수 등)가 구득이 가능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및 준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점 데이터로는 
서울특별시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구득이 
가장 용이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거래가 발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래가 가장 많
이 일어난 도시를 분석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이 2009년 5월에 이뤄졌으나, 실거래가 많이 발생
한 시기는 2012년이므로 분석에 사용하는 시간적 범위는 2012년부터 2016년
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거래가 데이터 단년도의 표본수가 적을 경우 분석 
결과에 편향(bias)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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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처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도시형 
생활주택 서울시 서울시 2009년 5월 ~ 

2016년 12월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2012년 1월 ~ 2016
년 12월

<표 10> 분석의 대상 및 범위

4. 2. 분석자료

4. 2. 1. 분석 자료의 구성

4. 2. 1. 1.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시설 변수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시설의 유무와 그 크기에 따라 주
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
지로 설정한 서울시내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가 필
요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현황자료는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 활용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현황자료는 2016년 하반기 기준 도시형 생활
주택 현황자료를 참고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의 위치(인허가 및 준공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모두 포함), 지목, 대지면적, 용
도지역, 건축면적, 연면적, 기타면적, 건물 동수, 층수, 주차면수, 세대수, 크기에 
따른 세대수, 인허가일, 준공일 등이며,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위치, 층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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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 세대수 등을 활용했다.

4. 2. 1. 2. 도시형 생활주택과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까지의 거리 변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수요층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가구 등 1~2인 
가구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1~2인 가구의 주요한 이동수단은 지하철과 버
스등의 대중교통일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시지역에만 한정하여 건설을 허가하고 있고, 단기간에 1~2인 가구의 소형주
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주택 건설시 충족해야했던 각종 기준을 완
화 및 적용했다. 그 중에서도 주차시설 완화가 가장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도시
형 생활주택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에서도 교통에 유리한 곳
이 입지해야만 한다.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유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른 형태의 주택이나 오
피스텔과 비교시에도 평당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도
시형 생활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소데이터를 기반으로 biz-gis11)에서 제공하는 
Geocoding tool를 사용하여 이를 좌표데이터로 전환한 뒤, Arc-gis10.0을 활용
하여 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부터 가까운 지하철역 출구까지의 거리와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를 산출했다. 산출해 낸 지하철 역과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
리 변수를 분석의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4. 2. 2. 설명변수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접근성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내 
주차시설이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따라
11) ㈜비즈지아이에스, http://www.biz-g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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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의 핵심 변수는 실거래가(매매가/전세보증금)와 지하철역으로부터의 
거리변수, 버스정류장으로부터의 거리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환경적 
특성, 사회적 특성, 거리적 특성, 주택 내재적 특성으로 분류하고 변수를 구성
하였다. 또한 헤도닉가격모형을 활용한 분석 시, 변수 간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변수의 표준화를 선행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변수명 자료수집 방법
인구특성 자치구 인구밀도 서울시 자치구근린환경특성 자치구 도시공원 수

교통특성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버스정류장까리의 거리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고용특성 대학교 수 교육청
사업체 수 서울통계

주택특성

전용면적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층 수

세대 수
건물의 주차면수

건축년도

<표 11> 변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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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내 용

종속변수(y) price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가(만원)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보증금(만원)

독립변수(x)

density 자치구 인구밀도(인/㎢)
park 자치구 내 도시공원 수
bus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m)

subway 지하철역까지의 거리(m)
univ 자치구 내 대학교 수
busi 자치구 내 사업체 수
area 주택 전용면적(㎡)
floor 층 수
house 세대 수

lot 건물 내 보유 주차장 면 수
year 건축년도

<표 12> 분석에 사용된 변수

4. 2. 2. 1. 환경적 특성

환경적 특성 변 수
park 자치구 내 도시공원 수

<표 13> 환경적 특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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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치거리 규 모

생활권
공 원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어린이 공원 250m 이하 1,500㎡ 이상

근린공원

근린생활근린공원 500m 이하 10,000㎡ 이상
도보권근린공원 1,000m 이하 30,000㎡ 이상
도시지역근린공원 제한 없음 100,000㎡ 이상
광역권근린공원 제한 없음 1,000,000㎡ 이상

주제
공원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변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묘지공원 제한 없음 100,000㎡ 이상
체육공원 제한 없음 10,000㎡ 이상

조례가 정하는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10,000㎡ 이상

<표 14> 도시공원의 종류와 종류에 따른 유치거리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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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2. 1. 사회적 특성

사회적 특성 변 수
density 자치구 인구밀도(인/㎢)

univ 자치구 내 대학교 수
busi 자치구 내 사업체 수

<표 15> 사회적 특성 변수

4. 2. 2. 1. 거리적 특성

거리적 특성 변 수
bus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m)

subway 지하철역까지의 거리(m)

<표 16> 거리적 특성 변수

4. 2. 2. 1. 주택 내재적 특성

주택 내재적 특성 변 수
area 주택 전용면적(㎡)
floor 층 수
house 세대 수

lot 건물 내 보유 주차장 면 수
year 건축년도

<표 17> 주택 내재적 특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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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분석의 흐름 및 방법

4. 3. 1 분석의 흐름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시설이 주택 가격의 변화를 알아보
고자 하며, 주택 가격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주차시설의 크기, 대중교통
과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
명하고자 한다. 

먼저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해 2012~2016년까지 각년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와 전세 실거래 데이터를 헤도닉 가격 모형으로 분석한다. 각 거래에 따른 
설명변수에 대하여 계수값으로 인수분해를 한 뒤, 주차시설이 갖는 가격을 분
석해 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차시설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
래프로 표현하도록 한다.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역세권12)을 4개의 차수로 분류하도록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역세권을 적용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역세권을 도보 5분 단위(4㎞/h 적용시 333.3m)로 분류, 1차~4
차까지 총 4번의 헤도닉 가격모형을 시행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결과의 설
명변수 중 주차시설의 계수값을 차수별로 비교·분석한다.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해 2012년~2016년까지 매매 및 전세 실거래가 데이
터를 헤도닉 가격 모형을 활용하거 분석하고 매매와 전셋값 중 주차시설이 주
택 가격에서 차지하는 가격의 비율을 비교·분석한다.

12) 역세권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부동산 용어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철도역 및 주변지역을 역세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서는 역세권 범위에 대해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으로 반경 250m이내의 범위로 하고,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m에서 500m이내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 용어사전에서는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를 역세권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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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분석의 흐름도

4. 3. 2 분석방법

4. 3. 2. 1. 헤도닉 가격 모형(Hedonic Price Model)13)

주택 매입액 또는 주거비 지출액(housing expenditure)을 단가(P)와 수량
(H)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헤도닉 가격함수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헤도닉 가
격 모형은 특정 재화 또는 가치를 추정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해
당 재화가 포함하고 있는 가치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의 화폐적 금액을 추정
하는 모형이다. 먼저 주택매매가 또는 전/월세에 따른 비용 주거비용 지출의 
주요 속성에 대해 회귀분석 하여 각 속성 1단위가 증가하면 매매가격 또는 임
대료가 몇 % 상승하는지를 산출한다(Baltas, G. and Freeman, J, 2001).

헤도닉 가격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모형이 가지고 있는 가정

13) 이용만, 2008, 헤도닉 가격 모형에 대한 소고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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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헤도닉 가격 모형은 “이질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치는 해당 재화에 내포되어 있는 특성(attributes, characteristics)에 의해 결
정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Resen, Sherwin, 1974). 여기서 재화의 특성
이란 인간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재화의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이질적인 
재화를 매입한다는 것은 해당 재화에 내포되어 있는 특성들의 묶음(a bundle 
of characteristics)을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질적
인 재화의 가격은 해당 재화에 내포되어 있는 특성들의 가격과 양(quantities)
에 의해 결정된다(Triplett, Jack E, 1987).

이 때 특성들의 가격(characteristic price)을 헤도닉 가격(hedonic price) 
또는 잠재가격(implicit price)라고 부른다. 특성 가격을 헤도닉 가격이라고 부
른 사람은 Court(1939)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urt는 자동차의 속성(스피드, 
내부의 안락함, 안정성 등)으로부터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즐거움(enjoyment)
을 측정하면서, 헤도닉 가격(hedonic pricing)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
다.

특성가격은 명시적으로 관찰되는 재화의 가격과 특성들의 양(quantity)을 
이용하여 구한다(Rosen, 1974). 재화의 가격을 특성들의 양에 대해 회귀
(regression)함으로써 특성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헤도닉 가격 함수 모형으로는 선형함수(Linear Function), 이중로그형함수
(Double-log Function), 준로그형 함수(Semi-log Function), 역준로그형 함수
(Inverse Semi log Function)를 주고 사용하고 있다. 선형함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가 선형(Linear)이라는 가정하에 함수화 시킨 것으로 아래의 
모형으로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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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i = 관찰된 표본
Y = 종속변수(단위당 임대료, 단위당 아파트 가격 등)
X1X2 = 설명변수로서 특성변수들
β1β2 = 설명변수인 X1과 X2의 계수(Coefficient)

선형함수는 추정결과에 대한 해석이 단순하고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
지만 특성의 양이 증가할 경우에 주택 가격이 동일한 배율로 변화한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반로그함수는 종속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독립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하
지 않는 함수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함수이다. 반로그함수의 모형은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og 

이중로그함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선형함수로서, 다
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log loglog

이중로그함수에서 추정계수는 각 변수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나타낸다. 헤
도닉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 결정모형을 구성하고,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하
는 연구들은 분석 과정 속에서 적합한 함수관계를 찾겠다는 의도하에 모형 선
택 과정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모
형으로 선형, 반로그, 역준로그, 이중로그 모형이 있다. 각 모형의 R-Square를 
비교하여 그 값이 높은 모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종속변수가 서로 다른 두 모
형을 설정하여 R-Square값을 비교하는 것은 R-Square 산식 자체의 분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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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하는 의미가 없으며, 이에 따라 결정된 모형에 대해 
적합한 모형을 가린다고 보기는 부적합하다(정수연, 2005).

소비자는 시장 재화 자체가 아닌 재화를 구성하는 특성을 구매하며, 이때 
재화에 포함되어 있는 각개의 특성이 소비자에게 가져다주는 효용에 가치를 
판단하여 재화를 구매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의 합이 주택가격을 형성하게 되
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대한 회귀(Regression)는 주택 가격의 내재가격을 측정
할 수 있고, 주택가격을 종속변수로 하여 도심에서의 거리나 교통시간과 같은 
입지적 특성, 교육적 특성, 환경적 특성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다(김호
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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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결과
5. 1. 분석결과

5. 1. 1. 도시형 생활주택(2012년~2016년) 매매 및 전세 거래

price 계수 유의확률 VIF
density*** -216.3966 0.000 2.57
park*** 1012.067 0.000 1.93
bus*** 106.6002 0.000 1.49
subway*** -720.8579 0.000 1.44
univ*** 359.1868 0.000 1.41
busi*** 1335.261 0.000 1.25
area*** 6108.312 0.000 1.24
floor*** 515.5718 0.000 1.14
house -11.1386 0.781 1.10
lot*** 240.0093 0.000 1.10
year*** 1697.577 0.000 1.04
_cons*** 17913.34 0.000 -

<표 18>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2012년~2016년)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29138 R-squared = 0.7109 Adj R-squared = 0.7108



- 55 -

price 계수 유의확률 VIF
density*** -183.4141 0.000 3.06
park*** 905.6737 0.000 2.75
bus -26.12581 0.294 1.75
subway*** -583.6219 0.000 1.68
univ*** 242.1997 0.000 1.32
busi*** 788.6285 0.000 1.30
area*** 3665.607 0.000 1.26
floor*** 85.43976 0.004 1.24
house*** -198.4001 0.000 1.07
lot*** 296.9039 0.000 1.06
year*** 3305.238 0.000 1.06
_cons*** 13586.27 0.000 -

<표 19>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2012년~2016년)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25223 R-squared = 0.6378 Adj R-squared = 0.6376

5. 1. 1. 1. 소결

도시형 생활주택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매 및 전세 거래가격에 따른 
설명변수의 계수의 절댓값(건축년도 제외)은 매매 및 전세 거래 모두 전용면적
이 주택거래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는 자치구 내에 사업체수, 도시공원의 수, 지하철역으로부터의 거리순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세거래의 경우, 도시공원의 
수, 사업체수, 지하철역으로부터의 거리순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의하지 않은 설명변수로는 매매의 경우 세대수가, 전세의 경우 
버스정류장으로부터의 거리가 유의하지 않은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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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도시형 생활주택 연도별 매매 거래 분석 결과

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425.6333 0.000 18676.5
park*** 811.9482 0.000 52.02841
bus 62.94052 0.353 116.1043
subway*** -474.798 0.000 465.8378
univ*** 412.494 0.000 2.155833
busi*** 415.4229 0.000 29888.33
area*** 5369.018 0.000 30.16375
floor*** 476.2391 0.000 4.595781
house* -234.1894 0.058 40.75248
lot*** 759.7399 0.000 13.55058
year*** 191.0255 0.005 2011.678
_cons*** 151434.93 0.000 -

<표 20> 2012년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2323 R-squared = 0.0.7399 Adj R-squared = 0.7386

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286.4882 0.000 18616.41
park*** 997.5859 0.000 51.66293
bus 10.30271 0.833 115.5175
subway*** -516.2149 0.000 483.942
univ 10.32354 0.854 2.8611
busi*** 1154.272 0.000 28215.69
area*** 5837.935 0.000 29.65935
floor*** 307.4048 0.000 4.310794
house*** 408.0356 0.000 29.54134
lot** 150.5226 0.037 11.41385
year*** -394.8446 0.000 2012.469
_cons*** 14933.48 0.000 -

<표 21> 2013년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4910 R-squared = 0.7456 Adj R-squared = 0.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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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39.89947 0.398 19272.64
park*** 1012.983 0.000 53.94777
bus*** -125.6668 0.007 117.8066
subway*** -831.6626 0.000 497.3523
univ*** 178.9608 0.001 2.67649
busi*** 1130.876 0.000 28735.74
area*** 5917.817 0.000 29.8109
floor*** 403.1662 0.000 4.646693
house 23.68051 0.751 37.94679
lot 48.23223 0.445 12.33137
year*** 212.3848 0.000 2013.275
_cons*** 16021.03 0.000 -

<표 22> 2014년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6108 R-squared = 0.7276 Adj R-squared = 0.7271

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190.5903 0.001 19317.31
park*** 775.4274 0.000 60.67334
bus*** 224.7616 0.000 119.0021
subway*** -705.8555 0.000 485.2554
univ*** 491.0257 0.000 2.31371
busi*** 1098.634 0.000 29545.24
area*** 6288.259 0.000 33.56131
floor*** 695.7849 0.000 4.641016
house*** 209.5232 0.014 34.3568
lot -93.63126 0.210 14.4798
year*** 1287.64 0.000 2013.681
_cons*** 19248.51 0.000 -

<표 23> 2015년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7797 R-squared = 0.6577 Adj R-squared = 0.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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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275.2861 0.000 19366.05
park*** 1237.621 0.000 60.9735
bus*** 251.5002 0.000 123.6017
subway*** -537.6056 0.000 492.1101
univ*** 687.3385 0.000 2.265
busi*** 1586.38 0.000 29528.48
area*** 6938.178 0.000 33.55331
floor*** 552.6785 0.000 4.4615
house*** -369.9367 0.000 33.18275
lot*** 516.4057 0.000 15.81525
year*** 322.8545 0.000 2009.318
_cons*** 20605.4 0.000 -

<표 24> 2016년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8000 R-squared = 0.6857 Adj R-squared = 0.6852

VIF

2012 2013 2014 2015 2016
density 1.21 1.18 1.11 1.09 1.11
park 1.31 1.36 1.29 1.44 1.62
bus 1.11 1.03 1.08 1.24 1.06
subway 1.23 1.15 1.17 1.09 1.09
univ 1.24 1.35 1.33 1.30 1.31
busi 1.31 1.24 1.33 1.24 1.36
area 1.82 1.57 1.33 1.67 1.32
floor 1.15 1.20 1.70 1.55 1.49
house 3.69 2.71 2.79 2.56 3.00
lot 2.75 2.25 1.99 1.95 2.25
year 1.11 1.05 1.13 1.32 1.02
average 1.63 1.46 1.51 1.48 1.51

<표 25>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공선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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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1. 소결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각년도 별 도시형 생활주택 실거래의 매매 거래
의 헤도닉 가격모형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차시설의 경우 2012년도에는 
평균적으로 건물에 할당된 주차면수는 약 13.55에 그쳤으나 점점 증가하여 
2016년에는 약 15.82로 건물 당 주차면수가 3면 증가했다. 대중교통과의 접근
성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의 평균 도달거리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의 각년도별로 헤도닉 가격 모형으로 분석해본 결과, 
각년도별로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대중교통(지하철역, 버스정류장까지
의 거리)과의 접근성과 주차시설을 살펴보면, 먼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
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택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하철역으로부터 가까울수
록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부터는 다소 영향력이 줄어들
었다. 주차시설의 경우 2012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영향력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에 다시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하면 주택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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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3. 도시형 생활주택 연도별 매매 거래 분석 결과

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62.29297 0.168 18959.83
park*** 554.8265 0.000 66.58966
bus 7.405798 0.861 119.4071
subway*** -274.6675 0.000 429.8962
univ*** 221.31 0.000 2.332602
busi*** 504.574 0.000 33938.92
area*** 2748.704 0.000 22.93058
floor*** 171.7593 0.000 4.132033
house*** -223.7885 0.001 27.51787
lot*** 434.1324 0.000 8.730721
year*** 267.0695 0.000 2011.729
_cons*** 9299.921 0.000 -

<표 26> 2012년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3128 R-squared = 0.6516 Adj R-squared = 0.6504

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200.4039 0.000 18666.48
park*** 770.8016 0.000 65.71583
bus -13.55698 0.761 119.622
subway*** -451.0867 0.000 435.7244
univ*** 260.7646 0.000 2514403
busi*** 756.5327 0.000 32553.41
area*** 3618.692 0.000 24.57733
floor*** 242.0792 0.000 4.06316
house** 145.1094 0.037 27.99285
lot -57.30934 0.365 10.28113
year 44.38073 0.462 2012.39
_cons*** 10291.34 0.000 -

<표 27> 2013년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4544 R-squared = 0.6249 Adj R-squared = 0.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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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142.5938 0.007 11680.76
park*** 544.7648 0.000 18934.2
bus*** -137.4164 0.005 62.52398
subway*** -758.777 0.000 117.8959
univ*** 145.3532 0.006 448.1852
busi*** 766.9235 0.000 2.429204
area*** 4114.389 0.000 32135.6
floor*** 195.5762 0.009 26.98248
house*** -1063.515 0.000 4.265049
lot*** 801.8792 0.000 29.38201
year*** 803.2089 0.000 12.265.46
_cons*** 53.27003 0.000 2012.774

<표 28> 2014년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4475 R-squared = 0.6704 Adj R-squared = 0.6696

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138.932 0.019 14170.02
park*** 706.6649 0.000 18858.66
bus*** 176.6049 0.001 62.21579
subway*** -583.7134 0.000 119.8632
univ -60.44102 0.314 444.8666
busi*** 681.9933 0.000 2.274295
area*** 4073.031 0.000 32398.03
floor 121.2919 0.117 29.20056
house*** -1059.853 0.000 4.201959
lot*** 1393.66 0.000 26.40048
year*** 2027.544 0.000 12.11539
_cons*** 14578.09 0.000 2013.302

<표 29> 2015년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5450 R-squared = 0.6706 Adj R-squared = 0.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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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328.1764 0.000 17585.25
park*** 1410.146 0.000 19008.04
bus** -93.0971 0.041 63.03083
subway*** -709.0892 0.000 124.614
univ*** 427.0184 0.000 483.2097
busi*** 927.8575 0.000 2.11233
area*** 4126.821 0.000 31450.83
floor 66.59496 0.167 31.0841
house*** -655.0976 0.000 3.898243
lot*** 616.9296 0.000 20.76907
year*** 2806.634 0.000 11.64668
_cons*** 17587.94 0.000 2014.291

<표 30> 2016년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7626 R-squared = 0.7031 Adj R-squared = 0.7027

VIF

2012 2013 2014 2015 2016
density 1.32 1.29 1.29 3.56 1.41
park 1.87 1.77 1.87 3.48 1.78
bus 1.16 1.08 1.09 1.72 1.04
subway 1.07 1.10 1.11 1.66 1.04
univ 1.30 1.30 1.32 1.48 1.35
busi 1.88 1.78 1.84 1.37 1.59
area 1.32 1.16 1.52 1.34 1.29
floor 1.45 1.38 1.29 1.21 1.17
house 3.09 2.64 8.76 1.12 3.32
lot 2.55 2.12 8.56 1.08 3.12
year 1.11 1.00 1.08 1.07 1.18
average 1.66 1.51 2.70 1.74 1.66

<표 31>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변수간 공선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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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3. 1. 소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세 거래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지하철역까지의 평균거리는 429.8962와 435.7244인데 반해, 2014년도부터는 
100m대로 다소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주차면수는 2012년에 비해 
2016년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의 각년도별로 헤도닉 가격 모형으로 분석해본 결과, 
버스정류장의 경우 각년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추세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지하철역까지의 거리에 따른 주택가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면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2013년도
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 모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
년, 2013년, 2014년으로 갈수록 점점 영향도가 커졌으나 2016년에는 다시 작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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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4. 지하철역 거리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분석 결과

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196.7411 0.000 18580.79
park*** 1131.216 0.000 55.00983
bus*** 235.9753 0.000 115.2545
subway*** 1203.731 0.000 213.431
univ*** 492.019 0.000 2.330374
busi*** 1083.714 0.000 29314.69
area*** 9007.264 0.000 28.11089
floor*** 256.377 0.000 5.168767
house -11.15737 0.819 47.24924
lot*** 259.7592 0.000 17.1953
year*** 1401.443 0.000 2013.186
_cons*** 19526.75 0.000 -

<표 32>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 1차역세권 도보거리 5분이내(~333m)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10476 R-squared = 0.7482 Adj R-squared = 0.7480

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215.6854 0.000 19161.89
park*** 973.1005 0.000 57.21695
bus*** 164.8096 0.000 120.7646
subway*** -1192.112 0.000 479.6447
univ*** 141.4135 0.004 2.528789
busi*** 1454.494 0.000 29487.34
area*** 6273.626 0.000 32.49852
floor*** 759.0068 0.000 4.372457
house -83.61807 0.213 31.3102
lot*** 729.8271 0.000 12.23983
year*** 1778.099 0.000 2013.47
_cons*** 183241.62 0.000 -

<표 33>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 2차역세권 도보거리 
10분이내(333m~667m)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12192 R-squared = 0.7071 Adj R-squared = 0.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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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689.0145 0.000 19682.13
park*** 869.0232 0.000 62.71664
bus 78.078 0.231 119.589
subway*** -1690.542 0.000 795.96
univ*** 655.5838 0.000 2.065232
busi*** 1433.048 0.000 29158.42
area*** 5560.374 0.000 37.16722
floor*** 1320.666 0.000 3.869764
house** -632.2682 0.045 19.12795
lot*** 653.5104 0.007 10.97597
year*** 2008575 0.000 2013.628
_cons*** 18984.95 0.000 -

<표 34>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 3차역세권 도보거리 
15분이내(667m~1000m)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4369 R-squared = 0.6516 Adj R-squared = 0.6507

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771.3376 0.000 20844.87
park*** 866.8279 0.000 55.68887
bus*** -292.1679 0.000 128.8907
subway*** 500.8823 0.000 1263.683
univ*** 510.6682 0.000 3.47431
busi*** 2670.076 0.000 26692.71
area*** 5239.534 0.000 35.58833
floor*** 636.4572 0.000 3.683635
house*** -1026.263 0.000 21.28211
lot*** 1908.251 0.000 11.87203
year*** 1277.412 0.000 2013.495
_cons*** 15187.91 0.000 -

<표 35>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 4차역세권 도보거리 15분 
초과(1000m~)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2102 R-squared = 0.8140 Adj R-squared = 0.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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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

0~333m 333~667m 667~1000m 1000m~
density 1.11 1.13 1.09 1.61
park 1.35 1.55 1.61 1.70
bus 1.11 1.06 1.13 1.14
subway 1.09 1.06 1.06 1.09
univ 1.25 1.36 1.38 1.57
busi 1.27 1.31 1.38 1.49
area 1.58 1.57 1.59 1.97
floor 1.47 1.45 1.55 1.43
house 2.71 2.35 2.35 2.74
lot 2.16 1.78 1.86 2.43
year 1.20 1.19 1.11 1.18
average 1.48 1.44 1.45 1.67

<표 36>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도보권 설명변수 공선성 검정

5. 1. 4. 1. 소결

지하철역까지의 거리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는 1차 역세권의 경
우 오히려 지하철역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주택가격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권 5분~10분이내, 10분~15분이내의 경우에는 지하철역
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도보권 
15분을 초과하면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보다는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가까
울수록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가격에 주차면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리
가 멀어질수록 점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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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5. 지하철역 거리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분석 결과

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11.20728 0.850 18371.71
park*** 709.0822 0.000 59359609
bus* 112.8039 0.057 119.9256
subway -115.9226 0.501 216.4115
univ*** 312.2474 0.000 2.416639
busi*** 1000.438 0.000 32084.07
area*** 4252.165 0.000 25.71388
floor*** 220.4679 0.000 4.164856
house*** -328.2271 0.000 27.28932
lot*** 320.5261 0.000 11.67622
year*** 1709.203 0.000 2013.004
_cons*** 13678.21 0.000 -

<표 37>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 1차역세권 도보거리 5분 이내(~333m)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9111 R-squared = 0.5326 Adj R-squared = 0.5320

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203.4434 0.000 19115.12
park*** 848.1674 0.000 66.46425
bus** -74.21218 0.038 126.0288
subway*** -164.2495 0.000 478.0801
univ -4.346887 0.917 2.334347
busi*** 531.5491 0.000 32235.35
area*** 3759.406 0.000 27.63629
floor*** 117.7159 0.002 3.742462
house*** -251.5535 0.000 19.56078
lot*** 608.6198 0.000 8.990703
year*** 2789.402 0.000 2013.232
_cons*** 13873.5 0.000 -

<표 38>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 2차역세권 도보거리 
10분이내(333m~667m)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11509 R-squared = 0.7135 Adj R-squared = 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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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736.0131 0.000 19366.25
park*** 884.1566 0.000 71.12695
bus*** 557.7361 0.000 110.9241
subway*** -3196.121 0.000 783.6078
univ*** 590.1743 0.000 1.793522
busi*** 963.0665 0.000 32026.09
area*** 3461.519 0.000 31.16079
floor*** 369.4271 0.005 3.793688
house*** 1448.086 0.000 18.63852
lot*** 791.5778 0.000 9.692308
year*** 2124.736 0.000 2013.165
_cons*** 17711.41 0.000 -

<표 39>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 3차역세권 도보거리 
15분이내(667m~1000m)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3380 R-squared = 0.5339 Adj R-squared = 0.5324

price Coef.  P>|t| average
density* -255.2147 0.057 20923.2
park -102.7252 0.565 64.57053
bus -38.62292 0.738 120.986
subway*** -779.2801 0.000 1223.204
univ*** 345.0211 0.000 2.781718
busi*** 1891.839 0.000 30767.22
area*** 2961.517 0.000 33.87147
floor*** 485.909 0.007 3.839937
house*** -1263.279 0.000 26.87392
lot 321.4124 0.196 13.6643
year*** 1620.552 0.000 2013.258
_cons*** 14501.39 0.000 -

<표 40>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 4차역세권 도보거리 15분 
초과(1000m~)

*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Number of obs = 1222 R-squared = 0.5328 Adj R-squared = 0.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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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

0~333m 333~667m 667~1000m 1000m~
density 1.27 1.40 1.30 1.72
park 1.49 1.99 2.21 2.55
bus 1.15 1.13 1.12 1.17
subway 1.12 1.05 1.07 1.25
univ 1.25 1.53 1.28 1.42
busi 1.55 1.86 2.07 2.39
area 1.23 1.38 1.59 1.49
floor 1.29 1.32 1.17 1.76
house 3.27 2.50 1.90 5.23
lot 3.00 2.14 2.05 4.31
year 1.08 1.31 1.10 1.07
average 1.61 1.60 1.53 2.21

<표 41>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도보권 설명변수 공선성 검정

5. 1. 5. 1. 소결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거래를 도보권에 따라 분류하여 헤도닉 가격 모형
을 진행한 결과, 매매와는 달리, 모든 도보권에서 지하철역으로 가까울수록 전
셋값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차시설의 경우 지하철역
으로부터의 거리가 5분~10분, 10분~15분 거리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
차시설이 전셋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의 경우 지하철역으로부터 도달시간이 길어질수록 주
차시설이 갖는 주택가격 내 비율이 상승했지만 전세거래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의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지점은 2차와 3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
시형 생활주택 매매의 경우보다 전세 임대자가 주차시설에 상대적으로 민감하
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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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6.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소형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신유형 주택인 도시
형 생활주택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러한 문제가 주택의 매매가 및 전세가에 
미치는 변화를 연구문제와 가설을 제시하여 파악하고자 했다. 

먼저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현황자료로 서울시 정보소
통광장에서 구득하였으며, 본 연구에 활용된 시점은 2016년 하반기의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자료이다. 실거래가 자료의 구득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
거래가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매매와 전세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2012년 1
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취합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주소
의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의 각년도별로 헤도닉 가격 모형으로 분석해본 결과, 
각년도별로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하철역으로부터 가까울수록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부터는 다소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주차시설의 경우 2012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에 다시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하면 주택가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거래의 각년도별 헤도닉 가격 모형 분석 결과로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에 따른 주택가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면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2013년도를 제
외한 나머지 연도에서 모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013년, 2014년으로 갈수록 점점 영향도가 커졌으나 2016년에는 다시 작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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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의 지하철역까지의 도보권에 따른 헤도닉 가격 모
형 분석 결과는 1차 역세권의 경우 지하철역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주택가격
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권 5분~10분이내, 10분~15분이
내의 경우에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했으나 도보권 15분을 초과하면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보다는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세거래의 지하철역까지의 도보권에 따른 헤도닉 가격 
모형 분석 결과는 매매와는 달리, 모든 도보권에서 지하철역으로 가까울수록 
전셋값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차시설의 경우 지하철
역으로부터의 거리가 5분~10분, 10분~15분 거리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시설이 전셋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의 경우보다 전세 임대자가 주차시설에 상대적으로 민감
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와 전세거래의 헤도닉 
가격모형 분석 결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가 전세거래보다 지하철역까지의 
거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차시설의 경우 매매보다 전세거
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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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에 있어 주차시설의 유무 정도와 대중교통
의 접근성에 따른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받는 영향도를 분석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된 2009년 5월 이후로 소형주택의 공급은 급속도로 1~2인 가
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켜 나갔으나, 동시에 각종 주택 건설의 법적 완화 조
치로 인한 도시 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의 큰 문
제로 언급되고 있는 주차시설로 인해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쟁력의 하락이 예상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
룬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차시설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문제는 종전의 거주자 
위주의 만족도 분석 등의 실증 분석과는 차별성을 갖는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 수요층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높
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주차시설 부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주차시설 부족 현상의 상관성을 파악했다는 점
에서 또한 연구의 의의가 있다.

6.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어떤 대상의 시간의 흐름이 따른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집합체를 구성하여 패널분석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
와 전세거래의 데이터를 단년도 및 전체에 대한 헤도닉 가격 모형 분석을 함
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확한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지 못했다. 

또한, 각년도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해에 특정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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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다수 완료된 경우, 데이터의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
재하기에 앞서 언급한 패널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데에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과제로는 본 연구에서 실행하지 못한 패널 데이터 분
석을 함으로서 거래가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시계열적 변화를 살
펴보는 것이다.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거래가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
성하는 설명변수들의 변화량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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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Housing Price 

according to the Parking Facilities 
Insufficiency of Urban Life Housing in Seoul

Kim, Min Chull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mid-2000s to the present period, 1-to-2 person 
households account for nearly half of the Korean households ’ patterns. 
Unlike the past when large homes were preferred, small houses are 
receiving attention, as the type of households went through a 
transformation from large families to nuclear families. In the early 2000s, 
when the number of 1-to-2 person households was to explode, no 
housing system or supply plan was set up for the rapidly increasing one 
or two households in the housing market. In respons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a small housing system 
that can meet the needs of small households in May 2009.

Urban life housing refers to apartments that are less than 300 
households in urban areas that are built below the size of national 
housing, and urban life housing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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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type tenement housings, complex type multiplex housing and 
studio apartments. Among them, the supply and demand for studio 
apartment is the most active, so the housing problem associated with 
urban life housing is also caused by studio apartment urban life housing. 
A major problem in urban residential areas where the urban life 
housings are concentrated in is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noise 
between neighbors, the lack of landscaping facilities inside and outside 
of the house, but the problem has recently risen is about the lack of 
parking lot.

The study therefore sought to see how the lack of parking facilities 
in urban life housing affected housing prices. The scope of the analysis 
was from January of 2012 to December of 2016, with the spatial extent 
established throughou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rban life 
housing is the new housing system that was adopted in May 2009, but 
it was found that only one urban life housing existed in 2009, 26 in 
2010, 445 in 2011 which could cause bias to do analysis. So the real 
transaction price of housing marking data contains from 2012 to 2016. 
In additi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secured the 
highest number of subway lines and bus routes in Korea, was decided 
to be easy to gener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portation 
and parking facilities, thus the study is limiting the spatial extent to 
Seoul. Considering the above two matters collectively, the data on sale of 
urban life housings were divided into the yearly and walking sphere to 
subway access, and then a hedonic price model was used to carry out 
the study.

First, the analysis used variables were obtained from the Seoul 
Metropolit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quare as the data on the 



- 82 -

status of urban life housings, and the time when this study used was 
the data on the urban life housing in the second half of 2016. The 
purchase price and lease data were collected using real estate apartment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by 
compiling the addresses of applicable housing prices from January 2012 
to December 2016.

An analysis of urban life housing sales patterns showed that the 
explanation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 housing prices by year 
were different. It was revealed that as time went by from 2012, the 
closer it was to the subway station, the more influence to the price of 
housing contract. By the way, from 2015, it seems less influence to the 
price of housing. Parking facilitie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housing 
prices by securing more parking facilities in 2016, although it was 
revealed that the impact gradually decreased over time from 2012.

A model analysis of the rental housing(jeonse) for each year revealed 
that the price of a house over time is influenced more and more by the 
distance to subway stations. It was shown that the effect of the number 
of parking lot on housing prices has a positive effect on all of the years 
except 2013. The impact increased in 2012, 2013, and 2014, but was 
smaller again in 2016.

The analysis of Hedonic Price Model according to the urban life 
housing trading sales shows that the farther away from the subway 
station, the more influential (+) distance in 5 minutes by walking. In 
case of between 5 minutes to 10 minutes and 10 minutes to 15 minutes, 
it was found that the closer the distance to the subway station, the 
higher the price of the house. But over 15 minutes to the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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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by walking the greater the distance to the subway station makes 
higher price for housing price.

A model analysis of Hedonic pricing based on urban rental housing's 
distance to subway stations by walking shows that unlike sales, the 
closer it is to subway stations, the more influential (+) to rent housings. 
Meanwhile, parking facilitie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rental 
price of urban residential houses by walking 5 to 10 minutes, 10 to 15 
minutes from subway stations.

An analysis of the hedonic price model for urban life housing sales 
and rental from 2012 to 2016 showed that the sales of urban life 
housing case had a greater influence from the distance to subway 
stations than the rental case. In case of parking facilities, the distance to 
subway station affected more to rental housing prices than housing 
sales.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price on sales and rentals of 
urban life housings by relationship between parking facilities and the 
distance to the subway station. Since May 2009, when urban life housing 
was adopted, the supply of small houses was rapidly meeting the 
housing demand of one or two households, but the legal mitigation 
caused many issues in housing environmental problems especially 
parking problems. The lack of parking lot, referred to as a major 
problem in urban life housing, has had a negative external effect, which 
is expected to reduce competitiveness of urban life housing in the long 
term. Accordingly, the problem of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life housings and parking facilities covered i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its distinctiveness to the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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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considering the main demand levels, urban life housing is 
aiming people who usually takes public transportation to commute, there 
is significance that this study reveale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parking facilities and the distance of subway station affects to the price 
of urban life housing sales and rental.

This study has limitation to actively utilize data from urban life 
houses and the market pri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le may not expect to see the exact outcome of the 
analysis of housing sales by forming the same unit to analyze the 
housing price for a given subject's time stream, can also expect to see 
more accurate results from the analysis results of the housing sales by 
performing panel data analysis. 

In addition, the disadvantages of analysing each year of sales and 
rental data of urban life housing in Seoul are that if many transactions 
are completed in a particular area in a particular year could generate 
the bias of the data.

The future work task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anel data that 
could not be performed in this study to explore the cyclical changes in 
urban life housing in which the housing sales occurred. By analyzing 
panel data, a more accurate analysis will be required of the variation in 
the described variables that comprise the urban life housing in which 
the sales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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