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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간척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토지의 편익을 부동산

가치형성요인 중 하나인 인구요인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간척 사업의 경우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

토지의 가치를 국민경제적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간척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뚜렷이 반영할 수 있으며 경제성 분석에

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전편익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 편익 추정

의 엄정성을 지킬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추정해야 하는가

에 대한 점인데,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신규 토지의 가치가 유입 인구의

토지 활용에 따라 발생함을 수식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토지에 대한 수요가 없어 토지가 이용되지 않는다면 토지는 가치가 없

으며 따라서 간척의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인구는 토지의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유효수요는 토지에 가치를 발생시킨다.

인구의 상태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

이며, 특히 매립 전후의 인구 유무가 확연하게 대비되는 간척토지에서는

인구의 상태가 토지가치평가의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요인이 토지의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구 변수를 포함한 지대 방정식을 설정하였다. 이 때 수식의 근원

은 단일도심모형을 가정한 도시토지의 지대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인구밀도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인구가 증가하면,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는 확장된다. 도시의 반경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사용

되고 있지 않던 토지에 가치가 발생하고, 동시에 기존에 사용되던 토지

의 가치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초기 활용되고 있는 지역, 즉 도심



- ii -

을 중심으로 도시의 기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지대

방정식의 도시 반경 변수를 인구 변수로 표현한다면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수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인구밀도가 일정할 때, 도시토지의 지가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는 인구 증

가에 따라 도시경계가 확장되므로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는 절

편은 증가하는 반면 한계교통비와 1인당 토지사용량으로 구성된 지대곡

선의 기울기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지대곡선의 평행이동으로

인해 도시토지의 지가는 어느 지점에서나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간척지의 목표인구가 달성된 상태에서 인구가 추가로 유입되면

인구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밀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인구 증가가 도시의 외연적 확장을 초래하지만, 간척지의 매립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목표인구 또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간척지의 반

경은 무한히 확장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의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가로 인구가 유입되면 지역 내 인구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1인당

토지사용량을 감소시켜 지대방정식의 기울기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즉,

인구밀도의 증가는 도심을 기준으로 우하향하는 지대곡선의 기울기를 더

욱 급격하게 만들고 이 때, 도시반경을 의미하는 절편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에 근접한 지역일수록 지가 상승의 폭이 크다는 결론이 도출

된다.

수식을 통해 인구규모가 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실제 간척 사례인 송도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18년 공시된 75개의 송도지역 표준지공시지가를 종속변수로, 용도지역

을 통제변수로, 수식을 통해 도출된 인구 및 거리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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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지가는 수식을 통해 도출된 인구 및 거리 변수와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을 보인 앞

선 분석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추정된 회귀식에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송도 인구를 대입하여 각 표준지별 토지의 지가를 산정하

였고 이를 실제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관

측치와 실측치간 일치 정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및 활용 토지의 양이 매우 적은 초기 3년을 제외하고

는 모든 시점에서 관측치와 실측치간 약 80%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실제로 간척토지의 가치가 인구 증가에 따라 상승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간척 사업의 편익항목으로 간주한 신규 토지의 사용가치는

대상토지로 유입되는 인구규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예비타당성조사, 감정평가, 지대이론, 간척, 송도, 새만금

학 번 : 2018-2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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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1).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

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 지

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며 이 때, 경제성 분석의 주된 수단으로 비용·편익 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1999년부터 꾸준하게 정책이 진행되어

옴에 따라 각 사업 분야별로 정형화된 조사 방법론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 중, 경제성 분석의 편익으로 산정하는 항목은 각 사업별로 다음과 같

다.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 활동으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편익, 택지

조성의 경우 상부 건축물로부터 나오는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의 주거편

익을 산정한다. 신규도로건설의 경우 도로개통으로 인해 절감되는 교통

비용으로 편익을 산출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물류개선 및 부가가치

편익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별 일반 지침에 명시된 분석 기간 동안의 편

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총 편익을 구하게 된다.

한편, 대규모 간척 사업의 경우 매립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유

지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비용으로 간주할 경우, 편익은 매립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의 활용가치로 간주할 수 있다. 간척 사업은 존재

하지 않던 새로운 토지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신규 토지의 가치를 국민경

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조(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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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편익으로 잡을 경우 간척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뚜

렷이 반영함과 동시에 경제성 분석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전편익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추정해야 하며,

경제성 분석기간3) 동안의 토지가치는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어떠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하는 감정평가는 법률이 지정

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고 한다)제 11조(감정평가방

식)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세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전통적인 세 가

지 방식으로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방식

으로 대상 물건의 정상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각각 원가법, 거래사례비교

법, 수익환원법이라 지칭한다.4) 토지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외에 공시

지가기준법이라는 비교방식 방법이 추가로 존재한다.

감칙 제 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는 제 1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

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때 제 14조(토지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공시

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공시지가기준법은 대상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 사례로 설정하고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을 통하

여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닌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법, 수익방식에 기초한 수익환원법 등은 토지 평가의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3)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행한 일반지침에 의하면 경제성 분석을 위한 분석기간

은 30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4) 정상임료를 구하는 방법은 각각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이라고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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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산출된 시산가액5)의 합리성을 검토할 시 사용된다.

하지만 원가법의 경우, 조성 전 토지6)에는 적용이 어렵고 수익환원법의

경우 토지만의 임대사례를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해 실무에서는 공

시지가기준법을 통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한 비준가액7)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행 토지평가기법을 통해 경제성분석을 위한 분석

기간인 30년간의 미래 토지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 감칙 제 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

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

점으로 할 수 있다’

즉, 미래시점의 가치를 구하려면 최우선적으로 그 당시 시점에 있어서

가격조사가 가능해야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경우, 당해 연도의 표

준지공시지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매년 1월1

일 공표되기 때문에 미래 시점의 토지가치를 표준지를 통해 추정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감칙 제 14조(토지의 감정평가)2항 2호는 시점수정 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간척토지의 경우 존재하지 않던 땅이 새롭

게 조성된 사례로 대상 토지의 과거 지가변동률 자료를 구득할 수 없을

뿐더러 간척지의 특성 상 비교표준지가 인근지역8)에 존재하기 쉽지 않

아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할 가능성이 크

다. 동 규칙 2항 2호 나목은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5)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을 적용하여 구한 각 가격
6) ‘전’, ‘답’, ‘임야’ 등을 뜻하며 반대로 관계법령에 의해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대’의 경우 조성이 완료된 토지로 볼 수 있음
7)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구한 시산가액
8)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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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으로 시점수정을 해야 한

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생산자물가지수 또한 일반 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 당해 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간척 토지의 미래가치추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의 경우 수익성부동산9)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뿐더러

상부시설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익환원법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토지만의 임대사례를

찾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는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부동산의 임대수익 총액에서 건물 가

액을 공제하여 토지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즉, 수익환원법에

서 말하는 수익은 토지만의, 또는 건물만의 효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

닌 토지와 건물을 합한 복합부동산 전체의 효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

기 때문에 토지 가액은 수익 총액에서 건물 가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하

게 된다. 따라서 상부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해야 하며 동

시에 상부시설의 유형이 수익성부동산일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하지

만 간척 토지의 경우 기반 시설 조성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입지환경

이 변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임대료의 변동 폭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미래의 토지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불확실성의 한계가 있다.

원가법으로 토지를 평가할 경우 소지취득가격이나 조성공사비, 부대비

용 등으로 평가 시점의 가격은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지만 토지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간척토지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감정평가 실

무방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한 편익 산출 사례를 살펴봄으

로써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여러 감정평가실무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9) 상가나 오피스텔 따위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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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간척 토지의 가치를 인구요인을 통해 평가하는 새로운 감정평

가실무 방법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단일도심모형을 가정한 지대

이론을 준용, 수학적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실증분

석 한다.

인구의 상태는 부동산의 가치형성 요인 중 일반적 요인에 해당한다. 인

구의 집중, 변동, 증감 등은 지역의 지가 변동의 원인이 되며 인구의 도

시 집중은 도시 토지 등의 수요를 증대시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인구변동은 가격형성요인의 대표적인 지

표로서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현상과 거래를 분석, 예측하는 척도가 된

다(유원상, 2009).

간척 토지의 경우 매립 전 존재하지 않던 인구가 새로 조성된 토지로 유

입되어 토지를 사용함에 따라 가치가 발생한다. 인구밀도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인구가 증가하면 도시의 반경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용되지

않던 토지가 사용됨으로써 토지는 비로소 가치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에

단일도심모형을 전제로 한 지대방정식을 설정하고 도시 반경을 나타내는

거리 변수를 인구 변수로 표현하여 인구 상태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

를 수식을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실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감정평가실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제 1장은 연구에 대한 개관으로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언급하

고 연구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논한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함

으로써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제 2장은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 및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지대이론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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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봄으로써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제 3장은 토지를 평가하는 현행 제도 및 법률을 검토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 감정평가 절차를 확인하고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및 그

에 따른 한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

로 부동산 가치형성 요인 중 하나인 인구요인을 감정평가기법에 접목,

이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제 4장은 앞선 대안을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학적 모델을 설정하

고 인구 수 및 인구밀도 등의 인구 규모가 지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수식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식을 통해 도출된 변수의 부호 및 유의

미한 정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고, 회귀식을 통해 추계된

15년간의 지가와 실제 표본의 15년간 지가를 비교하여 분석 결과의 현실

반영 정도를 확인한다.

제 5장은 위에서 제시한 토지가치 추정 방법론이 실제 간척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활용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감정평가실무에서

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제 6장은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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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설정 및 분석 모델의 의의와 한계

수리적 모형 설정

연구결과 요약 정책적 함의 연구의 한계

결론

연구의 필요성/목적 연구의 방법/내용 선행연구 검토/차별성 제시

서론

분석방법 분석 대상 및 범위 분석 자료의 변수 속성

모델의 활용방안 제시

분석결과

현행 제도의 한계 대안 제시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대안 제시

감정평가이론 지대이론

이론적 배경

그림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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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시

본 연구는 간척 토지의 가치가 부동산 가치형성 요인 중 하나인 인구요

인에 의해 결정됨을 정량적으로 보이고 실제 적용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부동산감정평가실무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가치평가 및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2편을 검토하여 토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해본다. 또한 본 연구의 수학적 모형의 배경이 되는 지대이론 중 알

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이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경

험적 고찰을 한 선행연구 1편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농경지 및 임야지의 감정평가에 있어 미래 유용성이라는 측

면을 고려한 선행연구 1편을 살펴봄으로써 간척 토지의 새로운 감정평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찰

해본다.

1.3.1 선행연구 검토

유원상,김영선(2009)은 “부동산의 수요·공급 이론과 가격형성에 관한 이

론적 접근”에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상호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

지 미시경제학적으로 살펴보고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에 대한 결정이론을

수식을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일반적 요인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요인들을 구성하

고 있는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및 분석하였다. 사회적 요인으로

는 인구의 상태, 도시형성 및 공급시설의 정비 상태, 교육 및 사회복지

등의 수준 등이 있으며 경제적 요인으로는 물가·임금 및 고용 등의 상

태, 재정 및 금융 등의 상태, 저축·소비·투자 등의 수준 등을 들고 있다.

행정적 요인으로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규제의 상태, 부동산에 관

한 세제 등의 상태, 부동산 가격·임료 등에 관한 통제의 상태 등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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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부동산에 있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

요한데 반해 현실적으로는 짧은 주기를 갖는 정치적 원인으로 인해 단기

성 부동산정책이 수요·공급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

면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통한 부동산 정책

의 연구와 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방경식(2008)은 “토지평가의 가격형성요인 일고찰”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이용하는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정해 놓은 가격형성요인은 근래의 급변하

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국의 평가이론이나

실무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격형성요인을 검토하여 새로운 요인이 생기면

그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여 가격형성요인에 추가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요인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

요인 별로 추가할 내용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요인에 국제화

상태, 사회심리 상태, 정치안정상황, 사회치안상태, 지역요인에는 정보통

신기반의 정비 상태, 공해발정의 정도, 개별요인에는 정보통신기반 이용

의 난이, 매장문화재 유무 및 그 상태, 공해발생의 유무 및 그 상태, 재

해의 위험성, 환경 및 접근성 요인을 각각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각각의 요인들은 일본, 중국, 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문헌

조사하였으며 한국의 체계적이지 않은 평가제도에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갖춘 혁신적인 정책 개선안을 주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임석회(2014)는 “지가함수를 이용한 알론소 입찰지대이론의 경험적 고

찰”을 통해 실제 현실에서 접근성이 우수할수록 높은 지대를 얻을 수 있

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가함수를 이용하여 도시토지이용에 관하여

가장 일반적 모형인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을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구시 중구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 주거용과 주상복합용 토지의 지가는 오히려 거리가 가까운 토

지의 가격이 낮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가가 상승하는 분화구 현상을 발

견했으며 지가의 공간적 변동성은 도심지 내부에서 굉장히 크다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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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였다. 특히 상업용지의 경우 지가는 공간적으로 매우 불균등한

반면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함을

밝혔다.

유승동(2018)은 “농경지 및 임야지의 유용성과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토지의 미래 유용성이 평가의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음

을 주장한다. 국토교통부의「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농경지에 대한 감

정평가에서는 평가대상 농경지의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를 진행

하는데 농경지의 생산성 또는 임야지의 자연환경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가격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래 유용성에 따라 가치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실제사례를 점검하

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토지의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 유용성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론전개를 위해 도시의 공간구조를 단일 도심 모형으로 간주하였으며

소비자와 개발업자의 관점으로 두 토지의 미래 유용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추후 도시토지로의 용도변경 가능성이 큰 접근성 차이가 가까이 위

치하고 있는 두 토지의 지가 차이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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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년도)
논문주제 연구내용

유원상,
김영선

(2009)

부동산의 

수요·공급 

이론과 

가격형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Ÿ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미시경제학적으로 설명

Ÿ 토지와 주택의 가격결정이론을 수식을 통해 설명

Ÿ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일반적 요인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

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설명

방경식

(2008)

토지평가의 

가격형성요인 

일고찰

Ÿ 토지를 평가하는 요인을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으로 분

류

Ÿ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각 요인별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함을 주장

Ÿ 해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문헌연구를 진행

임석회

(2014)

지가함수를 

이용한 알론소 

입찰지대이론의 

경험적 고찰

Ÿ 도시토지이용에 관한 가장 일반적 모형인 알론소의 입찰지대이

론을 경험적으로 고찰

Ÿ 대구시 중구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실제로 접근성이 도시 내 지

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Ÿ 접근성과 지가의 관계 및 공간적 변동성이 용도지역별로 다르

게 나타나는 결과 도출 

유승동

(2018)

농경지 및 

임야지의 

유용성과 

감정평가

Ÿ 농경지 및 임야지의 감정평가실무에 미래 유용성 요인을 고려

해야함을 주장

Ÿ 얼마 차이나지 않는 거리에 입지한 두 농지의 공시지가 차이를 

확인, 접근성이 좋아 미래 도시토지로의 용도변경 가능성이 농

후한 토지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Ÿ 단일도심모형을 가정하고 소비자와 개발업자의 관점에서 두 토

지의 미래 유용성을 이론 모형을 통하여 분석

표 1. 선행 연구 요약

1.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 외에도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가격평가에 관한

연구는 여러 편 존재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현행되고 있

는 관련 정책이나 법률 등에 대한 개선사항에 관한 문제를 문헌이나 사

례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단,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진행된 연구가 여러 편 존재했다.

본 연구는 간척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로

선행 연구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간척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의

의가 있다. 또한 현행 감정평가 방법이나 법률 등의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정량적으로 실증분석 하여 제시한 부분에서 앞서 진행된 선행 연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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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이 있으며 토지의 미래 가치를 추정해보고자 한 점, 그리고 그 미

래 가치를 인구요인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경지 및 임야지의 감정평가를 미래 유용성 측면에서 바라

보고 새로운 감정평가 실무를 제시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는 도

시 토지를 대상으로 한 점, 그리고 이론적 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실

제 활용사례를 보였다는 점에서 앞선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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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감정평가 이론

감정 평가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토지를 비롯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는 일로 평가이론의 기초는 가치추계이론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

다. 가치 추계이론은 경제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이론으로 전통적인

부동산평가방법인 감정평가3방식과 엄격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평가이론의 바탕이 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안정

근, 2009).

1776년부터 1870년까지 경제학파를 이끌어온 고전학파는 재화의 가치가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즉, 재화 생산에 투입된 생산비용에

근거하여 재화의 가치가 결정되므로 이는 공급자 가격의 특징을 갖으며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건물을

짓는 데 있어 10억 원이 투입되었다면 이 자체로 건물의 가치는 10억원

이상이 되는 것이다.

1870년, 오스트리아학파라고도 불리는 한계효용학파는 재화의 가치가 한

계효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재화의 가치는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획득되는 효용의 증분인 한계효용이 결정하는

것이지 투입되는 생산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생산비

가치설을 부정한다. 위 예를 가져오면 어떠한 건물의 생산비가 10억 원

일지라도 이 건물이 효용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10억원의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즉 수요측면을 강조하

는 수요자가격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이는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 후반 등장한 신고전학파의 대부 알프레드 마샬은 균형가치

설을 주장하고 있다. 상품의 가치, 시장에서의 가격은 앞서 말한 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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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만, 또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균형가치설을 주장한다. 이는 시장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다.

각각의 가치 추계이론은 현재의 감정평가3방식의 원가방식, 수익방식,

비교방식의 바탕이 되며 가치이론과 감정평가3방식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안정근, 2009).

학파 가치이론 가치추계이론 감정평가 3방식

고전학파 생산비가 가치결정 비용접근법 원가방식

한계효용학파 한계효용이 가치결정 소득접근법 수익방식

신고전학파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이 

가치결정
시장접근법 비교방식

표 2. 가치이론과 감정평가3방식과의 관계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은 이러한 가치추계이론을 배경으로 각각 정상가

격과 정상임료를 평가하게 되며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에 의해 평

가대상의 정상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이라 하며 정상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

법이라 한다.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정상가격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정상임료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

표 3. 감정평가 3방식의 정상가격 및 정상임료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토지의 감정평가는 법률에 의해 비

교방식 중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정

평가이론에서도 토지를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시장성에 기반

한 비교방식을 말하고 있다. 원가방식과 수익방식은 비교방식 적용이 쉽

지 않거나 비교방식을 통해 도출된 비준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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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보되, 비교방식의 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1 비용접근법(원가방식)

비용접근법에서 말하는 시장가치는 생산비에서 감가상각액을 제한 것으

로 매수자는 대상부동산과 동일한 효용 및 기능을 제공하는 대체부동산

의 생산비보다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즉, 생산비는 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에 대한 상한선으로 볼 수

있다(안정근, 2009).

1)원가법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

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원가법을 통해 산정된 가액을 적산가액이라 하며 산식은 아래와 같다.10)

적산가액  재조달원가 감가수정액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에 필

요한 적정한 원가 총액으로 재생산비용(복제원가)과 대체비용(대치원가)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생산원가의 경우 물리적 측면의 원가로부터의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합리적이며 대체원가의 경우 기술발전, 건축자재의 노화로 재생

산원가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건물과 동등한 효용을 갖는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을 뜻하는 만큼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체원가의 경우 기능적 측면에서 뒤떨어진 부분을

최신 원자재로 다 대체하여 기능적 감가를 다 반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

에 이중감가 방지를 위해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는다.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표준건축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수급인의 이

윤)와 도급인이 부담해야할 통상적 등기비용, 세금, 이자비용 등의 부대

10)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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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합으로 구할 수 있으며 객관적 가격인 도급가격을 원칙으로 한

다.

감가요인은 크게 내부적 감가와 외부적 감가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 감

가는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감가란 자연재해 및 화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

후화 등에 의해 건축물이 일부 파괴되거나 손상되어 부동산 가치가 손실

되는 경우이다. 기능적 감가는 물리적 상태와는 별도로 기능적 측면에서

효용, 유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다. 설계의

불량, 설비부족, 기계의 능률 저하, 신축된 건물의 부지와의 부적합 등이

기능적 감가에 속한다. 외부적 감가는 경제적 감가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적 감가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인근지역의 쇠퇴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

가 하락하는 경우이거나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에 어울리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공업주택 내에 속한 주택은 외부환경

과 어울리지 못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평가대상물건의 시장성이 감퇴

하여 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한편, 감가수정을 하는 방법으로는 대상 부동산을 직접 평가하는 직접

법과 사례를 통한 간접법이 있으며 직접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존재한다. 내용연수란 크게 물리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

수로 나뉘는데 물리적 내용연수는 준공 후 소모, 마멸, 훼손에 의해 건물

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을 뜻하며 경제적 내용연수는 경제적

으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한 사용기간을 뜻한다. 경제적 내용연수

가 끝나면 임대료 수익보다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며 일반적으

로 물리적 내용연수에 비해 짧다.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

고 물리적으로는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은 남아있으며 그 때의 가

격을 잔존가격이라 한다. 경과연수가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에서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즉

잔존내용연수를 조정 및 고려하여 평가한다.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관리상태, 유지·개량 등에 따라 감가도 달라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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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잔존내용연수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연수법에는 크게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준법이 존재하며 정액법은

건물을, 정률법은 기계를, 상환기준법은 광산 등을 평가하는 데 쓰인다.

정액법은 대상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평가한다. 매년 감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잔존가격을 제한 값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눔으로써 산정하고 구해진 감가액에 경과연수를 곱하여 감

가수정액을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

에서 감가수정액을 제함으로써 산정할 수 있다.

원가법은 신축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

에는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재생산이 가능한 상각자산, 조성지나 매립지

에는 적용이 가능하며 학교, 병원, 공항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

적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적용이 용이하다(노용호, 2005).

2)적산법

적산법이랑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

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적산법을 통하여 산정된 임대료를 적산임료라 하며 산식은 아래와 같

다.11)

적산임료  기초가액×기대이율필요제경비

2.1.2 시장접근법(비교방식)

시장접근법은 최근의 유사매매사례를 분석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도출하는 평가기법의 일종으로 여러 가지 유사매매사례 중에서 특히 비

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비교사례라 한다. 시장접근법의 논리는 비교

적 단순하다.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사례가 있을 때, 전형적인

11)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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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는 유사매매사례의 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을 것이며, 매수자도 그

이상으로 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논리적 근거로 하고 있다(안정근,

2009).

1)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산정된 가액은 비준가액이라 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12)

비준가액 거래사례가격×사정보정×시점수정×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면적비교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가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에 의해 정상가격

을 유지하지 못할 때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보정해주는 작업이다. 매

도인 또는 매수인이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거나 상속, 이민 등의 사

유에 따라 급매로 거래된 경우, 투기 등 가격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된 경

우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가격수준으

로 정상화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13)

사정보정률을 통해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됐을 경우 감액, 싸게 거래

됐을 경우 증액한다. 단, 표준지공시지가를 사례로 수립하는 공시지가기

준법에서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보정이 진행 됐다고 감안하

므로 사정보정을 하지 않는다.

시점수정이란 거래시점과 기준시점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기준시점 가액으로 정상화 하는 작업이다. 단,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여도

가격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12)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 제35조
13)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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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수정은 지수법과 변동률적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지역요인을 비교한다. 거래사례의 수집은 용도는 동일하고 위

치는 가까운 곳에서 수집해야 오차가 적다.

감칙 제2조에 의하면 거래사례비교법을 위한 사례수집의 인근지역, 유

사지역, 동일수급권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3.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

라 한다)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14.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

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15.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 관계가 성

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

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거래사례가 인근지역으로부터 수집되었다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였다면

지역요인비교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사지역은 거리의 원근과 관련 없이

용도적 공통적과 기능적 유사성에 중점을 두며 동일 수급권 내가 될 수

도 있고 외가 될 수도 있다. 비교항목에는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근지역이 너무 확대되면 사

례자료의 수집은 용이하나 용도적 동일성이 떨어져 가격수준의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인근지역이 좁으면 용도적 동일성은 높은데 사례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요인비교는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비교

과정으로 위 지역요인의 비교항목에 획지조건 하나를 더 추가하여 비교

하게 된다.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합하여 가치형성요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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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은 거래사례가 있는 부동산에 모두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3방식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시장에서 사례를 수집하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사례가 없을 경우 적용이 어렵고, 지

역요인비교 및 개별요인비교 등 가치형성요인비교과정에서 평가사의 주

관개입 여지가 많아 평가가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한계를 갖는다.

2)임대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

가방법이다.

임대사례비교법을 통해 산정된 임대료를 비준임료라 하며 산식은 아래와

같다.14)

비준임료  임대사례임대료×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비교

3)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에 의해 토지를 감

정평가 할 때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방법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부동산공시법」제 21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

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15)

산식은 아래와 같다.

토지단가  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의비교×개별요인의비교×그밖의요인보정

14)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 제40조
15)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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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

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위 산식을 살펴보면 거래사례비교법과는 달리 사정보정 항목이 빠져있으

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이미 사정보정이

되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중 보정을 피하기 위함이다.

시점수정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이 조사 발표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지가변동률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

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공시지가의 경우 조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

보다 낮게 측정되며 따라서 지역요인의 비교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항목을 통해 적절한 시중가격으로 보정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의 경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여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 때 수립된 사례의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이다. 반면 공시지가기준법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사례로 수

집하여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 때 수립된 공시지가 가격은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조세를 위한 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가격 수준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수준에 현

저하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정하기 위해 그 밖의 요인 보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를 수집하

는 거래사례비교법의 경우 당연히 그 밖의 요인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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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소득접근법(수익방식)

부동산의 가치 차이는 그 부동산이 창출하는 소득 차이로 나타낼 수 있

다는 것이 소득접근법의 기본 논리이다. 소득을 많이 창출하는 부동산일

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크고, 그렇지 못한 부동산일수록 부동산 가치가

작다는 것이다(안정근, 2009).

1)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

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방법이다.

수익환원법을 통해 산정된 가액을 수익가액이라 한다.16)

순수익은 연간단위로 산정한다. 순수이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이므로 미래수익이며 장래 기대되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 값

이므로 잔여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실이 없이 100프로 이용될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가능 총

소득이라 하며 공실 및 불량부채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공제하고 기타 소

득을 더해줌으로써 유효 총소득을 산정한다. 이러한 총 수입에서 운영,

유지 등에 소용되는 영업경비를 제함으로써 순 영업소득을 도출할 수 있

고 이 값이 곧 순수익이 된다.

수익가격의 정도는 기대순수익에 대한 추산의 합리성, 적절한 환원이율

선정, 환원방법에 달려있으며 순수익, 환원이율, 환원방법을 수익환원법

구성의 3요소라 한다.

환원이율의 개념은 소득을 가치로 전환하는데 사용하는 이율로서 대상물

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과 그 물건가격과의 비율이다.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지표로써

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환원이율은 대상지역, 품질과 등급, 대상

물건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16)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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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장추출법,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부채감당법, Ellwood법 등이 존

재한다.

한편, 자본을 환원하는 방법은 투자자본의 회수, 건물의 잔존년수, 할인

과정 등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환원의 유형은 직접환원법과 수

익환원법으로 구분되는데 직접환원법은 자본환원률로 소득률을 사용하는

반면 수익환원법은 자본환원율로 수익률을 사용하는 차이가 있다. 직접

환원법은 한 해를 기준으로 순영업소득을 자본환원율로 할인해서 대상부

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반면, 수익환원법은 여러 해의 미래소득을 현재가

치로 환원해서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직접환원법에는 전통적인 소득환원법, 잔여환원법, 저당지분환원법 등이

속하며 수익환원법은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이라고도 한다.

수익환원법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라는 부동산

의 가치에 대한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과학적이며 이론적인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장가격이 아닌 미래의 수익

창출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얼마만큼의 수익이 창출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므로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방법이다.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과 같은 기업용 부동산과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해 수익을 창출하는 임대용부동산 등 수익성 부동산에 적용이 용이한 반

면 주거용부동산 및 공공용부동산 등에는 적용이 어렵다. 또한 순수익과

환원이율을 적정하게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노용호, 2005).

2)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

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

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수익분석법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수익임료라 한다.17)

17)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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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소득접근법

장점

Ÿ 건물, 구축물, 기계 

등 상각자산에 유용

함

Ÿ 공공용 부동산 평가

에 유용

Ÿ 비교적 평가사의 주

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음

Ÿ 시장성에 기반하므로 

현실성이 있고 합리

적

Ÿ 부동산 전반에 적용 

가능

Ÿ 3방식 중 감정평가의 

중추적 역할담당

Ÿ 비수익성 부동산, 토

지 평가에 적절

Ÿ 수익성 부동산 평가

에 유용

Ÿ 가장 과학적인 방법

단점

Ÿ 재조달원가 및 감가

상각, 대체비용 추계

의 기술적 어려움 존

재

Ÿ 토지와 같이 재생산

이 불가능한 자산에

는 적용 불가(매립지

는 가능)

Ÿ 평가사의 주관에 따

라 많은 영향을 받음

Ÿ 거래사례가 없는  경

우 적용불가

Ÿ 시장이 비교적 안정

되어 있을 때에만 유

용하게 사용 가능

Ÿ 비수익성 부동산 

가치 평가에서의 

적용 한계

Ÿ 순수익과 환원이율 

파악의 어려움 존재

적용대상물

건물, 구축물, 기계,
장비, 선박 등의 

상각자산

토지, 농지, 산림, 과수원
광산, 어업권, 영업권, 기

타 수익용 자산

표 4. 감정평가 3방식의 장단점 및 적용대상

제 2 절 지대이론

지대란 토지로부터 매년 기대되는 순소득을 뜻하는 개념으로 일정 기간

토지를 사용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토지를 영구히 사용하는 대가를 토

지의 가치, 즉 지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토지가치란 매 기간마다 토

지가 제공하는 효용에 대한 대가를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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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2.1)

(식2.1)에서 는 토지의 가치, 즉 지가를 의미하며 는 t년도에 얻게되

는 순수익, 즉 지대를 의미한다. 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위 식을 토지의 자본화가치방정식이라 하며 위 식을 통해 토지가치의 계

산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미래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가치의 계산 즉, 지가

는 불확실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김지현, 2016).

지가가 토지지대를 자본화한 값이라면 지가에 대한 논쟁은 결국 지대에

대한 논쟁이 되며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

평가분야에서 지대이론은 토지가격 판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대의 결정 및 역할은 매우 오래 전부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큰 견해

차를 보여 왔다. 크게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관점을 구별하여 확인하

여야 하는데 이 두 학파의 지대를 바라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지대를 잉

여로 보느냐, 혹은 비용으로 보느냐에 있다.

고전학파의 경우 생산비가치설에 의하여 지대를 불로소득, 즉 잉여로 바

라보고 있다. 상품의 가격에서 다른 생산요소에 투입되는 생산비를 제한

나머지를 지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지대도

오른다는 주장을 한다.

반면 신고전학파의 경우 지대는 토지의 한계생산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 즉 비용으로 간주한다. 지대는 다른 생산요소와

마찬가지로 토지라는 생산요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므로 노

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상품가격이 오르듯 지대가 상승하면 상품가격이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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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고전적 지대이론

고전적 지가이론에서는 자본과 노동은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이

지만, 토지는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로 보고 있다. 즉, 토

지는 토지시장에서 자신의 가격인 지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며, 지가

는 다른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 결정,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후순위로 밀

리게 된다.

1)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

리카르도는 지대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

확체감의 법칙’을 언급하였다. 비옥한 토지는 언제나 부족하기에 집약적

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확체감의 현상’ 때문에 투입된 생

산요소의 생산성이 떨어져 더 이상 집약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으

로 손해가 되는 집약적 한계현상이 발생한다(김지현, 2016).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를 포함한 고전경제학 학자들은 상품의 가격이 생

산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고 지대는 상품의 가격과 생산비의 차액,

즉 잉여라고 주장하였다.

농지A, 농지B, 농지C 순으로 땅이 비옥하며 좋은 토지부터 이용하며 맨

나중에 이용되는 가장 열악한 토지를 조방적 한계라고 한다. 이 때 땅이

비옥하다는 것은 면적당 수확량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달리 말

하면 단위당 생산비가 더 저렴하다는 뜻이며 조방적 한계가 넓어진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토지가 이용된다는 말이다.

또한 상품의 가격은 조방적 한계에서의 생산비가 결정한다고 말한다.

A에서 생산되는 쌀만으로 모든 인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A 땅만 경

작되고 B와 C 지역의 땅은 경작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는 A 땅을 포함

한 모든 땅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인구가 증가하여 A에서 생산되는 쌀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B 땅이 경작

되기 시작한다. A 토지에 비해 덜 비옥한 B 토지는 단위면적당 생산비

가 더 비싸기 때문에 A 토지에서 수확한 쌀 한 가마의 가격이 5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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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가정할 경우 B 토지의 가마는 6만원으로 가정할 수 있다. 전술하였

듯이 전국의 쌀 가격은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생산될 때 소용되는 생

산비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전국의 쌀 가격은 6만원이 되며 따라서 여전

히 가마당 생산비가 5만원인 A 지역 농부의 경우 생산비 5만원과 쌀값

6만원의 차액 1만원의 추가수입을 차지하게 된다. 이 때 1만원, 상품의

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수입이 바로 A 땅의 지대가

되며 위 예에서 이러한 잉여는 A 땅만으로는 모자라서 덜 비옥한 B 땅

이 경작되는 순간 A 땅에 비로소 지대가 붙게됨을 알 수 있다.

인구가 더욱 증가하여 A와 B 땅만의 쌀로 부족할 경우, C 땅의 토지가

경작되기 시작한다. 앞선 두 지역에 비해 덜 비옥한 C 땅의 단위면적당

생산비는 비쌀테고 따라서 C 땅의 상품 가격은 A, B에 비해 비싼 7만원

으로 가정할 수 있다. 전국의 상품 가격은 조방적 한계에서 생산되는 생

산비가 결정한다는 가정으로 인해 전국의 쌀 가격은 7만원이 되며 따라

서 A와 B 지역의 농부들은 각각 2만원, 1만원의 추가수입을 얻을 수 있

고 이에 따라 A 지역의 지가는 2만원, B 지역은 1만원의 가격이 형성된

다(이정전, 2015).

이와 같이 리카도의 이론에서 지대는 단순히 잉여이기 때문에 토지생산

물의 가격이 높으면 지대도 높아지며, 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즉, 고전적 지가이론에서는 자본과 노동은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

소이지만, 토지는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로 보고 있다.

지대는 다른 생산요소들에게 그들의 몫(한계생산가치)을 지불하고 남은

잉여이며, 토지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한 소득이다.

구분 농지A 농지B 농지C
상품가격 7만원 7만원 7만원

생산비 5만원 6만원 7만원

지대 2만원 1만원 0만원

표 5. 농지별 상품가격 및 생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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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튀넨의 고립국이론

독일의 경제지리학자 본 튀넨은 그의 저서 「농업 경제와 국민 경제에

있어서 고립국」을 통해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 농업활동의 공간적 분화를 설명

하였다.

다시 말해 토지이용분화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토지와 이 농산물이 판매

되는 시장과의 거리, 즉 접근성이 좌우하므로 두 토지의 생산성이 같더

라도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도심지가 하나밖에 없으며, 도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은 도심

내의 시장에서 모두 판매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단위당 교통비나 생산비

역시 일정하며 농민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18)

이 도시의 도심지로부터 만큼 떨어진 어떤 토지에서 재화A가 생산된다

고 하자. 재화 A의 생산비용 중 토지이용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다른

생산비용이 모든 지점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재화 A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은 A의 가격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다른 생산

비용과 도심지까지의 거리 만큼의 운송비용을 제한 값이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재화 A를 생산함으로써 얻는 순수익은 운송비용이 적게 드

는 곳에 입지할 때 가장 크며 결론적으로 도심지로부터의 거리 에 가

까울수록 순수익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재화를 생산하

는 기업들은 보다 더 많은 순수익을 위하여 도심지에 가까운 지점에 입

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식 2.2)

위 식에서 는 지대를 뜻하며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에 따라 달라지

므로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재화의 가격을 , 토지이용에 대

18) 단일도심모형의 가정, 제3장 수리적 모형에서 후술하겠지만 수식의 기본

전제의 배경이 되는 도시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도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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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가를 제외한 평균비용을  , 생산량을 로 표현하였다. 운송비용의

경우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단위당 교통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단위당 교통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운송비용 역시 거리의 함수

로 표현할 수 있다.

식을 살펴보면 , ,의 값이 일정하므로 의 값이 커짐에 따라 의

값이 커지고 결론적으로 지대 의 값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대와 거리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이를 그래프

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이정전, 2015).

그림 2. 거리에 따른 지대 변화

한편 튀넨의 고립국이론 역시 지대는 잉여로 간주됨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최대 지불용의액은 토지 임대인의 순소득 전체로 볼 수 있

으며 이는 곧 총 수익에서 토지 이외의 모든 생산요소에 대한 생산비용

과 운송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잉여로 보기 때문이다.

2.2.2 신고전학파의 지대이론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 역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자원이라

는 점에서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와 유사하게 간주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토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다른 자원과 마찬

가지로 토지 역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구를 통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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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비용이며 지

대가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본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높아지면

상품의 가격 또한 높아지고 상품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의 대가가 높아지

면 상품의 가격 역시 높아진다. 이처럼 토지도 토지의 지대가 높아지면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는 비용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고전학파는 고전학파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토지지대를 바라

보았으며 토지지대를 잉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고전학파의 시선을 부정

하고 토지지대를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신고전학파의 대표적

인 학자 알프레드 마샬은 고전학파의 잉여 개념과 신고전학파의 비용 개

념을 통합하여 지대이론을 정립하였는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마샬은 비용의 정의를 그 대가가 해당 생산요소의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도구적 역할을 하는가 안 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샬은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을 구분하였는데 가

변비용이란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비용을 뜻하며 생산량이 변

해도 변하지 않는 비용을 고정비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가변비용은 직

접적으로 생산량에 영향을 미쳐 생산에 직결되는 비용을 말하며 고정비

용이란 당장 생산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야할 요소로 간접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을 말한다.

빵을 만드는 공장을 예로 생각해보면 빵의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밀가루에 들어가는 투입비용은 가변비용이고 공장부지의 임대료는

고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빵의 수요가 늘어나 빵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 부지를 늘리기보다는 밀가루의 투입량을 증가시키고 노동자를

더 고용해 늘어나는 빵의 생산량을 감당하는 편이 더 용이하다. 이 때,

밀가루 투입비와 같은 가변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면 빵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국 공장은 운영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반

면, 토지임대료와 같은 고정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빵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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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불하지 못 할 경우, 공장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은 정해져 있는 불변값이 아닌 시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하는 값으로 비교적 장기에 있어서 가변비용인 것도 기간

이 짧아지면 고정비용이 될 수 있고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고정비용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가를 지불하여 충분히 늘릴 수 있으므로 가변비용

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마샬은 신고전학파에서 주장하는 한계생산비, 한계비용을 가

변생산요소에 투입되는 가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토지와 같은 고

정비용에 대한 지대는 경제지대19), 즉 전용수입20)을 초과하여 지불하는

잉여의 개념으로 보았다. 즉, 가변비용으로서의 소득이 아닌 경제지대의

성격을 가진 소득으로 바라보았다는 관점에서 지대를 잉여로 바라보는

고전학파의 관점과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마샬은 준지대의 개념을 제시한다. 준지대란 “생산을 위하여 사람

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으로 일시적으로 토지와 매우

흡사한 성격을 갖는 토지 외의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이다. 기계, 설

비, 기구 등은 단기적으로 고정생산요소로 간주되어 지대의 성격을 갖지

만 장기적으로 가면 공급이 증가하여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비용의 성격을 갖게 된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생산량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용의 성격을 갖지만 단기적으로는 지대의 성격을 띠므

로 지대에 준하는 준지대라고 부르며 이러한 토지 이외의 생산요소들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와는 달리 공급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서 토지와 구분된다(이정전, 2015).

19) 생산요소를 고용 혹은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

불한 금액
20) 어떤 생산요소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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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도시지가이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가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경제학

자들은 농업용 토지의 지대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도시토지의 위치에 따

른 토지가격, 지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도시토지의 지가는 토지 그 자체

의 생산성보다는 도심에서의 접근성이나 도시의 특성과 결부되어 발생하

는 경우가 많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위치, 특히 중심지로부터

의 거리가 입지 결정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도시토지의 지

가는 절약되는 교통비에 의해 결정되었다. 즉, 오늘날 도시토지의 가치는

토지의 비옥도보다는 입지에 의해 좌우되며 이 때 입지에 따른 지대의

차이는 교통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1)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

튀넨의 고립국이론의 예에서 재화 A를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에 가까울

수록 운송비용이 적게 소모되므로 순소득이 커지고 이는 곧 토지를 이용

하려는 토지의 임대비용에 전가되므로 도심에 가까울수록 토지의 최대지

불용의액이 커짐을 확인하였다.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대한 사고를 도시공간

으로 확장한 이론으로, 입찰지대곡선이 기업들의 입지에만 적용되는 것

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의 주거 선택 행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경제활

동 각각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도시 토지의 이용 분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정전, 2015).

주거 입지를 예로 들면 소비자들은 주거지를 선택할 때 주로 교통비를

염두하여 주거지를 선택한다. 교통비에는 절약되는 시간비용 또한 내재

되어 있다고 보며 편의상 지대를 제외한 주택건설 및 유지비용이 도시의

모든 지점에서 같고 모든 직장과 상가가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고 가정한

다면 소비자들은 교통비가 최대한 절약되는 곳, 즉 도심지로부터 가까운

지점의 주거지를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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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통비와 지대와의 관계

위 그림에서 지점과 지점을 비교해보면 주거비용을 선택함에 있어

지점에서의 교통비용이 지점에서의 교통비용보다 적게 투입되는 것

을 볼 수 있으며 정확히 같은 양만큼의 차이가 지대의 지불액에서 발생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주거지의 지대는 정확히 절약되는 교통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거지의 입찰지대곡선을 그려보면 아

래와 같다.

그림 4. 입찰지대곡선

이러한 원리로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경제활동 각각에 대한

입찰지대곡선을 구할 수 있다. 도시의 경제활동이 A, B, C 세 가지유형

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입찰지대곡선이 아래 그림 5와 같다면 다음과 같

은 해석이 가능하다.



- 34 -

그림 5. 경제 유형별 입찰지대곡선

각 경제주체별 입찰지대곡선이 위 그림과 같다면 도심으로부터 까지는

경제주체 A가, 부터까지는 B가 부터 까지는 C가 최대지불용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각 구간별로 최대지불

용의금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그 구간의 토지를 이용하게 되

며 이를 통해 도시 토지의 공간 분화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이정전,

2015).

한편,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 역시 교통비용 차이로 인한 초과이윤이

지대가 된다는 점에서 지대를 잉여의 개념으로 간주한 고전학파의 이론

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마샬의 지가이론

마샬은 토지의 유용성에 대한 화폐가치의 총액을 지가라고 정의한다. 또

한 어떤 부지가 누리는 위치적 우위, 그러한 위치의 유용성에 따른 화폐

가치를 위치가치라고 정의한다. 유리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은 그

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운송비, 정보접근 등에서 비교우위를 누리는데

이렇게 특정 부지가 누리는 모든 측면의 비교우위를 금전화한 가치를 이

부지의 위치가치 혹은 위치지대라고 불렀다. 도시토지의 가치를 농업용

토지의 가치와 위치가치의 합으로 정의하면서 도시토지 내 위치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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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한다(이정전, 2015).

3)허드의 지가이론

허드의 지가이론은 도시토지의 지가를 접근성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다.

지가의 바탕은 경제적 지대이며, 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에, 편리는

접근성에 의존하므로 결국 지가는 접근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접근성이 지가결정의 주요 요인이 된다. 이는 현재 토지의 가치를 평

가하는 감정평가 이론에서 도시화에 따른 시가지 노선을 중심으로 가로

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체감한다는 노선가식 감정평가의 기본이론이 된

다고 할 수 있다(노용호, 2005).

4)헤이그의 마찰비용

헤이그는 도시지가가 마찰비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때 마찰

비용은 공간적 거리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정의된다.

지대는 마찰비용에서 교통비를 제한 값이므로 절약되는 교통비의 합이라

고 할 수 있으며, 토지의 고정성으로 인해 교통수단의 발달이 지대의 상

승을 불러온다. 즉, 교통수단이 양호하면 접근성이 좋아지므로 도시토지

의 지대는 높아진다(노용호, 2005).

5)토페카 연구

미국의 켄자스 주의 소도시 토페카의 지가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

구다. 도심에 가까울수록 토지이용의 집약화로 지가는 급격히 상승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토지이용의 조방화로 지가는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

이다. 이를 그래프에 나타낸 모형을 지가구배형상 또는 토페카형상이라

고 한다(노용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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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대안 제시

제 1 절 현행 제도의 한계

감정평가는 언제나 법률에 정해진 방법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감칙 제11조에는 앞서 살펴본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며

제12조는 위 3방식의 적용방법 및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 명

시하고 있다.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는 물건별 감정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제14조에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토지평가 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감칙 제14조에 명시된 토지 평가의 주된 방법이 공시지가기준법

이기 때문이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

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

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

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

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

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

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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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

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

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

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

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

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

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2조를 적용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

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

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

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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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

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

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본 연구의 목적이 간척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의 미래 가치를 추

계하여 간척사업의 편익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는 점에 기인하

여 미래시점에서의 토지가치 평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칙 제 9조 2항에 의하면 기준시점21)을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미리 정

해 놓을 경우,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의뢰인

2. 대상물건

3. 감정평가 목적

4. 기준시점

5. 감정평가조건

6. 기준가치

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이하 "자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

21)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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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위 절차에 따른 토지의 미래 가치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고 그 날짜의 가격 조사를 위해 당해 년도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수집한 후, 시점보정, 지역요인비교, 개인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의 과정을 거쳐 평가한다.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공표되기에 미래 어느 시점에서의

당해 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구득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따라서 가장 최

근의 공시지가 자료를 기준으로 감칙 제 14조 2항의 시점수정 기준에 맞

게 보정하여 기한부평가22)를 한다. 감칙 제 14조(토지의 감정평가)2항 2

호는 시점수정 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

동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호 나목에서는 지가변동률

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자물가상

승률 등으로 시점수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척토지의 경우

존재하지 않던 땅이 새롭게 조성된 사례로 대상 토지의 과거 지가변동률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간척지의 특성 상 비교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존

재하기 쉽지 않아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를 갖는다. 지가변동률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되는 생산자물가상승률 또한 일반 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 당해 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간척 토지의 미래가치추계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시점보정의 한계를 보인다면 애초에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가격을 미래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볼 필

요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제 8조는 표준지의 시점

22) 앞으로 도래할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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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8조(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① 수집된 거래사례 등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평가선례 등에 특수

한 평가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나 조건 등이

없는 상태로 이를 적정하게 보정(이하 "사정보정"이라 한다)한다.

② 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등이 공시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

사한 지가변동률로서 가격자료가 소재한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

변동률로 시점수정을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

률로 시점수정

2.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

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으로 시점수정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점 수정은 감칙에서 살펴본 시점수정 기준과 같으며

다만 표준지공시지가의 기준 가격이 되는 가격자료23)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 역

시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은 이유로 미래시점의 가격을 추정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감칙 제 12조 1, 2항에 의해 공시지가기준법 이외의 거래사래비교

23)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시에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

역에 있는 거래사례, 평가선례, 보상선례, 조성사례, 분양사례, 수익사례 등

과 세평가격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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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은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또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토지의 원가법은 가산방식과 공제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가산방식은

개발 전 소지상태(전, 답, 임야 등)의 토지가치에 조성공사비를 가산하여

개발 후 토지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며 따라서 소지상태의 토지가치 산

정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공제방식은 반대로 개발 후 토지가치를 산정하

여 개발 중인 토지가치나 소지가치를 역산하는 방법으로 매립지나 조성

지 등을 평가할 때 소지가액에 투하된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더해 산정할

수 있다.

원가법으로 토지를 평가할 경우 소지취득가격이나 조성공사비, 부대비

용 등으로 평가 시점의 가격은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지만 토지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수익환원법의 경우 수익성부동산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뿐더

러 상부시설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수익환원

법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토지만의 임대사례를 찾아야 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부동산의 임대수익 총액에서 건물 가액을 공제하여

토지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즉, 수익환원법에서 말하는 수익

은 토지만의, 또는 건물만의 효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토지와 건물

을 합한 복합부동산 전체의 효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토지

가액은 수익 총액에서 건물 가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

서 상부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해야 하며 동시에 상부시설

의 유형이 수익성부동산일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간척 토지의 경우 기반 시설 조성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입

지환경이 변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임대료의 변동 폭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미래의 토지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불확실성의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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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구분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한계 

Ÿ 매년 1월1일 공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

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토지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한

계가 있음

Ÿ 지가변동률을 통한 시점 수정

치를 반영하여 기한부 평가를 

할 때에도 간척 토지의 경우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가 인

근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커 

타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

용할 가능성이 농후함. 그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현실적

인 지가변동률을 반영할 수 

없음

Ÿ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이용되는 생산자물가상

승률 또한 일반 재화를 기준

으로 한 전국적인 지수로 지

역적 특성 반영에 한계를 보

임 

Ÿ 미래 가치 추계 

불가능

Ÿ 수익성 부동산에 한함

Ÿ 복합부동산의 총 수익

에서 건물가액을 제함

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건

물가액의 정확한 추계

가 가능해야 하는데 

간척지의 경우, 상부건

축물의 계획이 불확실

하여 건물 가액의 정

확한 추계에 한계를 

보임

표 6. 토지의 미래 가치 추계를 위한 토지평가기법의 한계

제 2 절 대안 제시

본 절에서는 토지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구요인을 토

지가치 추계의 직접적인 항목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감정평가실무기법을

제시한다.

부동산은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3가지 요인에 의해 가치

가 발생하며 이를 부동산 가치발생요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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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가치형성요

인이라고 한다. 부동산 가치형성요인은 크게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

인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세 요인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각

의 요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특

성을 갖는다.

일반요인이란 대상물건이 속한 전체 사회에서 대상물건의 이용과 가격수

준 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뜻한다. 지역요인은 대상물건

이 속한 지역의 가격수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을 뜻하며 개별요인은 대상물건의 구체적 가치에 영향을 미

치는 대상물건의 고유한 요인을 뜻한다.24)

일반요인은 그 내용에 따라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적 요인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상호 결합하여 지역

적 차원의 지역요인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일반요인은 전국적으로 동일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동일지역에는 동질적인 영향을, 다른 지역

에는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처럼 지역마다 각각의 영향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일반요인의 지역지향성이라 한다.

대체로 일반요인은 감정평가에 있어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개념으로 취

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요인은 부동산 가격수준 형성에 전반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치형성요인 분석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이다. 일반요인의 지역지향성으로 인해 일반요인이 지역마다 다

르게 작용하므로 지역 분석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감정평가기법을

적용할 때에도 일반요인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평가가 이루어져

야 한다(장동훈, 2008).

일반적 요인의 사회적 요인 중 가장 우선시되는 항목은 인구 요인이다.

인간은 부동산 활동의 주체이며 인구의 집중, 분산, 규모 등은 부동산의

가격변동의 주요 요인이 된다. 인구의 도시로의 집중은 택지 등의 수요

24)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 제23조(감정평가의 절차)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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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대시키고 그 결과 도시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며, 인구의 감소

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유원상,2009).

즉, 인구는 부동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기준이자 지표가 되며 부동산 가

치발생요인의 효용, 유효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다.

간척지의 경우, 토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간척 전에는 인구 또

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간척 후 새롭게 조성된 토지로 인구가 유입

해 옴에 따라 토지는 활용되고 토지에 대한 유효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비로소 토지의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단일도심모

형을 가정한 지대이론을 준용, 수식 및 실증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확

인하고 실제 간척 토지의 편익을 인구요인을 활용해 산정한 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제시하는 대안의 활용방안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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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리적 모형 설정

제 1 절 모델 설정 및 실증분석

본 장에서 전개하는 수리모형은 단일도심모형을 가정한 지대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활용한 모형으로 추후 좀 더 복잡한 모델을 이용한 연

구 진행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수식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단일도심모형을 가정한 지대이론을 준용한다.

단일도심모형을 가정한 도시토지의 지가는 절약되는 교통비용에 따라 산

정되는데 도시 환경에서 토지에 대한 지불용의는 토지의 비옥도보다는

접근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즉,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통근

비용은 증가하며 정확히 통근비용 만큼의 비용이 지가에서 감소되어 입

지적 균형을 달성하게 된다.

그림 6. 도시토지 내 교통비와 지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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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도시의 밀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의

경계는 외연적으로 확장되며 이에 따라 간척토지의 가치는 상승한다.

한편 단일도심모형은 장기균형에 입각한 이론으로 도시를 새로 설계하

여 건설하는 경우에 적합한 모형이다. 따라서 간척지와 같이 토지도, 인

구도 존재하지 않던 허허벌판에 새로운 토지를 공급하고 도시를 건설하

는 경우, 적절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우선 단일도심모형의 가정을 살펴본다.

1. 도시의 모든 경제/사회/문화활동이 도심(CBD)이라는 한 지점에 집중

되어 있다.

2. 하나의 도시가 지형적으로 평탄(한계교통비 일정)하고 동질적인 지역

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기의 질은 모든 입지에서 동일하다.

3. 공공서비스와 세금은 모든 입지에서 동일하다.

4. 모든 가구들은 동일한 소득을 갖고 동일한 소비(통근비용을 제외한

생활비 등)를 하며 저축은 없다.

5. 통근의 금전적 비용은 존재하나 시간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6. 모든 가구들은 단층의 동일한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며 한 주택에는

1명씩만 거주한다.

7. 입지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들은 조정된다.

입찰지대곡선에서 입찰 지대는 도심에 가까울수록 교통비 감소에 의해

증가한다. 즉 축이 거리, 축을 지대로 하는 그래프에서 입찰지대곡선

은 우하향 한다.

감소되는 교통비는 증가하는 지대와 정확히 일치하며 이는 수식으로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식 4.1)

은 지대를 뜻하며 는 1인당 토지이용량, 는 한계 교통비, 는 도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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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거리를 뜻한다. 축이 거리, 축이 지대를 의미하는 입찰지대

곡선에서 기울기는 곧 

 이 되며 이는 곧 한계교통비를 1인당 토지이용

량으로 나눈 값인 

로 표현할 수 있다.

즉, 한계수송비가 클수록, 토지이용량이 작을수록 기울기는 가파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인구의 규모가 도시토지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살펴보자.

도시의 밀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되는 토

지의 양도 증가하며 이는 곧 도시의 경계, 즉 한계지의 확장을 초래한다.

즉, 인구 유입에 따라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쓰이지 않던 토

지가 활용된다.

원형도시로 가정할 경우, 도시의 인구 밀도 는 아래와 같으며 이 때 

값은 일정하다.

  




 (식 4.2)

위 식에서 은 인구 수를 나타내며 는 도시면적, 는 도시의 반경을

뜻한다.

한편, 도시토지의 지대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3)

(식 4.3)은 도시토지의 가치를 농업용 토지의 가치와 위치가치의 합으로

표현한 마샬의 도시지가이론을 근거로 하며 은 도시토지의 지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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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토지의 지대, 는 1인당 토지점유면적, 는 도심으로의 통근비용,

한계교통비용을 나타낸다. 는 도심으로부터 도시경계까지의 거리, 는

도심으로부터 도시경계 사이의 어느 지점까지의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농업용 토지가 택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기회

비용을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며 이는 농지로부터 나오는 생산물의 가치

에서 토지 외의 생산비용을 제한 순 이윤, 즉 지대에 해당한다(김지현,

2016).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도시토지의 입찰지대곡선

(식 4.2)로부터 를 인구 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의 경계도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식 4.4)

(식 4.4)을 (식 4.3)에 대입하면 도시토지의 지대를 인구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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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5)

한계교통비용 는 일정하며 1인당 사용하는 토지  또한 밀도가 일정하

므로 상수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기울기는 일정하며 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의 경계는 확장되고 지가는 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또

한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하는 값이 작을수록, 즉 도심에 가까울수

록 지가는 높게 형성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인구 증가로 인한 지대의 증가

인구 명 증가에 따른 지가의 상승폭을 보기 위해 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식 4.6)

지가는 이 커질수록 모든 지점에서 일정하게 상승하며 상승률은 초기

에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원형도시로 가정한 모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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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반경 증가로 도시의 면적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구를 더 필요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어느 도시가 처음 개발될 때 지가 상승이 가장 활발함을 반영하고 있다

고 바라볼 수 있다. 지가상승의 3단계설은 개발 사업의 성장기 때 개발

사업 계획, 개발사업 착수, 개발사업 완공 등 3번에 걸쳐 지가가 상승한

다는 이론으로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지가상승률은 최고점을 찍는다

고 말하고 있다. 개발 초기에는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입지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며 신축 건물에 대한 거래가 부동산 시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지가의 상승폭이 크다. 또한 상대적으로 개발 초

기에는 지가가 낮아 실수요가 크고 투기에 관한 투기수요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지가 상승의 폭이 어느 시기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수의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의 확장은 계속해서 지가의 상승

을 초래하나 갈수록 상승폭은 작아짐을 볼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얘기하

면 도시의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초기 수준의 지가 상승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의 유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인구 n명 증가에 따른 지대곡선 변화

간척된 토지 전체의 가치는 도심으로부터 도시 경계까지의 거리를 반경

으로 하는 원의 넓이와 그래프 상에서 그에 해당되는 y값들의 곱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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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의 부피를 농업용 토지 기회비용의 합인 원기둥의 부피를 합함으로써

산정한다.

 


  

   


 


 (식 4.7)

그림 10.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전체의 가치

인구 명 증가에 따른 매립지 전체의 지가 상승 변화율은 다음과 같다.

이는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경계 증가분과 도시 경계 증가분에 따른 도

시 전체의 지가 변화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식 4.8)

이로부터 전체 토지의 지가 상승폭은 값이 커질수록 증가함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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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토지의 가치는 더 큰 상승률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간척지의 경우 간척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계획인구 또한 정해져있

다. 즉, 간척지 전체의 밀도는 정해져있는 상태이며 이와 같은 밀도로 인

구가 유입된다는 가정이 위의 증명에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계획인구가

모두 달성된 상태에서 추가로 인구가 더 유입된다면 한정된 면적의 간척

지에서의 인구 밀도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인구 밀도가 커짐에 따라 지가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자.

이제는 도시의 경계지 가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의 밀도 또한 증가하게 된다.

(식 4.3)에서 밀도가 달라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요소는 , 1인당 토지

이용량이다. (식 4.5)에서 는 지가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요소로 값이

작아지면 기울기의 값은 커지게 된다. 즉, 값이 정해져있으므로 절편

은 일정한 상태에서 기울기의 경사도가 더욱 급해지게 된다.

이는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아질수록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의 지가는 급

격하게 상승함을 의미한다.

이를 그래프를 통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인구밀도 증가에 따른 기울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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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이 매립지 전체의 반경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1인당 토지이용

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인구가 증가할수록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식 4.9)

(식 4.9)을 (식 4.3)에 대입하면 인구와 거리에 따른 지가함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식 4.10)

인구 명 증가에 따른 지가의 상승폭을 보기 위해 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식 4.11)

도심지에서의 상승률을 살펴보기 위해 에 0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식 4.12)

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에서의 지가는 
 의 일정한 상수만큼 증

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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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도심지에서의 지가 상승분

계획인구를 넘어선 추가인구 유입으로 인해 토지의 밀도가 높아질 경우,

간척된 토지 전체의 가치는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도심으로부터 도시

경계까지의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원의 넓이와 그래프 상에서 그에 해당

되는 값들의 곱인 원뿔의 부피를 농업용지 기회비용의 합인 원기둥의

부피와 합함으로써 산정할 수 있다.

 


  

   


 


  





 (식 4.13)

인구 명 증가에 따른 매립지 전체의 지가 상승 변화율은 다음과 같다.




 


 (식 4.14)

의 값이 모두 일정한 상수이므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의 전체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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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정한 증가폭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간척지 내의 인구 및 인구 밀도 증가에 따른 토지가치 변화

는 다음 표와 같다.

식을 통해 도출된 변수의 부호 및 유의미한 정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송도 간척지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다. 우선 앞서 기술했듯

이 인구요인이 포함된 도시토지의 지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식 4.15)

우변의 괄호 안에 있는 식 전체를 하나의 변수 로 치환하여 독립변수

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설정한다.

이 때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간척이 완료되어 계획인구

가 전부 달성되지 않았고 계획목적이 신도시 건설에 있었던 송도 간척지

의 공시지가를 이용한다. 시점은 2018년 1월1일에 공시된 지가를 이용하

며 표준지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용도지역에 관한 변수

만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때, 더미변수로 설정한 용도지역 변수의

기준범주는 공업용지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상업용지 중 호텔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의 지가는 다른 상업지역에 비해 가격이 월등

하게 높아 따로 변수에 포함시켰다.

중심지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값은 각 필지로부터 송도의 CBD라고

할 수 있는 송도 1·3공구, 국제업무지구의 송도 컨벤션센터까지의 거리

구분 임의의 지점에서의 토지 가치 간척된 토지 전체의 가치

인구증가

(기울기일정)
어느 지점에서나 같은 폭으로 상승 인구규모가 클수록 더 크게 상승

인구밀도증가

(기울기 

경사증가)
도심에 가까울수록 크게 상승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비율로 상승

표 7. 인구 수 및 인구밀도 증가에 따른 토지가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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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다.

지번 공시지가(원) 인구(명) 거리(km) ((/)1/2- )
송도동 3-4 4,200,000 123,832 0.973 7.8853
송도동 3-17 3,200,000 123,832 0.614 8.2443
송도동 3-23 3,800,000 123,832 0.610 8.2483
송도동 3-46 2,700,000 123,832 1.166 7.6923
송도동 5-1 334,000 123,832 0.741 8.1173
송도동 6-9 4,800,000 123,832 0.229 8.6293
송도동 7-20 1,100,000 123,832 0.576 8.2823
송도동 7-47 1,140,000 123,832 0.624 8.2343
송도동 8-7 2,600,000 123,832 0.316 8.5423
송도동 8-11 2,980,000 123,832 0.253 8.6053
송도동 9-18 3,450,000 123,832 0.997 7.8613
송도동 9-29 2,550,000 123,832 1.075 7.7833
송도동 10-1 4,000,000 123,832 0.656 8.2023
송도동 10-7 3,000,000 123,832 0.696 8.1623
송도동 10-22 2,500,000 123,832 0.862 7.9963
송도동 10-39 1,680,000 123,832 0.999 7.8593
송도동 10-40 1,400,000 123,832 0.997 7.8613
송도동 10-94 2,100,000 123,832 0.836 8.0223
송도동 11-2 2,920,000 123,832 1.106 7.7523
송도동 11-80 1,130,000 123,832 1.534 7.3243
송도동 13-6 1,070,000 123,832 2.056 6.8023
송도동 15-2 2,150,000 123,832 1.889 6.9693
송도동 16-7 2,200,000 123,832 1.403 7.4553
송도동 17-4 1,390,000 123,832 1.308 7.5503
송도동 19-5 2,200,000 123,832 1.147 7.7113
송도동 20-14 2,800,000 123,832 1.169 7.6893
송도동 21-27 2,300,000 123,832 0.901 7.9573
송도동 21-59 3,300,000 123,832 0.999 7.8593
송도동 22-17 2,330,000 123,832 0.600 8.2583
송도동 23-1 2,450,000 123,832 1.400 7.4583
송도동 28-9 2,970,000 123,832 1.531 7.3273
송도동 29-8 3,120,000 123,832 1.942 6.9163
송도동 30-3 3,410,000 123,832 1.878 6.9803

송도동 30-5 3,000,000 123,832 1.840 7.0183

송도동 32-4 2,310,000 123,832 1.665 7.1933

송도동 92 3,000,000 123,832 0.610 8.2483

송도동 98 2,720,000 123,832 1.114 7.7443

표 8. 2018년 송도 표준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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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동 110 2,150,000 123,832 1.436 7.4223

송도동 117-1 128,000 123,832 2.336 6.5223

송도동 117-4 1,200,000 123,832 1.876 6.9823

송도동 150 2,500,000 123,832 1.946 6.9123

송도동 152 325,000 123,832 1.609 7.2493

송도동 168-2 3,180,000 123,832 1.271 7.5873

송도동 171 2,650,000 123,832 1.451 7.4073

송도동 179-1 2,120,000 123,832 2.014 6.8443

송도동 192-1 2,150,000 123,832 1.917 6.9413

송도동 193-3 2,030,000 123,832 2.311 6.5473

송도동 201-2 1,250,000 123,832 2.697 6.1613

송도동 203-3 2,860,000 123,832 1.961 6.8973

송도동 210-2 2,380,000 123,832 2.633 6.2253

송도동 308-1 1,740,000 123,832 3.984 4.8743

송도동 313-5 1,650,000 123,832 2.921 5.9373

송도동 315-1 1,800,000 123,832 3.228 5.6303

송도동 318 2,080,000 123,832 3.617 5.2413

송도동 347 114,000 123,832 6.459 2.3993

송도동 361 297,000 123,832 5.618 3.2403

송도동 397-1 295,000 123,832 2.571 6.2873

송도동 415 1,980,000 123,832 3.892 4.9663

송도동 429 1,920,000 123,832 3.634 5.2243

송도동 441 1,850,000 123,832 3.827 5.0313

송도동 451 1,630,000 123,832 3.587 5.2713

송도동 461 1,680,000 123,832 3.588 5.2703

송도동 464 1,900,000 123,832 3.375 5.4833

송도동 466-9 1,620,000 123,832 3.116 5.7423

송도동 482 2,050,000 123,832 3.737 5.1213

송도동 512 1,980,000 123,832 3.312 5.5463

송도동 516 1,920,000 123,832 3.432 5.4263

송도동 531 2,040,000 123,832 3.589 5.2693

송도동 542-2 1,600,000 123,832 3.805 5.0533

송도동 546 1,950,000 123,832 3.368 5.4903

송도동 548-2 1,860,000 123,832 3.597 5.2613

송도동 551-1 1,420,000 123,832 3.237 5.6213

송도동 552 1,670,000 123,832 3.285 5.5733

송도동 554 1,000,000 123,832 3.080 5.7783

송도동 565 1,000,000 123,832 3.938 4.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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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송도동 3-4 1 0 0 0
송도동 3-17 1 0 0 0
송도동 3-23 1 0 0 0
송도동 3-46 0 1 0 0
송도동 5-1 0 0 0 1
송도동 6-9 1 0 0 0
송도동 7-20 0 0 1 0
송도동 7-47 1 0 0 0
송도동 8-7 1 0 0 0
송도동 8-11 1 0 0 0
송도동 9-18 1 0 0 0
송도동 9-29 0 1 0 0
송도동 10-1 1 0 0 0
송도동 10-7 1 0 0 0
송도동 10-22 1 0 0 0
송도동 10-39 1 0 0 0
송도동 10-40 1 0 0 0
송도동 10-94 1 0 0 0
송도동 11-2 1 0 0 0
송도동 11-80 0 0 1 0
송도동 13-6 0 0 1 0
송도동 15-2 0 1 0 0
송도동 16-7 0 1 0 0
송도동 17-4 0 1 0 0
송도동 19-5 0 1 0 0
송도동 20-14 1 0 0 0
송도동 21-27 0 1 0 0
송도동 21-59 0 1 0 0
송도동 22-17 0 1 0 0
송도동 23-1 1 0 0 0
송도동 28-9 1 0 0 0
송도동 29-8 1 0 0 0
송도동 30-3 1 0 0 0

송도동 30-5 1 0 0 0

송도동 32-4 1 0 0 0

송도동 92 1 0 0 0

송도동 98 1 0 0 0

송도동 110 0 1 0 0

송도동 117-1 0 0 0 1

표 9. 2018년 송도 표준지 용도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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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동 117-4 0 0 0 1

송도동 150 0 1 0 0

송도동 152 0 0 0 1

송도동 168-2 1 0 0 0

송도동 171 1 0 0 0

송도동 179-1 1 0 0 0

송도동 192-1 0 1 0 0

송도동 193-3 0 1 0 0

송도동 201-2 0 0 1 0

송도동 203-3 1 0 0 0

송도동 210-2 1 0 0 0

송도동 308-1 0 1 0 0

송도동 313-5 0 1 0 0

송도동 315-1 0 1 0 0

송도동 318 1 0 0 0

송도동 347 0 0 0 1

송도동 361 0 0 0 1

송도동 397-1 0 0 0 1

송도동 415 1 0 0 0

송도동 429 1 0 0 0

송도동 441 1 0 0 0

송도동 451 0 1 0 0

송도동 461 0 1 0 0

송도동 464 1 0 0 0

송도동 466-9 1 0 0 0

송도동 482 1 0 0 0

송도동 512 1 0 0 0

송도동 516 1 0 0 0

송도동 531 1 0 0 0

송도동 542-2 1 0 0 0

송도동 546 1 0 0 0

송도동 548-2 0 1 0 0

송도동 551-1 0 1 0 0

송도동 552 0 1 0 0

송도동 554 0 0 1 0

송도동 565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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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value 유의확률

절편 -437520 383050 -1.142 0.257319

용도지역

더미변수

상업지역 1330846 230226 5.781 1.97E-07 ***

주거지역 940971 242576 3.879 0.000237 ***

녹지지역 -539543 293486 -1.838 0.070309 .

호텔 3221292 574754 5.605 3.98E-07 ***

인구, 거리변수  233649 48558 4.812 8.49E-06 ***

표본 수 (N) 75

　모형 설명력 ( ) 0.6941

주: 1)유의확률 부호 ‘***’ 0.01 미만, ‘**’ 0.05 미만, ‘*’ 0.1 미만을 의미함.
2)종속변수: 원/㎡

자료: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2018), 통계청자료(2017).

표 10. 유사용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모형추정 결과

2018년 1월 1일에 공시된 송도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총 75개로 설

명력은 0.7에 가까웠으며 절편을 제외한 독립변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

옴을 알 수 있다. 공업용지를 기준으로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각각

1,330,846원, 940,971원 비싸게 추계되었으며 녹지지역은 539,543원 싸게

도출되었다. 수학적 모델로부터 유도되었던 변수 T의 계수는 양의 값을

보이는데 이는 어느 지점 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커짐에 따라

지가가 상승함을 의미한다. 이는 이 커짐에 따라 도시의 경계가 확장되

고 그에 따라 지가가 상승함을 보인 앞선 수식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송도 매립지에 인구가 들어서면서 공시된 실제 표준지공시지

가와 위 회귀식에 해당 값을 대입하여 도출된 관측치 간 상관관계를 통

해 회귀식의 현실반영 정도를 확인한다.

아래 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표한 연도별 송도 인구이며 연도별

토지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 변수 의 값에 아래의 연도별 인구를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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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측치를 도출하였다.

(단위 :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274 2,215 17,729 21,114 23,621 27,395 33,293 41,425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55,178 61,608 71,792 86,002 99,424 112,814 123,832

표11. 연도별 송도 인구

2004년 2·4공구의 매립이 끝나고 분양이 시작되면서 인구가 유입되기 시

작하지만 송도의 극히 일부분만 매립된 상태로 표준지공시지가 또한 적

게 공표되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립이 완료되는 공구가 생기면서

표준지 또한 늘어남을 볼 수 있다.

(단위 : 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4 15 31 37 38 49 49 49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55 55 55 56 56 75 75

표12. 연도별 송도지역 표준지공시지가 개수

실측치와 관측치 간 상관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5042 0.8255 0.5964 0.6810 0.8062 0.7748 0.8306 0.803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8331 0.8255 0.8207 0.8304 0.8375 0.8276 0.8428

표13. 실측치와 관측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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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이 처음 완료되고 인구가 들어서는 초기 시점에서는 유입인구가 워

낙 적고 표준지의 수도 적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안정적인 도시 면모를 갖춤에 따라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공표된 표준지공시지가와 회귀식을 통해 도출된 관측치 간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모델의 의의와 한계

본 모델은 단일도심모형을 가정한 지대이론을 간척지라는 특수한 상황에

접목하여 인구요인이 어떻게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풀어냈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인구는 도시 및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자 부동산 가격형성요인이다. 간척지는 토지가 조성되기 전 인구

가 존재하지 않던 지역이고 토지 매립 후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발생함을 수리학적으로 해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면 본 모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농업용 토지의 기회비용과 절약되는 교통비만큼의 합으로 나타내어지는

도시토지의 지대를 나타내는 방정식에 인구 변수를 포함시키기 위한 전

제는 밀도의 불변이었다. 즉, 모든 가구들은 단층의 동일한 규모의 주택

에 거주하며 한 주택에는 1명씩만 거주한다는25) 전제 하에 지역의 반경

을 인구변수로 변환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운 가정이며 단적으로 생산요소대체에 의한 건물의 고층

화, 소비자대체에 의한 도심지역의 고밀화 등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와 자본은 대표적인 생산요소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생산요소인 토지비용과 자본비용 간의 비교이익을 추구하여 건물을 건축

하게 된다. 즉, 토지비용과 자본비용의 합과 동일한 건축비용을 최소화

25) 한 주택의 거주 인원이 모든 곳에서 일정하다면 거주인원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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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절약되는 교통비에 의해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상승하며 이에 따라 생산자는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

하며 반응한다. 그 결과 도심에 근접한 지역에서는 건물을 높게 올림으

로써 총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 반대로 도시의 경계 지역에서는 토지의

가격이 건물을 올리는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건축하기보다

는 넓은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총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O’sullivan,

2015).

따라서 현실에서는 도심에 가까울수록 도시 경계에 위치한 지역보다 월

등하게 큰 밀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택의 소비자대체 또한 마찬가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심에 가까울수

록 높은 토지 가격에 대한 기회비용 또한 상승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

서비스를 덜 소비하게 된다. 도심에 근접할수록 주거용지의 가격은 증가

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다 적은 면적의 공간을 소비함으로써 대응

한다. 반대로 도시 경계에서는 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요소대체에서의 예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는 도심에 가까울

수록 인구밀도가 증가하게 된다(O’sullivan, 2015).

이에 따라 지대곡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13. 요소대체에 의한 지대곡선 형상

또 다른 한계로는 단일도심모형이 현실에서 나타내는 대표적인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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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세계에서 과연 단일도심의 공간구조를 갖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대

표적인 예로 서울만 살펴봐도 도심권역(CBD), 여의도권역(YBD), 강남권

역(GBD) 등 세 개의 중심업무지역이 존재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실

증연구 결과 상당수의 대도시가 단일도심이 아닌 다핵도심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모델의 의의에서 말 했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에서는 처음

부터 여러 개의 도심을 계획하는 도시가 아닌 이상 단일 도심으로의 가

정이 적절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단일도심모형을 위한 여러 전제(공공 서비스, 대기의 질, 세금

등이 어느 지역에서나 일정하다는 가정)들이 현실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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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모델의 적용 방안 제시

본 사례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선도사업 예

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내용의 일부로 경제성 분석 과정의 편익 산정에 관

한 내용을 인용 및 발췌했음을 밝힌다.26) 앞서 증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척토지의 가치를 인구규모에 따라 추계하여 편익을 산정한 과정을 살

펴본다.

새만금은 남북 28km, 동서 19km로 서울시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광활

한 간척지이다. 당초 농지 확보를 목적으로 간척되었으나 점차 도시용도

로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명박 정부 당시 도시용지 70%, 농업용지 30%

로 전환되었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민간투자는 부진하였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새만

금 사업의 개발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제 1 절 분석 방법

새만금 개발사업의 토지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토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자료를 수집한다. 다만 대상토지인 새만금 인근에는 도시 토지

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간척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을 동일수급

권으로 보고 새만금과 유사한 대규모 간척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수집하

기로 한다. 다행히 전국의 기 조성된 대규모 매립지의 공시지가자료가

많아 매립지의 여건을 반영한 지가회귀모형의 구축이 가능하다.

26) 자세한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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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토지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한 편익을 산정하므로 표준지공시지가

를 편익의 대리함수로 사용하여 지가를 설명하는 헤도닉 가격모형을 사

용할 수 있다. 헤도닉 가격모형은 기본적으로 재화가 여러 가지의 속성

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속성이 갖는 효용의 합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헤도닉 가설에 기초한다. 즉, 헤도닉 가격모형의 독립변수는

일반적으로 재화 가격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

러한 관계는 다음과 같은 헤도닉 가격함수를 통해 표현된다.

      ⋯   ⋯   

본 조사에서는 사업대상지인 새만금 간척지와 유사한 대규모 간척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종속변수로,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개별 특

성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헤도닉 가격모형을 설정한다. 도출된 토지

지가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며 본 사업의 편익은 이러한

토지의 활용가치로 간주한다.

제 2 절 분석의 대상 및 범위

본 편익 분석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며, 공간적 범

위의 경우 인천, 경기, 충남, 부산으로 과거 대규모 간척 또는 공유수면

매립이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우 간

척 초기, 농지 확보를 위한 간척 목적과는 달리 2008년 새만금 내부 토

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을 통한 도시용지 70%, 농업용지 30%로의 토지

용도가 전환된 것에 기인하여 과거 우리나라의 대규모 간척지 중 현재

농경이 목적이 아닌 도시로 개발된 곳, 혹은 앞으로 개발 계획이 예정된

곳들을 중심으로 유사 대상지를 선별하였다.

인천의 청라동, 송도동, 운서동, 영종동(운남동·중산동), 시흥의 정왕동,

안산의 초지동(성곡동·목내동·원시동) 서산의 마룡리·갈마리·송시리, 태

안의 양잠리·반곡리·송암리, 부산의 명지2동, 우3동을 공간 대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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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분석하였다. 인천의 청라, 송도, 영종의 경우 현재 인천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되어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며, 시흥, 안산의 경

우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MTV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배곧신

도시가 개발 예정에 있는 지역이다. 민간그룹에 의해 간척이 시행된 서

산간척지 B지구의 경우 현재 여의도 3분의1 크기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

어설 예정이며, 태안 관광·레저형기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 명지2동의 경우,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의 배후주거지역인 명지오션

시티가 개발되어 있고, 우3동의 경우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마린시티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당초 농토 확장을 목적으로 한 간척사

업이 아니며, 그러한 목적으로 매립공사에 착수를 한 지역일지라도 준공

후, 농지로 쓰이고 있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지는 새

만금시에서 최초로 개발되는 국제협력용지로, 위의 유사 대상지처럼 향

후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제 3 절 분석 자료의 변수 속성

해당구역의 각 지번에 해당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

고, 표준지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독립변수에 포함시

켰다. 가장 먼저, 가까운 지하철·기차역과의 거리,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인구 중심지(도심)와의 거리 변수를 추가하였다.

위 거리변수들은 각 대상지의 개별 지번으로부터의 거리들로 변수별로

설정한 각 지점들까지의 거리를 그대로 변수화 시킬 경우, 거리 변수끼

리의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예상되어 거리 제곱의 역수를

취한 값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두 지역에 대한 인구의 영향이 이들

간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중력모형을 준용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거리변수들끼리의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고,

동시에 모형 추정에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 가치

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수 및 인구밀도 등의 인구규모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매립지의 위치를 고려하여 수도권 해당유무를 더미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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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각 토지의 용도지역

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

지역)으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편익을 산정하였다. 각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 인구(명) 인구밀도(명/ ) 인구중심지

인천

청라동

청라1동 31,777 13,937

부평구청청라2동 37,790 7,650

청라3동 18,890 1,581

송도동

송도1동 34,911 3,599

인천시청송도2동 49,452 4,047

송도3동 36,643 3,412

영종도

운서동 25,227 434

인천중구청운남동 13,130 1,172

중산동 25,334 4,691

경기
시흥

정왕본동 24,170 2,737

시흥시청

정왕1동 26,242 4,006

정왕2동 33,636 6,071

정왕3동 25,762 4,169

정왕4동 51,910 8,950

안산 초지동 42,637 1,993 안산시청

충남

서산 부석면 5,679 46 서산시청

태안
태안읍 29,235 334

태안군청
남면 4,656 77

부산
명지동 명지2동 31,279 9,624 남포동주민센터(광복)

우동 우3동 28,629 34,493 해운대구청

자료: 통계청 자료(2017), 서산의 경우 부석면, 태안의 경우 태안읍·남면 인구로 대체, 명지2동의 경우 2018년 

분동된 이유로 2018년 인구 대입, 영종의 경우 운서·운남/중산으로 구분, 중산동의 경우 2018년 분동된 

영종1동 지역과 거의 일치하므로 2018년 영종1동의 인구를 대입, 운남동의 경우 2018년 영종동이 분동

된 후, 영종1동을 제외한 영종동의 지역과 거의 일치하므로 2018년 영종동의 인구를 대입, 안산시 표본

에 포함된 성곡동, 목내동, 원시동, 초지동은 모두 초지동이라는 하나의 행정동 안에 포함된 법정동이기

에 초지동 인구 대입 

표14. 각 지역별 변수 속성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평균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용도별로는 상업용지,

주거용지, 산업용지 순으로 높으며 지역적으로는 부산의 우동, 명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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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청라, 송도 등이 상업용지 및 주거용지의 평균지가가 높음을 볼 수

있다.

지역 표준지수 녹지 농림자보 상업 주거 산업

갈마 3 36,667

마룡 23 14,855

명지 17 2,383,333 1,283,182

목내 10 27,714 943,125

반곡 3 52,000 87,000 64,000

성곡 29 32,333 950,000 970,769

송도 75 649,125 2,578,250 2,066,667 1,091,667

송시 1 16,500

송암 4 25,000 94,000 55,500

양잠 3 21,000 21,000

우동 6 5,725,000

운남 145 373,667 1,574,444 791,790

운서 104 354,778 2,536,154 904,730 480,000

원시 10 63,667 1,195,000

정왕 226 220,971 1,791,351 1,416,076 902,700

중산 97 335,768 2,230,400 830,652

청라 42 767,250 3,612,000 1,472,121

초지 24 281,250 2,236,000 1,636,000 798,000

합계/평균 822 315,204 16,888 2,357,926 1,163,028 918,737

표15. 지역별/용도별 평균 공시지가
(단위: 원/㎡)

제 4 절 분석 결과

5.4.1 헤도닉 모형 추정 결과

지가모형 추정 결과, 각 토지의 용도지역, 수도권 해당유무, 거리변수, 사

회적 변수 모두가 유의미하게 도출됨을 알 수 있다. 더미변수를 설정할

때에는 각각의 정성적 회귀변수에 대해 모형에 포함되는 가변수의 수는

그 변수의 범주의 수보다 하나 작아야 한다는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때 생략된 범주를 기준범주라고 하며 본 모형에서는 녹지지역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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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로 설정, 다른 지역에 대한 사용가치를 녹지지역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상업, 주거, 및 공업지역은 녹지지역에 비해 각각 1,731,184원,

781,519원, 489,224원 높은 사용가치를 형성하고 있다. 즉 용도지역이 토

지의 사용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아울러 수도권은 비수도권

에 비해 평균적으로 341,341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지에 매립이 완료되면 평균적으로 용도별로 어느 정도 사

용가치를 갖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value 유의확률

절편 -360,327 108,768 -3.31 < .001 ***

용도지역

더미변수

상업지역 1,731,884 55,846 31.01 < .001 ***

주거지역 781,519 44,206 17.68 < .001 ***

공업지역 489,224 63,931 7.65 < .001 ***

비도시지역 335,986 139,111 2.42 0.016 *

수도권 더미 수도권 341,341 93,517 3.65 < .001 ***

거리변수
가장 가까운 역과의 거리 8.E+09 2.E+09 4.53 < .001 ***

인구 중심지와의 거리 2.E+12 3.E+11 4.66 < .001 ***

사회적 변수
인구수 5 2 2.36 0.018 *

인구밀도 82 5 15.29 < .001 ***

표본 수 (N) 822

　모형 설명력 ( ) 0.7066

주: 1)유의확률 부호 ‘***’ 0.01 미만, ‘**’ 0.05 미만, ‘*’ 0.1 미만을 의미함.
2)종속변수: 원/㎡

자료: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2018), 통계청자료(2017).

표 16. 유사용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모형추정 결과

가까운 역과의 거리, 인구 중심지와의 거리 등, 접근성 변수는 전술 하였

듯이 다중공선성을 피하고 모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중력

모형 식을 준용하였으며, 따라서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보이는 것은 각

지번으로부터 설정한 지점들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높은 사용가치를 형성

함을 의미한다. 인구수 및 인구밀도의 경우 사용가치와 양의 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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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어 인구가 증가할수록 사용가치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추정된 회귀식에 새만금시의 여건을 대입하면 새만금시의 사용가치를 도

출할 수 있으며 이를 곧 새로 생겨난 토지의 가치이자 편익으로 볼 수

있다. 용도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

어 그에 해당하는 가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수도권 해당유무의 경우 본

사업대상지는 비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새만금 여건에 0을 대입하여 값을

추정한다. 가장 가까운 역과의 거리로는 김제역과의 거리를 대입하였으

며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로는 군산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군산도심

과의 거리를 대입하였다. 군산시 대야역에서 새만금 신항을 잇는 새만금

인입철도가 2026년 준공계획에 있으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관계로 대입값으로 적절하지 않다. 군산

역의 경우 이용객이 적은 장항선 하나의 노선만 존재하여 타지에서 군산

출입을 위해 철도를 이용하는 인구가 적고 역의 위치가 도심과의 거리에

서 먼 이유 등으로 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군산역을

새만금 여건 대입값에서 제외하였으며 부안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제

역의 경우, KTX 정차역으로 이용객이 많은 호남선에 속해있으며 김제

도심에 속해 있어 새만금시의 출입을 위해 가장 적절한 역으로 볼 수 있

다. 각 시군구의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새만금 권역인 군산, 김제, 부안

중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군산시 도심으로 설정하였다.

5.4.2 분석의 한계

편익산정을 위한 지가추정을 위해 국토 전역에 걸쳐 시행되었던 대규모

간척지 중, 새만금과 간척의 목적 및 규모 등이 유사(대규모 산업단지

입지하고 있거나 신도시가 건설되었거나 농지가 아닌 도시지역으로의 성

장한 매립지)한 전국의 매립지를 선정한 후, 조사대상지의 표준지 공시

지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헤도닉 가격모형을 구축하였다. 전체적으로 구

축된 자료는 모두 822개이다. 독립변수로는 용도지역 더미변수(주거, 상

업, 업무, 공업, 녹지 등)와 읍면동의 인구 및 인구밀도, 인구중심지와의

거리, 가까운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 접근성 변수를 포함시켰다. 인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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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립지 등 수도권 지역의 고 지가를 반영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유무

라는 더미변수도 포함하였다.

매립지 특성상 인구와 산업의 유입에 따라 지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준공연도라는 연령변수를 포함시켰지만, 읍면동의 인구 및 인구

밀도 등의 변수들과 다중공선관계를 보여 연령변수는 독립변수에서 제척

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구수와 인구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

변수와 인구변수는 다중공선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와

같은 더미변수 역시 인구밀도 등 다른 독립변수들과의 다중공선성을 보

여 제외하였다.

도출된 헤도닉 가격모형의 강건성 분석(robustness test) 결과 이상치를

보이는 경우가 5% 내외로 나타났다. 이상치를 보이는 경우는 표준지 인

근의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이나 집객시설의 존재, 인근 고급주택지의 존

재 유무, 자연녹지이지만 골프장내 클럽하우스 등으로 활용되는 부지 등

과 같이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형의 강건성 향상을

위해 더미변수 추가, 이상치를 보이는 자료 삭제, 복잡다단한 지가 영향

요인의 표준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원래

추정된 모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수정결정계수로 볼 경우

0.71~0.72). 다양한 지가 영향요인의 표준화의 경우 자료구득상의 제약으

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자료 삭제나 더미변수 추가에 대해

합리적으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 이상치를 보이더라도 조사대

상지의 모든 표준공시지가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헤도닉 가격 모형의 또 다른 한계중 하나는 추정된 모형을 적용해 새만

금 지역 내 토지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문제이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경우 읍면동을 분석단위로 하는 헤도닉 가격모형이므로 이를

적용해 도출한 토지가치 역시 읍면동 지역에 소재한 토지가치여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 구역내 선도사업지역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빈 공간

이므로 이를 하나의 읍면동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새

만금사업구역의 선도사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말 그대로 공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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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태이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빈 공간일 뿐이다. 만약 인구증가나

유치 기업체 증가로 토지수요가 확대되고 이를 새만금 선도사업지역내

토지만으로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새만금 선도사업지역에 인접한 공유수

면을 추가로 매립한 후, 이 매립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경우 새만금 선도사업지역과 인근 매립지를 묶어 하나의 읍면동으로 간

주하고 읍면동 자료를 통해 구축된 헤도닉 가격모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5.4.3 인구 유입에 따른 토지가치의 변화

사용가치 추정 회귀 모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용가치는 인구가 늘어

남에 따라 상승한다. 새만금시의 경우 매립 전 존재하지 않았던 인구가

매립이 완료되고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라

사용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후

단계별 편익을 구하는 데 있어, 고정된 사용가치의 반영이 아닌 사용가

치 상승을 고려하여 편익을 추정한다.

이 때, 사용가치를 상승시키는 인구의 증가 비율은 유사사례지인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연차별 인구 유입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송도 국

제업무단지는 송도 내의 CBD지역으로 새만금 내 선도사업지구의 역할

과 성격이 유사하며 송도 내에서 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단지를 위해 개

발된 2·4공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매립 및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

에 본 사업의 유사 사례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 송도개발본부에 의하면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계획인구는 66,262명으

로 인구 유입비율의 제수가 되며 국제업무단지로의 연차별 유입인구 산

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한다.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위치는

그림 14와 같으며 그림 15의 공구별 위치로는 1·3공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면, 송도 2동에 속하며 송도 2동에

는 1·3공구(국제업무단지) 외에도 6·8공구(랜드마크시티)와 9공구(아암물

류2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1·3공구를 제외한 6·8공구와 9공구는

개발 과정상의 문제로 현재까지 입주 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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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2동의 주민등록인구는 1·3공구에 해당하는 인구이며 이는 국제업무

단지에 입주한 인구로 볼 수 있다.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 주요프로젝트

그림 14. 송도 국제업무단지 세부현황 및 위치

자료 : 송도 공구별 위치도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송도2동 : 네이버지도

그림 15. 송도 공구별 위치도 및 송도2동 면적

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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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2003년 5월 매립이 완료되었으며 2003년 8월

사업에 착수해 2014년 12월 준공하였다. 또한 2009년, 처음으로 국제업무

단지 주거단지에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당시 국제업무단지의 행정구역은

송도2동이 아닌 송도동에 속해있게 된다. 송도2동은 2012년 1월 송도동

에서 분동되었다.

(단위: 명, %)

연도 매립연차 인구수 계획인구 대비 비율

2012 10 25,374 0.38293

2013 11 26,911 0.40613

2014 12 30,941 0.46695

2015 13 43,069 0.64998

2016 14 46,634 0.70378

2017 15 49,452 0.74631

2018 16 57,297 0.86470

계획인구 66,262

표 17. 송도 국제업무단지 인구유입현황

위와 같은 추세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차별 인구

입주비율을 구하기 위해 연도를 독립변수로, 인구비율을 종속변수로 하

는 단순회귀모형을 구축한다. 이 때, 독립변수에 들어가는 연도의 경우,

선도사업지구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로 개발계획 수립년도가

아닌 매립준공년도를 기준년도로 설정하며 종속변수의 경우 계획인구 대

비 당해 연도 주민등록 인구를 대입한다. 회귀식에 의해 추정된 연차별

인구유입비율과 이에 따른 연차별 유입인구는 다음과 같다. 최종 인구는

앞서 추정한 신규기반산업 종사자수에 의해 새만금시에 유발되는 인구

87,132명27)을 기준으로 하며 본 사업지의 매립준공년도는 2024년으로 설

정하였다.

27) 편익추정에 앞선 수요추정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 자세한 수요추정과정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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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연도 누적 인구유입 비율 추정인구

2025 0.0 0
2026 0.0 0
2027 0.0 0
2028 0.0 0
2029 1.2 1,076
2030 9.7 8,427
2031 18.1 15,779
2032 26.5 23,131
2033 35.0 30,483
2034 43.4 37,835
2035 51.9 45,186
2036 60.3 52,538
2037 68.7 59,890
2038 77.2 67,242
2039 85.6 74,593
2040 94.0 81,945
2041 100.0 87,132
2042 100.0 87,132
2043 100.0 87,132
2044 100.0 87,132
2045 100.0 87,132
2046 100.0 87,132
2047 100.0 87,132
2048 100.0 87,132
2049 100.0 87,132
2050 100.0 87,132
2051 100.0 87,132
2052 100.0 87,132
2053 100.0 87,132
2054 100.0 87,132

표 18. 새만금시 연차별 추정인구

위 표의 인구 비율은 향후 편익 산정과정에 있어 연차별 수요를 나타냄

과 동시에 토지의 사용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2026년 용도지역별 선

도사업지구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치는 다음과 같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사례에 따르면 매립 후 4년차부터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므로 매립준공

년도가 2024년인 새만금 선도사업지구의 2026년 인구 및 인구밀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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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수치는 0이다. 토지의 사용가치는 표19 와 같은 인구유입비율로 인구

및 인구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별

로 송도 국제업무도시의 연차별 인구유입에 의한 새만금시 유발인구의

연차별 계획과 그에 따른 각 용지별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원/㎡)

연도
누적

유입비율
인구수 녹지 지역

상업/업무 

지역
주거 지역 공업 지역

2025

2026

2027

2028

2029 1.2 1,076 1,378,887 428,522 136,227

2030 9.7 8,427 1,414,592 464,227 171,932

2031 18.1 15,779 1,450,297 499,932 207,637

2032 26.5 23,131 1,486,002 535,637 243,342

2033 35.0 30,483 1,521,707 571,342 279,047

2034 43.4 37,835 1,557,412 607,047 314,752

2035 51.9 45,186 1,593,117 642,752 350,457

2036 60.3 52,538 1,628,822 678,457 386,162

2037 68.7 59,890 1,664,526 714,161 421,867

2038 77.2 67,242 1,700,231 749,866 457,572

2039 85.6 74,593 4,052 1,735,936 785,571 493,277

2040 94.0 81,945 39,757 1,771,641 821,276 528,982

2041 100.0 87,132 64,949 1,796,833 846,468 554,173

2042 100.0 87,132 64,949 1,796,833 846,468 554,173

2043 100.0 87,132 64,949 1,796,833 846,468 554,173

2044 100.0 87,132 64,949 1,796,833 846,468 554,173

2045 100.0 87,132 64,949 1,796,833 846,468 554,173

2046 100.0 87,132 64,949 1,796,833 846,468 554,173

2047 100.0 87,132 64,949 1,796,833 846,468 554,173

2048 100.0 87,132 64,949 1,796,833 846,468 554,173

2049 100.0 87,132 64,949 1,796,833 846,468 554,173

2050 100.0 87,132 64,949 1,796,833 846,468 554,173

2051 100.0 87,132 64,949 1,796,833 846,468 554,173

2052 100.0 87,132 64,949 1,796,833 846,468 554,173

2053 100.0 87,132 64,949 1,796,833 846,468 554,173

2054 100.0 87,132 64,949 1,796,833 846,468 554,173

표 19. 선도사업지구 연차별 인구 및 용지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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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편익 산정 결과

본 사업의 사회적 편익은 매해 활용되는 토지의 가치와 전년도까지 활용

된 토지가치의 상승분의 합으로 나타내어진다. 즉, 어느 연도의 순수요량

과 토지가치의 곱은 당해 연도 매매 가치이며, 전년도 수요량과 토지가

치 상승분의 곱으로 토지의 활용가치 증가분을 편익으로 산정한다. 이는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의 기능이 확장되기 때문에 쓰이지 않던 땅이 사용

되면서 가치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존 활용되던 땅의 가치도 상승함을 반

영하고 있다.

본 사업 대상지 공급계획에 의하면 주거, 상업, 업무, 관광, 산업용지로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였다. 사업계획의 용도지역별 상세면적

및 총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상세면적(㎡) 총 면적(㎡) 비고

녹지 지역

수상문화 64,160

1,334,091

문화레져스포츠 170,318
공공용지 114,533
교육용지 207,469
주차장 37,305
광장 58,103

공원녹지 647,907
워터프론트 34,302

상업 지역

중심상업 94,728

510,035

유통상업 172,994
근린생활 38,939
창의문화 198,491 상업50%
주상복합 57,006 상업10%

전시·컨벤션 47,166
호텔 및 리조트 51,262

업무 지역
업무 36,655

86,278
창의문화 198,491 업무25%

주거 지역

단독주택 159,013

917,367
공동주택 657,426
주상복합 57,006 주거90%
창의문화 198,491 주거25%

공업 지역 산업 166,719 166,719

표 20. 용도지역별 상세 면적 및 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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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수요 면적을 토대로 입주속도를 고려하여 연도별 토지의 사용

가치 편익을 추정한 결과이다.

(단위: 백만원)

연도 녹지 지역 상업/업무 지역 주거 지역 공업 지역

합계
면적 1,334,091 596,313 917,367 166,719

구분
신규

활용

활용가치

증가

신규

활용

활용가치

증가

신규

활용

활용가치

증가

신규

활용

활용가치

증가

2026

2027

2028

2029 10,151 4,853 253 15,256

2030 71,174 263 35,932 404 2,181 66 110,020

2031 72,970 2,059 38,696 3,168 2,634 519 120,046

2032 74,767 3,856 41,460 5,932 3,086 972 130,072

2033 76,563 5,652 44,223 8,695 3,539 1,425 140,098

2034 78,359 7,449 46,987 11,459 3,992 1,878 150,124

2035 80,156 9,245 49,751 14,223 4,445 2,331 160,150

2036 81,952 11,042 52,514 16,986 4,898 2,783 170,176

2037 83,749 12,838 55,278 19,750 5,351 3,236 180,202

2038 85,545 14,634 58,042 22,514 5,804 3,689 190,228

2039 456 4,172 87,342 16,431 60,805 25,277 6,256 4,142 204,882

2040 4,475 40,779 89,138 18,227 63,569 28,041 6,709 4,595 255,534

2041 5,158 31,607 63,785 14,128 46,226 21,734 4,959 3,561 191,158

2042 1,065 1,065

:

2055

합계 11,154 76,558 955,650 115,824 595,338 178,183 54,107 29,198 2,019,013

표 21. 토지의 사용가치 편익

한편, 일반 토지의 경제성 검토의 경우 토지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입 당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사업 종료 후에는 토지매입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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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라는 형태로 편익으로 산입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

에 있어 일반 토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일정 사업기간 중 –

예를 들면 30년간의 기간 중 – 토지의 사용제약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

회비용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에 대한 편익은

상부구조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나 또는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의 임대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은 토지를 창출하는 것으로

편익발생 기간에 토지의 영구적인 사용가치를 반영하였으므로 별도의 잔

존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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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간척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토지의 편익을 인구요인을 고려한

토지의 감정평가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경제성 분석에 있

어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은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어느 정도 정형화 되

어 있다. 주거시설의 경우 입주자에게 발생하는 주거편익을 주거 임대료

로 가정하여 편익으로 간주하고 산업시설의 경우 산업 활동으로 창출되

는 부가가치를, 신규도로건설의 경우 절약되는 교통비용 등을 편익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이용한다.

본 연구는 간척 사업의 편익을 새롭게 형성된 토지의 사용가치로 간주하

였다. 간척 사업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토지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신

규 토지의 가치를 국민경제적 편익으로 잡을 경우 간척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뚜렷이 반영함과 동시에 경제성 분석에서 흔히 발

생하는 이전편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익항목으

로 간주한 신규 토지의 사용가치는 간척토지로 유입된 인구가 신규 토지

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함을 수학적 모델을 통한 수식을 통해 보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인구의 상태가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가치형성요인임은 여러 선행연구

와 감정평가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구요인을 토지의 감정평가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인구 변수를 포함한

지대 방정식을 설정하였다. 이 때 수식의 근거는 단일도심모형을 가정한

도시토지의 지대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인구밀도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

에 인구의 증가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초래하고 사용되지 않던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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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논리는 지대방정식의 도시 반경 변수를 인구

변수로 표현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인구의 상태가 지가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 지 정량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에 이르게 된다.

인구밀도가 일정할 때, 도시토지의 지가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도심으로

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는 인구 증가에 따라 도

시경계도 확장되므로 절편이 증가하고 반면 한계교통비와 1인당 토지

사용량으로 구성된 기울기 값이 불변이므로 절편도 절편의 증분과 같

은 값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지대곡선의 평행이동으로 인해 도시토

지의 지가는 어느 지점에서나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

다.

한편, 간척지의 계획인구가 달성된 상태에서 추가로 인구가 유입됐을

경우에는 인구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밀

도가 일정한 경우 인구 증가는 도시의 외연적 확장을 초래하지만 간척지

의 매립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목표인구 또한 계획되어 있기에 간척지의

경우 도시의 반경은 무한정 확장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추가로

인구가 유입되면 간척지 내 인구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지대방정식

의 기울기 변화를 유도하여 절편의 상승을 유도하게 된다.

즉, 인구밀도의 증가는 지대곡선의 기울기를 더욱 급격하게 하고 이 때,

절편(도시반경)이 고정되어 있는 이유로 도심에 근접한 지역일수록 지

가 상승의 폭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수식을 통해 인구규모가 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보였으며 이

를 다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으로 확인하였다.

2018년 공시된 75개의 송도지역 표준지공시지가를 종속변수로, 용도지역

을 통제변수로, 수식을 통해 도출된 인구 및 거리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송도지역은 최근까지 매립공사가 진행된 곳으로 현재 목표인구가 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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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아니고 매립된 토지 전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이유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수학적 모델을 증명하기 위한 실증분석 사례

로 적합하다.

분석 결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의 지가도 상승함을 나타내는 정의

부호가 도출되었다. 추정된 회귀식에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송도 인

구를 대입하여 각 표준지별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였고 이를 실제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유입 및 사용 토지의 양이 매우 적은 초기 3개년을 제외

하고는 모든 시점에서 관측치와 실측치간 약 80%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토

지가 활용됨으로써 지가가 상승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척 사업의 편익을 신규 토지의 사용가치로 간주할 경우, 토지

의 사용가치는 대상토지로 유입될 인구 추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새로운 토지가 조성되는 간척

토지의 가치는 간척 전 존재하지 않던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발생한다.

경제성 분석에서 미래의 일정 사업기간동안 발생하는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지의 사용가치를 제시하였으며 이 때 토지의 사용가치

는 미래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인구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간척 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뿐더러 간척지와 성격이 비슷한 나대지 혹은 종전 부지 등의 개

발사업의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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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토지의 미래가치를 인구규모를 통해 평가하는 새로운 감정평가

실무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실제 적용사례를 통해 여

러 감정평가실무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시사점이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단일도심모형을 가정한 도시토지의 지대이론이

다. 단일도심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다소 엄격한 가정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정들이 현실에 부합한지에 대한 한계를 보인다. 대표적인

문제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인구밀도가 일정한 상태로 토지가 사용되

는 부분은 현실에서 납득하기 힘든 가정 중 하나이다. 모델의 한계 절에

서 전술하였듯이 생산요소대체 및 소비자 대체로 인해 도심근처의 인구

밀도가 도시경계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일반적이다.

두 번째 한계로는 인구 추정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인구는 도시의 가

치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오래 전부터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들

에 의해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인구 코호트를 기반으로 하는 조성법 등

인구 추정에 관한 여러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정확한 인구 추이를

예상하는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하는 데 있어 좀 더 정밀한 토

지평가 요인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고, 자료 구득이 가능한 선에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연차별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을 다른 요

인들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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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Benefits

Calculation for Feasibility Study

of Reclamation Project

Kwak, Sung Gyun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Urban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benefits of urban land

newly created through reclamation through the population factor, one

of the real estate value forming factors.

In the case of reclamation projects, new lands that did not exist

could be regarded as national economic benefits. This can clearly

reflect the peculiarities of the projects inherent in the reclamation

project, and it can keep the strictness of the estimation of benefits by

avoiding the problems of transfer benefits that can often occur in

economic analysis.

The problem is how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newly created land,

and this study intends to confirm through equations and empi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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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that the value of the new land is generated by the land use

of the influent population.

If the land is not used because there is no demand for it, the land is

not worth it and there is no reason for reclamation. In other words,

the population increases the effective demand of the land and this

effective demand adds value to the land.

Population statu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tems for evaluating

the value of land, and especially in reclaimed land where there is a

clear contrast between population before and after landfill, population

status should be considered as a top priority for land valuation.

In order to quantitatively determine how population factors affect land

value, a zone equation including population variables was established.

At the time, the source of the equation is based on the urban land

rent theory, which assumes a single urban model.

If the population grow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population

density is constant, the city expands to accommodate the incoming

population. As the radius of the city increases, the value of land that

has not been used will increase, and at the same time, the value of

the land that has been used will also increase, because the function

of the city will grow around the initially used area, that is, the city

center. Based on this logic, if the urban radius variable of the land

equation is expressed as the population variable, the change in land

value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population can be examined

through the equ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when the population density is constant,

the land price of urban land increases constantly regardless of the

distance from the city center as the population increases. Th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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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urban boundary expands as the population increases, so

the intercept, which means distance from the city center, increases,

while the slope value of the zone curve composed of marginal

transportation costs and per capita land use does not change. That 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land price of urban land is constantly

increasing at any point due to the parallel movement of the zone

curve.

On the other hand, if the additional population is introduced while the

target population of the reclaimed land is achieved, the population

density will increase. As mentioned above, if the population density is

constant, the increase in population leads to the urban expansion, but

the radius of the reclaimed land cannot be expanded infinitely because

the reclaimed land is limited and the target population is planned.

Therefore, the additional population inflow without the expansion of

the city increases the population density in the region, which leads to

a change in the slope of the land equation by reducing the land use

per capita. In other words, the increase in population density makes

the slope of the zone curve downward and downward with respect to

the center of the city more sharply. At this time, the section which

means the radius of the city is fixed. do.

After quantitatively confirming the effect of population size on the

zone through the formul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Songdo New Town, which is an actual reclamation example, for

empirical analysis.

The 75 publicly announced Songdo area standard land prices

announced in 2018 were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usage

area as the control variable, and the population and distanc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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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ed from the equ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and pric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population and distance variables derived through the formula, which

is the same result as the previous analysis showing that land price

increases as the population increases. Subsequently, the land price of

each standard land was calculated by substituting the Songdo

population from 2004 to 2018 into the estimated regression equation,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ctual land price of each standard

land was compared with the actual land price of the standard land

land, and the degree of agreement between the observed values and

actual values was confirm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of approximately

80% between observations and actual measurements at all time points

except for the first three years of very low population and land use,

indicating that the value of reclaimed land actually increased with

population growth. It can mean.

In conclusion, the value of new land used as a benefit item for

reclamation projects is determined by the size of population flowing

into the land.

keywords :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ppraisal, Rent-

theory, Reclamation, Song-do, Saemangeum

Student Number : 2018-29285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시  
	1. 선행 연구의 검토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감정평가이론 
	1. 비용접근법 
	2. 시장접근법 
	3. 소득접근법 
	제 2 절 지대이론 
	1. 고전적 지대이론 
	2. 신고전학파 지대이론 
	3. 도시지가이론 



	제 3 장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대안 제시 
	제 1 절 현행 제도의 한계 
	제 2 절 대안 제시 

	제 4 장 수리적 모형 설정  
	제 1 절 모델 설정 및 분석
	제 2 절 모델의 의의와 한계

	제 5 장 모델의 활용방안 제시 
	제 1 절 분석 방법
	제 2 절 분석의 대상 및 범위
	제 3 절 분석 자료의 변수 속성
	제 4 절 분석결과
	1. 헤도닉 모형 추정 결과
	2. 분석의 한계
	3. 인구 유입에 따른 토지가치의 변화
	4. 편익산정결과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제 2 절 정책적 함의
	제 3 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1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5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시   8
    1. 선행 연구의 검토   8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11
제 2 장 이론적 배경  13
 제 1 절 감정평가이론  13
    1. 비용접근법  15
    2. 시장접근법  17
    3. 소득접근법  22
  제 2 절 지대이론  24
    1. 고전적 지대이론  26
    2. 신고전학파 지대이론  29
    3. 도시지가이론  32
제 3 장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대안 제시  36
 제 1 절 현행 제도의 한계  36
 제 2 절 대안 제시  42
제 4 장 수리적 모형 설정   45
 제 1 절 모델 설정 및 분석 45
 제 2 절 모델의 의의와 한계 62
제 5 장 모델의 활용방안 제시  65
 제 1 절 분석 방법 65
 제 2 절 분석의 대상 및 범위 66
 제 3 절 분석 자료의 변수 속성 67
 제 4 절 분석결과 69
    1. 헤도닉 모형 추정 결과 69
    2. 분석의 한계 71
    3. 인구 유입에 따른 토지가치의 변화 73
    4. 편익산정결과 78
제 6 장 결론  81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81
 제 2 절 정책적 함의 83
 제 3 절 연구의 한계 84
참고문헌 85
Abstract 88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