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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동시간 감소   
와 이동거리 증가를 통해 새로운 이동수단의 개념을 도입시키고 있
다 자율주행시스템이 레벨 완전 자율주행 수준이 구현되게 되면 . 4( ) 
시민들은 차량 안에서 운전을 직접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
나 기타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프. C-ITS 
라가 구축되게 되면 도로 시스템과 유기적인 연동을 할 수 있게 되
어 자율주행차량을 전체적으로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고 통일화된 
도로 시스템을 통해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동성 측면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주거입지선택에 있어 접근성과 통근시간 및 통. 
근거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존 주거입지선호 분석에 있어 . 
다양한 측면으로 입지성향이 분석되어왔지만 자율주행과 도, C-ITS 
입에 따른 이동성 향상에 따른 주거입지선호 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하였다 자율주행과 도입은 이동성 향상과 편리성이 동반. C-ITS 
되어 기존 접근성 통근시간과 통근거리를 중요시 하던 주거입지선, 
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가설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의 도입에 따라 이동   “ C-ITS

성 측면이 향상되어 기존 주거입지선호도가 변화하게 될 것 이라는 , ”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수도권 거주자 명과 교통 전문가 . 50 20
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각 상황별로 주거입지선AHP 
호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첫째 자율주행자동차가 도. , 
입되기 이전 현재 상황에서 주거입지선호도 중요도를 파악하고 둘, 
째 동일한 대상과 동일한 설문으로 자율주행차량이 도입되었을 때, 
의 주거입지선호도를 조사 셋째 자율주행자동차와 가 도입, , C-ITS
되었을 때 주거입지선호도를 재조사하여 세 가지 상황에서 주거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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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의 중요도 변화를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자율주행. 
자동차와 도입에 따라 주거입지선호에 나타날 변화들에 대비C-ITS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하므로 향후 신도시나 도시재개발에 있어 
주거입지 및 도시 계획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하
고 구축에 있어 적합한 발전방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자율주행자동차 주거입지선호도 분석: , C-ITS, , AHP 
학  번 : 2019-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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Ñ&��C�&1Ñ&ý üñV&·�«'mM&Â:g�{Ó&1Ñ?&S�´&v&

=&r}&1ÑQh cøI�ñ� §Z

,-./,01}&8ðaW&¸,�&�·&©ª&nopq&rB¹&o�&&&

�8RQ&ih ��&,-./"�ºV&��!}&·®&kl=X4&5Ð&Z&

hØ¬&ÇsÇ}ß&©ª&»¼ �#ñò&»¼ �#¾8&kl?&]Íj&b& u&

Â½Q¹ klV&o�4&5Ð&»¼ �#¾8&R«´&ÀBC&ÖWh ©v& ã Z&

ª&&c&!CI�C�cQ&ý¾&,-./4&Hj&íV�&ÖÅ&»¼ ñò&¦

»¼ ¾8C&]Íp�&rq&»¼ �&,0<&OwQ&SCW&=XBC&³u ¦

�,�&!Ê&�S{}&�#Qq&»¼ �&aàE&íð./"�ºQÇ&,b

0¿áí8&*Q&,0<&Ow »¼ }& n&QÂV&ÈÖa&gdV&,0v& ¥ ¥

<C&Â<4&5Ð&³�?&+,&�À{}&K¨ »¼ �&.)&Â;?&!v& ä

Ê&°"{}&,0<C&³�,&çQ&,01�&ñÍaBC&./&�8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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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q&�8�&»¼ }&³�,&çQ&1Ñ&��C&`a8¾8&³/?&u

Ôz{q&S�{}&�#Qh ©ª&h=V&,-./,01�Á�23�v&¥¦bä§Z&

mQ&»¼& �#&=X¾8&2rq&Â�<p�&=T&_&D¥pq&rh¥ Z&

»¼ QÂV&,-./,01}&Ï+¾8&ÂÃ{¬&Cí<p8&ËÏ&8ä&

ðaBC&¸,&_&no&@Qq& D&Qm4}&»¼ =XV&,-./¥¦¥ã u&

,01�&Â�<è&ÀBC&ÁÂÃhZ

Ä&*+�&&�V&,-./,01&klV&o�M&Â�<4&56&.7&&

38�s&;<�&Í'´&ÀQk&ù+4 »¼ QÂV&,-./,01C&v& u&

³�,&n3Q&ÖyaBC&(�è&ù "ºmV&�\! .7&384&Hv& v&

j&K?&;< !"V&;<&*?&hÄ&À&Qh ��&»¼ �#&QmWv& Z& u& v&

C& !Å&1ÑM&�<{Ó&íÖ�&IJ Q&z©p�&1Ñm&ÂÙ0123 �¥�� §

:� 1ÑM&W#Ð&�&�<Q&Q���&!C&Â;V&íÖ�&=/{qv& v&

Q�&�·&¡aV&./KC�&÷Ö{Ó&×6&./Q&�8·8}&�#¾

8&qÆ{Ó&Ä&\]�&�/´&ÀQhZ&

,-./,01V&klno&©;&_&&�&�Ç�¥§Z&

,-./,01}&.�&9�cm?&@ABC&�&È#aBC&noQ&4&&

�pq&rh ��&Oc �Æ ÆÄ &c @c&*&9�c�&,-./ÔZ& v& v& v& v&

Õ& "É³/ Â�<&#$Q&�o{¬&4�pq&rq&"É³/?&ÊË±v& v&

waBC& Ì�{Ó& ÿS�& Â<{q& rh &cV& zF'�(d�&Z&

V& D& Ík&ÖqF&\]�&ÖÅ&,-./,01&Á¡²ï´¡¤�&ÊÜÛÜ¡��Ú ¥¦bä ä

"«ÿ!}& D4& �LBC&R«{q&È#& H"« MÍ&.Ï"¥¦äã êuä ä � v v

Ï 4F&,-./,01&Öá&ÿ!}& D& �HC&\�Î& C&§ ¥¦äã )vãu¦ bãÏ

R«´&ÀBC&�Ç{q&rh Q�Ð %j& �& D¾� v&¥¦bÝ§Z& 1�3&Ñ¡�Òï� ¥¦ä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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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V&1Ñ4&,-./&k8Q&¶ªpq&ÓÔ 2& V&1Ñ&DêvÝ¦¦ u ã

¥�& Õ�&H4F& Õ�&HC&²�´&ÀBC&Áé{q&r� ,-./b ¥ v&

,01V&kl&o�M&Â�<}&¨z�&©ª&ÁÂ{}&ÀÖh&×6&ð!

C&�/pq&rhZ

cýüC&hij&,01�(V&,-./klmQ&nopq&rh kl&&& Z&

&cV&K¨}&56ÖÅ& V&K¨&1Ñ4&«ÖÃ& nV&@F�&�·&�Ñ bã

.;Â;?&WE{q&`a8¾8&C�{¬&./´&=&r}& �&�n×Ø33

{Ó&§�&¸,�&{q&rh %j&qð!C&./?&)j&B,0&{W³Z&

�klW&[Ù&^�Ú�& D¾8&Â�<jh}&#$&{4&!C&üñ¥¦¥¥

JK&WE 1Ñ&�&7z&M8 «Ûæ&�Ü&./&k8?&@ÉaBC&hv& v&

�q&rh %j&,-./klV&ÆñÍW& kl?&kBBC&ÛÝM&Z& 1Ù2

]Þ&�4F&4�&@Qh ÛÝV&K¨& D& E&�)�&Sß�4F&Z& ¥¦bu ä

k8?&¶ªj&³O�S& ?&�n{ÅF&³�,�&àRBÙ¡�¢£¡�& ïØ3êZb

C&fT´&K¨&+,Ç&ào?&,0BC&ªK àRBC&ßt¬Qá&_&v&

1Ñ?&�S{}&"�º?&no{Ó&³�,�&+,&âØ8!&Ëq&/0

´&=&r}&yzU?&ã�{q&rh ]ÞV&K¨& D& E&,�&,-Z& ¥¦bä ä

./1ÑBC& �&�Æ&{(q&³/?&kµ{f}ß Q�&�·&³/{b) v&

ÅF&!"V&!Å&íÖ&=/?&`Ò{Ó&äßQò�&�·&,-./,0

1&R8?&o�"9q&rh Q�Ð� v&¥¦bÝ§Z

MÍV&K¨ w(2&��?&,å{}&Mf&æçè&,01&�(mQ&&& v&

h=&Íé{q&rq&Qm&w"&,-./,01&"«4&ê�mq&rhZ&

�&MÍV&HÒaW&,01&�(Q,&,01&"«?&1×Ü¤ëv&×Ñìv&�íîï

8{q&r}&�.&1Ñ&ï°ð�&"�º4&,-./&ÔÕ&�Ìm?&ýq&

rh V&K¨&,-./&ÔÕ&�Ì�& ñ&ÖM{q&r}ß&üñJZ&×Ü¤ë ãb

K&WE4&-�j&��Ð�&a�{Ó&19M&æ�&WE 7z&éí&*&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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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j&k84&��jh }& D&¡·�& �&no{Ó&jò&Z&×Ñì ¥¦¦ê ��3

./j&=?&WE{Ó&,-./´&=&r}&{W³�"�º?&�8q&r

q&��°�&�óBC&1�&,0BC&,-.1´&=&r}&"�º&%j&

no{fh V&K¨& �&no{Ó&1ý4F&tô�&"Z&�íîï �íîï&Ù ¤¤Ü��

õM&¬uQ&�8·8q&z"�&íÖ�&�·&1ÑV&ð!�&°8{q&S

�´&=&r}&"�ºQ&r}&*&MÍ�&H$&,01&�(mQ&hij&k

l?&9ÖQ¹&,-./&"«4&¸,&_&no{q&r}&!ö?&ÖWh

Q�Ð� v&¥¦bÝ§Z

jc&w"&©H kÏ&,01&�(�&@ABC&hij&,-./&kl&&& v&

mQ&nopq&rh ¨9&àR?&�j&kl&WE ³�,V&�g&çQ&Z& v&

1ÑQ&,-S�C&./{}&*BC& D¾8&Â�<�&`ÒC&{q&¥¦¥¦

rh Qj¬&?cV&�Ql&,01 �(mCñò&hij&,-./kZ& v&12&

lmQ&nop�&rq&klV&×6&Â�<�&)·&¸,&_&�Ì�&ýq&

rh ©ª&ÁÂBC}& D&,-./,01�&Öy<pq&Â÷R?&Z& ¥¦äã

��& QÂV&st,mQ&]¥&_&(�´&ÀBC&ÁÂ{q&r}ßb¦Ï& v&

#ðp}&¸,2&kl&no&Â;m?&ÖÅ& QÂV&,-./,0øÜ²Ü£u&

1V&"«&*«�&¸&®¯«&ÀQhZ&

,-./k8M&Uù&1Ñ&ý4F&´&=&r}&hij&�ÝzúQáM&&

V&,` ýñ4F&àRWE?&�·&1Ñ?&�S´&=&rh}&kl&*&v&

hij&yzR?&��&klmQ&nopÅF&³�,mQ&1Ñ?&Q�{Å

F&yzj&JK?&�R´&=&r!µ&!2Xh ³�,&_<aW&1Ñ�&Z&

Lc&§�&³�,mQ&(�{¬&pq ,-./,01�&Q0=�V&Hv&

�SC&Q�{¬&è&ÀQ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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Ò& ,01&efV&&�&"Çz�bZ&

년2017 구글 상용화가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차의 프로토타입 출시, 

년2020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 부분 자율주행차 출시, 
전기차에 사용될 배터리 가격이 당 달러 이하로 하락1kW 120

년2025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 
자동차공유 및 장거리 물류 부문에서 자율주행차 채택

년2030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자동차의 기본 사양으로 채택
완전 자율주행차와 자동차공유가 결합 캐즘 돌파, (Chasm) 

년2035
완전 자율주행차 시장 본격 개화
자동차와 관련한 서비스 시장 즉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시장 성숙, 

Tû& í8ü ý�X &�,01&!þzÿ&ef�& e v& v&¥¦bê

�!& ,-./&kl&o�V&suÐWbZ&

Tû& �& "�í� ¤ î íÛ& Ù¡�Û& �& 3Ü£³0±�ï²ï¤´& �ÚÜ& ÁÜ#& �í� & 1¤îíÛ���& �¡�¡îï´î$v& Ñ �´¡¤&

3�¡¤£Ü�v&¥¦b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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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V&o�{q&z/pH?&ù&���}&KSa&y%&%j&&&

§h ,-./&klV&o��&���&,01&d# I�&d#4�&.}&Z& v&

Q%Öh&(�a&t�?&NõÇ¬&À°´&=&rk&ù+4&KSaBC&Q

N?&Xh KSa&xMC}&\&&s!Ñ&À° ,01&Q�,V&KcR&Z& v&

�Â I�(q&°s4&56&ñÂ,&'&t2&(Ç,&ÖÂ'&°s&*Q&v&

rh D& oÒ4&5ØÅ&,-./,01&Z& ¥¦bä Ñ �´¡¤& 3�¡¤£Ü�&ÊÜÛÜ¡��Ú&

!3�&&c& kX&(& �& )& �¤V&KSa&xM�&Xh Q}&b äv¦¦¦ Z&

D&kX& V&(& Ù@° c~&ÁcV&(& Ù@°4&·®{}&¥¦bã �±� ê v& ¥¦¦

='Q¹ �&È#aBC&#c{f?&ù&(& �& )&�¤V&KSa&v& ã Ýv¦¦¦

xM�&7*&=&rhZ

Ò& ,-./V&KSa&xM¥Z&

미국에서 자율주행 승용차와 트럭을 이용함으로써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경제적 효과 승용차 트럭
연료 절감 억 달러1,580 억 달러350
노동력 절감 억 달러700
사상자 감소 억 달러5,420 억 달러360
생산성 향상 억 달러5,070
교통 혼잡 감소 억 달러1,490 억 달러270

합계 조 억 달러1 3,000 억 달러1,680

Tû&�&Ñ �´¡¤&3�¡¤£Ü�&ÊÜÛÜ¡��Úv&¥¦bä

,-./,01V&*«�&W�Q&+,&³�{}&ÀÖh&¸&C�{q&&&

�/Ñ&°s&_&I��²?&ìÆ&=&r�&\t&°s&_&H!"4&Æ�Ç

}&�Ém?&ìÆ&=&rh ,01&³/{}ß&r�&<K+q´&À�&\Z&

t M8t C� "� yzR&*Q&rh Q�&³�,�&!Ê&<K?&v& v& v& v& Z&

,ÅF&³/{k4}&{z�&rq&Lc&-·C&Q��h {8�&,-.Z&

/,01V&K¨&h6&,014&t·&õ+u?&./&Æ0 ./&×Ø¬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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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8{k&ù+4&��aW&1Ñ&12?&�-´&=&rq&B3a

W&I��²?&ìQq&QC&W·&oK{}&\&&-·�&�?&=&rhZ&

&c&I�ñ4&5ØÅ&,01�&í8&<:4&¨z8&Ëq&Cý·.}&z

"�&íÖ&"�º&]±?&a�{f?&ù Ù@°4F& Ù@°V&\v&¥Zã bbZb

&�&À°´&=&rhq&Áé{q&rh &c&I�ñ� §Z

%j&M8t&°s4!&!õ?&Xh ,01�&³�{k&)·F}&]3&& Z&

t&ü&ÖÉ& \&t .1& =zt&*&hij&t�Q&m��¬&p}v& v& v&

ß&,-./,01}&,01&��C&³/{q&\&�&xMaBC&(�{

k&ù+4&s!�&ìQq .1&&°s&_&I�(q�&�j&ÖÉ&�&ì&v&

=&rh}&KSa&QÉQ&rh ÇÏ�&³�,}&,-./,01�&¶�Z&

{Ó&�F Æûz 45&*&hij&�0?&´&=&r�&³�?&{ÅF&v& v&

oK{}&k�t�?&ìÆ&=&rh}&ÉQ&^hZ

LíaBC&,-./,01}&I�(qV&oK?&67h D&Wô&& Z&b)ê)

ÛÇH%IV& �#&\]4&5ØÅ&�8&(qV& Ù@°}&Wa&�Wä )¥ZÝ

BC&oKjhq&oÒ{fh {8�&1�,È&S�«'&noÃ&Qm&1Z&

�&!C4&9�Ç&�3p}&(q�& Ù@°&QÂ&ìÓ.Hh qð!Cã¦ �

I�C�c Qj¬&��j&kl&{ÇC&,01&C�RQ&iÓ8v&¥¦b¥§Z&

}&À�.&,-./klQ&o�´=µ&I�(qV&:!}&#ð&°s´&

ÀQh %j&,014&,0<&!3�BC!&à.&³�BC&Wj&(q�&Z&

Sü{q&I�(q& �&ñ&@&(& �&ñ?&�?&=&rhq&�Ç{q&uã¦ äã¦

rh�Á¡;îv&ìZv&¥¦b¦§

�8�BC&,-./,01}&H!"4F&Q0=�V&o�C&"ýV&&&

.7t4&Hj&ñ<?&ìÓ.q&.1t�&ìQ}ß&=&!õ?&Xh Qv&

}&ÇÏ�&sN?&iQq&z+V&)ÉR?&64}ß&!õ?&Xh&{�è

H%IV&\]4&5ØÅ&C�{q&x-aW&I�=�?&>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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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V&o�J4F&9�(&�8RQ&¸&ih}&\]LM�&rhZ&

Æò¾8V&,PRQ&A?=µ&nWa +da (�a&o�&�8RQ&e e

�8}ß&,-./,01V&o��&,PR?&iQq&¸&Ç�&.7JKB

C&Q0´&�8R?&iÓ.k&ù+4&»V&«?&iÓ.}&0"4&¸&i

�&sN&JK?&S�jh BCH%IV&\]&@&Q0=�V&,PRM&Z&

Æ,z4&ÂÔÔ#�&ÖWh}&\]!&rh BC"&kXBC&ÖD?&Z&

ù H@I�Ç4&¦¬&,P´&=&r}&(��&óz&©��&"&üE4&v&

5¹&,k&1C&I�í��&Ü·&TpP{}&(�4&t·&»V&$yQ&

¸&ÇDh}&LM�&ÇShZ&

Q¤j&,-./,01V&(� KSa&y%�&²�´&ÀBC&#ð·&& e

F&ÔÕÃ&\]&LMmQ&Ç�q&rh ,-./,01V&C�RM&Uù&Z&

(� KSa&y%Q&iÏ�hÅ&"ºm�&©ª&Q�{q&r}&,01Ç&v&

H@I�&H<&,-./,01�&�o{¬&Q�´&ÀBC&ÁÂpq Qv&

4&5Ð&!"V&;< I�V&38�&;<´&ÀQhv&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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Ò& ,-./,01V&«ÉäZ&

인간이 운전하는 차와 비교한 자율주행차의 장점
차량 통행량 퍼센트 증가500 
연비 퍼센트 개선50 ~ 300 

기반 시설 연비 퍼센트 개선30 
유지비 주차료 감소 보험료 감소 연료비 감소/ / 

토지 이용
도로와 주차 공간에 필요한 토지 30 ~ 40 
퍼센트 감소

안전
차량 차량 통신과 차량 기반시설 통– – 
신으로 인해 사고 감소

시간

주행 관리 및 이동 경로 선택으로 이동 시
간 절감
이동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
낼 수 있음

편리성
예측 점검 고장 감소 틀에 박힌 반복 주/ / 
행 경감 노약자나 자애인의 기동성 회복/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은 전기차의 효율성 증대와 
확산에 기여

Tû& ,-./�&�¤î�Ü¡Û&�Ü��î¡¤¤v& v&¥¦b)

Ò& ,-./1C&Wj&(�a&y%uZ&

연간 년 미국 ( /2013
기준)

인명피해 감소 사고건수 감소 사고비용 감소

자율주행차 전환시10% 명1,100 만건21 억227
자율주행차 전환시90% 명21,700 만건420 억4,500

Tû& ]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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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cV&KS(�a&y%¥Z&

Tû& �& "�í� ¤ î íÛ& Ù¡�Û& �& 3Ü£³0±�ï²ï¤´& �ÚÜ& ÁÜ#& �í� & 1¤îíÛ���& �¡�¡îï´î$v& Ñ �´¡¤&

3�¡¤£Ü�v&¥¦bä

,-./,01&!3V&náxM}&nA&Q�,mV&,-./,01&&&

=�&$½4&5Ð&�Ð�h jcI�\]L Q4&,-./,01� v&¥¦bb§Z&

4&H·&hij&"Çz�mQ&Í'pq&rq&Q4&5Ð&�m&,-./,

01&ÔÕ&íF?&�Ì¬&4�´84&H·&w"&\]pq&rhZ

ßG¯èV&K¨ M& V&\]�&�HBC&=�,&& v&2ï££Üî¡�¥¦bÝ§  ïÑ�¥¦bã§

mQ&IÏmQ}&,-./kl�#2&�M&I�=�4&Hj&=�J?&]

Í{Ó&ß&�8&M$BC&]Í{Ó&&�&"Çz��&]R{fh K&òZ&

L}& C&!Å&=�Q&‘Ñ¡¡3�Ñ Mï£ï��&¡Û&¡&ÛÜ�²ï�Ü�&¡¤�&�ïîÜv&¡¤�&¢£¡�Ü§’

Â�&,-./kBQq&�M$&=�4&Hj&Q·!2&Q�!�&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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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 Ê& òL}& nWsM& Â�,-./Z& ‘ �³í££�& ¡í�ïî¡�Üî& ¢�ï²¡�Ü&

C&Â�&,-./kB&=�BC&Q�p8�&nW&sM&1Ñ&@A£íNí��§’

BC& Q�p}& K¨Qh È& òL}& jía& ,-./Z& ‘ �£Ü��ï¤´& ´ &  ¤&

C&,-./,01�&.C&qð!C&*&SjÃ&��4F&Q�Úï´Ú#¡�Û§’

p}&K¨Qh �8��& óÿ!OM&�M,-./Z& ‘ �îí£�ïî îÜ£&Ë&ÛÚ¡�Üî&

BC&�M$&I�=�V&Q��&i8�&,-./V&R8�&¡í� î¡�ï ¤§’

ÂÃ{8&Ë�&�#QhZ

"Çz�4&5ØÅ&!C&�Ñ�&P8�&I�Ñ!&Uù&²�{q&&Ñ¡¡Û& v&

1Ñ&ÖM&°sC&.1���&ì�&JKRM&8ð�8R�&n9è&ÀB

C&ÁÂÃh ��&�M$&I�=�Q&÷Hp�&k>&H@I�&ÿ!}&Z&

±sè&ÀBC&�Ç{q&rh� ïÑv&¥¦bã§Z

nWsM&Â�&,-./V&K¨&nW&1ÑV&²�C&I�Ñ&²�&xM&&

}&^q&H@I�&ÿ!}&±sè&ÀBC&JKRM&8ð�8R�&o<è&

ÀBC&ÁÂpq&rh� ïÑv&¥¦bã§Z

jía&,-./&"Çz�}&©ª&ÓñM&=&;<}&ç?&ÀBC&�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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Ò& náxM&OwA&.�&xM2&Í'~wãZ&

영역 주요 효과 분석방법

대중교통과 
자동차 
보유율

긍정적 
효과

- 차량운행효율 개선
- 가구차량보유대수 감소
- 이동형평성 개선

조사자료 
기반

정량적 분석

부정적 
효과

- 대중교통 승용차의 수단분담 변, 
화

조사자료 
기반

정량적 분석

도로교통혼잡

긍정적 
효과

- 도로용량 증대
- 사고 감소

조사자료 
기반

정량적 분석

부정적 
효과

- 대중교통 승용차의 수단분담 변, 
화

- 교통량 변화

조사자료 
기반

정량적 분석

온실가스 및 
에너지 소비

긍정적 
효과

- 연료효율 증가
선행연구 
분석

부정적 
효과

- 총 주행거리 증가
- 공차통행 증가

조사자료 
기반

정량적 분석

교통산업과 
세금

교통산업
- 운전직업시장의 일자리 감소
- 자동차 시장의 수요 변화 선행연구 

분석
세금

- 자동차취등록세 보유세 변화, 
- 교통에너지환경세 변화

도시공간구조 
및 

도로인프라

주차공간
- 주차수요 감소
- 주차공간 개편

선행연구 
분석

도로인프라 - 서비스 차량을 위한 공간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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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연구대상 및 지역 연구방법 연구자료 연구 결과

최막중 임·
영진
(2001)

수도권 도시가구
다중판별
분석 로
짓모형

주 거 만 족 도 
및 주택수요 
조사

- 대 이상 고소득층은 쾌40 , 
적성 선호

- 저소득층 고졸이하 경제, 
성 선호

이 백 진 
외(2012)

수도권 가구 로짓모형 설문조사
-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입지
로 교통요소의 차별적 선
호

김준형 한·
준형
(2012)

서울시 고령가구
다중회귀
모형

국내인구이동
통계

고령가구는 은퇴이후에도 -
서울 거주 선호

윤복자 진·
미윤
(1997)

서울시 가구
다중회귀
분석

서울시 통계 
연보

주거이동 영향 요인으로 - 
승용차보급률 청약저축가입, 
자 비율 범죄율 , 
- 주거입지 패턴은 소득계층
별로 차이 보임

윤 복 자 
외(1999)

수도권 대학생 요인분석 설문조사

- 대학생들은 주거지역으로 
서울 및 대도시권 선호

- 주거환경 요인으로 자연환
경 편의성 선호, 

박 원 석
(2009)

미국 워싱턴대 
대학생

로짓모형 설문조사
- 주거입지 선호요인은 주택
가격 주택의 질 안전성, , , 
관리회사 순으로 선호

박 원 석
(2010)

국내 대학생 로짓모형 설문조사

- 주거입지 선호요인은 경제
적 요인 주변 환경 주택, , 
의 물리적 여건 순으로 선
호

박 원 석
(2012)

미국 워싱턴주 
거주 한인가구

로짓모형 설문조사
- 주거입지 선호요인은 치
안 자연환경 직장근접, , , 
학군 순으로 선호

B a y o h , 
I r w i n 

미국 콜럼버스 
대도시권 가구

로짓모형 설문조사
- 학교의 수준이 큰 영향을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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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 d 
Haab
(2006)
Jun, Ha 
a n d 
Jeong(20
13)

서울 거주 조선
족

다중회귀
분석

외국인 통계,
설문조사

- 주거입지 요인은 직장과의 
근접성 저렴한 임대료, , 
다가구주택의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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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_&,&Z&³

\]!$V&g#&_&\]~wbZ&

Ä&\]}&FGM&=!>4&7.{}&�]�&HÂBC&,-./,01&&

2& W#Ð�&"/{k&Q�M&QmV&1Q�&tI{¹&.738&Ù0123&

9:�W?&Í'{q,&jh Q�&)· Í'?&)j&\]!$?&gíZ& v&

{q&Q4&56&\]~wM&,&m?&]±{Å&hàM&¢hZ

kl Ä&\]4F&.738&9:�WmV&@�!�&Í'{q&��{&& v&

k&)·&Í'kwBC&#Ua&Í'Mí�����&�¤¡£��ï�&�ïÜ�¡�Ú�&�� �ÜÛÛ§

?&9J{fh }& DH& 4&V·&nopHB¹ /�VZ&��� b)ê¦ 2Z&3¡¡�� v&

(Lí&kwV&j&~wBC&V(LíV&#U]��&]R{q&r}&�s&

�&|HtI 4&Vj&Lí?&�·&��,V&8E K�¢¡ï�#ïÛÜ&� î¢¡�ïÛ ¤§ v&

É&_&+Ô?&éÖ{q,&{}&V(Lí~wYQh ý�©&ü� v&¥¦¦ã§Z

}&nW&%}&�´V&.ÔaQq&nWaW&9:!�&��{}&£&&���

ÔaW&!$V&~w&@&{ÇCF&V(Lí&+S�&h=V&��kXBC&

Q���r?&K¨ ��kX?&#U<{q �&#U4&5Ð&@�!�&v& v&

í{}&kwBC Â:ÔÕRQ&a�&HCm?&¢QaBC&��´&=&rv&

h}&«ÉQ&rh RL' h"&¶·&Ê&nV&HC?&tI{Ó&Â� v&¥¦bu§Z&

HaBC&@�j&µ!�&tI{Ó&Ó¤&nV&HC?&D�´&ù&oK´&

=&r}&���&~8{q&D�?&¦¬&!2Xh}&«ÉQ&rh RL'� v&

¥¦bu§Z

V&�«&=&�Z�&+S�&]R{}&hij&���sm?&.�&�&&���

s2&Èñ�smC&Çâ�&#U<j&m #UA&�sm4&Hj&|HtIv&

�&�·&�smV&@�!�&!Tjh jcno\]L |HtI&� v& ¥¦¦u§Z&

Mí&@&W�V&(q2&M(j&~wBC&+S�&]�<jh}&É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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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V&ÂHa&@�!2&HCmV&9:!�&t-µ!�&�·&éí

{Ó&='<{Ó&LM�&!Tjh}&É4F&a�&WL&%}&/�V&K?

?&¦¬&no´&=&rh}&«ÉQ&rh ý�ö %j&�Lj&À1� v&¥¦bã§Z&

4!&¹]{q&µ!9í �@'&cíÀ1 º°!&Í'&*4&(�p}&v& v&

?¢&kwQ&z²Í'M&¥²Ã&=za&Mí?&�·&¶Jp�&a�pk&

ù+4&QYaBC!&i¬&��Iq&rh jcno\]L� v&¥¦¦u§Z

Í'À1} kl&\]`a4&V}&`Ò�&gí{Ó&#U?&]Í&&���& v&

{q *L&Ê&n&��kX&�&|HtI&m Q�&�·&?&#UA&��v& v&

kX&�&¨9�)�&!Tj&Qm&�8�BC&¡¢&¨9�)�&Lí{Ó&

º°!&Í'?&{}&�FC&�/Ãh RL'� v&¥¦bu§Z

Í'À1�&ÈñaBC&56ÖÅ kl #U!$V&]±&Mí4F&�&& v& v&

q,{7Ç&·L{q,&{}&+SV&�s&_&LW&noQ&p�q&jhZ&

Qm&+S�sm?&FC&t/<{Ó&1*a&#U&=XBC&^]jh Q&Z&

ù #U]R?&)·&?&kXM&�#m�&·®&\]`a ¡¢`Ò ��v& v& v&

kX4&5Ð&hi{¬&]±´&=&rq&à�,�&·®&+SV&LWM&�

s�&¦¬&no´&=&r�q&jh RL'� v&¥¦bu§Z

*L #U!$&]±BC&Â)�s2&{)�s�&]Íj&m |HtI&& v& v&

�#4F&Ó¤&HC&@&¨9�)�&qØk&)·&HCm?&??&Ê&ny&

�Q&m&|AC&tIÍ'jh ÆBaBC&|HtI}& �)V&µ!C&Z& )

(�p8� ��kXQ& nW&K¨& V&|HtIC&(�Ãh Rv& ¤ ¤�¤0b§z¥ �

L'v&¥¦bu§Z

È&òL ??V&#U&=X4F&��A&@�!�&9íj&m&¨9�)&& v&

�&Lí{q&ÆÔR&���&{¬&Ãh ÆÔR&��}&ÆÔR&8=Z& �Ù1�&

2&{g)&8= (QV&t-W&ÆÔÙ ¤ÛïÛ�Ü¤��&1¤îÜN§ �Ê1�&Ê¡¤î î&1¤îÜN§

R&t- 4&V·&]·8}ß Q&ù ÆÔR&t-�ÙÊ�&Ù ¤ÛïÛ�Ü¤��&Ê¡�ï §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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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QýC&Ç2q&·®&+S4&Hj&ÆÔR&r}&à�?&j&À¦Zb&

BC&��´&=&rh RL' ÓkF& �Q& QÂQÅ&ÆÔR� v&¥¦bu§Z& ÙÊ ¦Zb&

Q&ñ\j&ÀBC&D�p�&ª¥ø�&-�U?&V&jh ý�ö� v&¥¦bã§Z

{8�&·®&ÍqV&�í&�+��&Ï�7Ç&ÆBWQ& g+Mí&& ���&

?&�·& �Q& &�BC&ÆÔR?&8µ&�Q&Ç�k}&�nhÙÊ& ¦Zb& Z&

g+Mí4F& QÂ&g+mQ&ÆÔRQ&ñ\{h}&QMC&¶���& ä¦Ï&

Jp8& Ëq g+�(& �`ý4F& �`m4& Hj& D�& kXQ& ·&v&

W84&Hj&f÷j&P7Ç&gfQ&ñ\{k&ù+4&Q�&ÆÔR&ÙÊ"¦Zb

r¬&í÷{¬&D�{k&�nh ¸PL QO %j&ÆÔR&t-� e v&¥¦bä§Z&

Q&^hq&{Ó&Bè"&nWV&D�Q&¨:pHhq&�í´&=&çq&·

®&�s4&Hj&9:�&¥¨&ãj&ÀBC&Ò©j&K¨Æ&=!&r�&Q�&

{�ñ&aBC&¨:Ã&9J&%}&D�?&{fhq&��´&=&çh ¸P�

L QO ·®&\]}&�+�2&=!>&8w4&5q&r}&ÆBWe v&¥¦bä§Z&

?&HÂBC&g+?&�/{fk&ù+4& µ!�& Qý&=XBC&ÙÊ& ¦Z¥&

�í{fq Ó¤&9/\]4F!&|HtI4F& µ!�& QýÆ&v& ÙÊ& ¦Z¥&

K¨&�¹´&=&r}&=XV&tÆÔR?&�8q&rhq&��{q&rh

ý�ö� v&¥¦bã§Z

Ò& t=8=êZ& �Ê¡¤î î&1¤îÜN§

n 1 2 3 4 5 6 7 8 9 10
RI 0.00 0.0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nV&kX /ºV&^k¤»&¤ v&

Tû& ýñO ãK¨ �&Q�j&FG"&s<æÆÔ³¸�0/^¸@ò&38�& e �¥¦¦¥§v&���

9í4&Ô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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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ÔR&8=�Ù1§&�&Ù1&»&


ÆÔR&t-�ÙÊ§&�&ÙÊ&»&


max |HtI&/ºV&¡HqM'&�&

�smV&n=¤&�&

Í'~wV&QÉ¥Z&���&

}&��M&º��+V&(ds®R&Í'&_&¥² ô*V&�íM&&&��� v&

·s �+V&�qa&V(Lí?&¥í{}ß&(�p�&Sq (�M%&v& v&

\]4F!&w�¬&��{}&(��&²�{q&rh RL'� v&¥¦bu§Z

}&nnWV&.ÔaW&D�?&='<{Ó&£ÔaW&$½C&#Ñ!&&���

$BC&��´&=&rq 3fj&Â;?&#Ua&,P?&�{Ó&]�<´&v&

=&rh}&É |HtI�&�·&Ó¤&HCm?&D�´&ù&oK{}&��v&

�&~8jh}&É&�zq&nnWmV&V¼m?&¢QaBC&Í'{q&Æ

ÔR&¥²Q&�8{h}&É4F&xMaQh ��&.7389:&�W&ÍZ&

'4&r�&hij&Â)�WM&{)�WmC&]Íp}ß&Q�&¢QaBC&

@�!�&��{Ó&à�,V&V¼?&¢QaBC&��´&=&rh}&É4

F&M�{h %j&Â)�s&Î�&Ï�Ð&��&{)�s&ý4F!&¢QZ&

aBC&@�!�&FC&tI´&=&r�&��&�WQ&·®&+SV&LW&%

}&�s�&p}84&Hj&='aW&D�?&ý�&=&r�&�"aW&��

�&�8{h}&ÉQ&r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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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W& !$&Í'äZ& ���&

�!& .7389:V&Â) {)&#U&!$bbZ& z

Ä&\]�&�({k&)·&g+�(&,&�&��{fh .7389:&& Z&

4&Ôj&HñÍV&9/\]m?&ÖÅ&HñÍ&g+�(�&��{Ó&\]

�&�/{fq g+�(�&�·&HqaW&"ºmQ&.738�W4&Hv&

·&�`j&K??&�8q&r}8&no´&=&rBGC&xMaQh ��&Z&

Ä&\]}&=!>&@ABC&nA&�]mQ&K?{}&.ÔaW&.738

�W?& Í'~w?&�·&@�!�&no{}&gd&Mí?&7'k&ù���&

+4&g+�(�&�j&nA&�]V&|HtI}&-=aQhZ

.7389:�WV&?&�sAC&¨9�)�&éí{k&)·&Â)�s&&

2&{)�sC&kl&]Í{fh Â)�s}&.J�P H@I� yV"Z& v& v&

g ,PR �8JK �8&yV"g C�&Ft�C&Þ& �8C&Í�{v& v& v& v& ê

fh Æ�&�8&Â)�s�&kBBC&{)�s}&Þ& nC&Çâ�&�Z& ¥¦

��&�/{fh V(Lí&Mí4F&¨9�)�&Lí´&ù #U]��&Z& v&

½�8Å&#cÂV&3fRQ&MopGC&�Â& =XV&#U&$RQ&aäâ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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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ý�ö {k&ù+4&�sA&Í'Mí4F&¡H& �8&=XBC&� v&¥¦bã§ ê

Lí{fhZ

g+�(&n�&_&à�,&�RuZ&

Ä&\]}&g+�(&LM�&�·&=!>&7.&�]�&HÂBC&.73&&

89:&�WV&@�!�&no{q&Í'{q,&jh g+�(&LM�&�Z&

·&Çst&�].W&à�,V&Wa&�R�&hà&Ò2&¢h ¨9&�í&v&

\TU4&cjp�&Í'{8&Ëq&?&\TU&AC&@�!�&no{k&)

·& Hñò& H&QÂ¾8V&!Å&\TU?&??&g+{fh \TU&¥¦ Ý¦ Z&

AC&.7389:&�WQ&hØ¬&Çs(&=!&rk&ù+4&!Å&\TU

?&HÂBC&??&]&fy&no{Ó&g+?&�/{fhZ

%j&k>&9/\]&LMm?&ÖÅ&\T&ü4!&�]sN&ÿ! ¡¢&&& v&

%)&*4&5Ð&Í'LM�&hØ¬&Ç�}&É?&no{Ó&\T&A&]Í&

ü4!&�]sN ¡¢&%)�&ª]Í{Ó&.738�W4&H·F!&hv&

"&Í'{fhZ

4�aBC&Ä&\]}&,-./12& W#Ð&!3&Qm&Â;?&&& Ù0123&

øHC&g+?&�/{}ß ÆBW&3«4&,-./,012& 4&,v& Ù0123

È�&�8&:{q&!3&Qm&;<&iÂ?&ªHC&no{8&:´&�8R

!&rk&ù+4&4�aBC&,-./,01&ÔÕ&�+��&HÂBC&g

+?&�/{Ó ÆBW&HÂM&�+�&HÂBC&g+?&�/{f?&ùv& v&

.7389:&�W4&Hj&@�!&1Q!&4�aBC&Í'´&ÀQ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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Ò& à�,V&\TA&©;bZ&

Ò& à�,V&¡¢&%hA&©;)Z&

Ò& à�,V&�\&]R&A&©;b¦Z&

연령
대20 대30 대40 대50 대 이상60 합계

응답자수 
비율(%)

명10
(20%)

명10
(20%)

명10
(20%)

명10
(20%)

명10
(20%)

명50
(10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학사 석사 박사 재학 합계

응답자수 
비율(%)

명7
(14%)

명30
(60%)

명12
(24%)

명1
(2%)

명50
(100%)

종사 계열
업계 학계 연구· 정부 사업 기타 합계

응답자수 
비율(%)

명16
(32%)

명10
(20%)

명1
(2%)

명14
(28%)

명9
(18%)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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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BW&HÂ& Í'&LMZ& ���&¾

©ª&.7389:bZ&

à�,&��4&Hj& Í'LMb§& ���&

Â)#UV& Í'&LM�b§Z& ���&

Ò& Â)#U4FV&��8Ò&�V&@�!&Í'LM ,-./&Q�bbZ& � §

구분 주택가격 대중교통 편의시설 접근성 녹지환경
단지 

편의시설

단지 
안전서비
스

중요도 .223 .149 .100 .083 .113 .106 .226

ÆÔR&8=�Ù1§&»&¦Zbäê

,-./,012& W#Ð�&!3pk&�W&©ª&kXBC&.7&& Ù0123&

389:�&�({Ó ��&à�,�&HÂBC&!TÃ&Â)#UV&v& ���&

Í'&LM�&56ÖÅ&)V&Ò2&¢h 4F&gf{f¿Q& Í'Z& ���&

V&¡¢&¨9�)�&Lí{k&�4&?&#UAC&��kX&�&¨9�)�&

no{q Qm&ÆÔR&���&{¬&p}ß&ÆÔR&8=V&K¨& Qv& ¦Z¥&

{C&Çs�k&ù+4&Ä&ÒV&@�!V&<`R�&ihq&��´&=&r

hZ

LM�V&Â)#U&��8Ò&�V&@�!&Í'&LM�&ÖÅ C�Ft&& v&

�& .J�P& H@I�& �8JK& �8&yV"¦Z¥¥Ýv& ¦Z¥¥äv& ¦Zbu)v& ¦Zbbäv&

g& yV"g& ,PR& �BC&Çs�h ��LM}&ÆÔ¦Zb¦Ýv& ¦Zbv& ¦Z¦bä& Z&

R?&M8{}& C&Mxj&LMW&ÀBC&ÇSh 5ÐF&,-./¦Zbäê Z&

kl&_& W#Ð&*&,-./klQ&o�p8&Ë�&©ª&kX4F&Ù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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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m�&.738�&Lí´&ù .7&�8&ýV&C�Ft�&_&"gv&

?&�«&@�"{¹ hàBC .J�P?&@�{¬&Ók}&À?&�&=&v& v&

rh Qm&H@I� �8JK �8&yV"g yV"g&�zq&,PR&Z& v& v& v&

�BC&@�{¬&qÆ{}&À?&�&=&rhZ

�8&C�Ft�2&.J�PQ&h6&�`Öh&i�&t-?&�8q&&& bv¥

�)�&�q&r� ©ª&.738�W4F&@�j&�s}&.JV&�PM&v&

C�W&É?&�&=&rh %j& �)W&H@I�V&K¨&{)&�`m&@&Z& ä

i�&t@?&8�q&r�&KSaW&éÅM&C�RÖh&qÆ&t@Q&68

�&I�aW&éÅ!&.738�W&@&@�j&�sC&no´&=&rhZ

{)#UV& Í'&LM�¥§Z& ���&

Ò& .J�P&�W4FV&{)#U&��8Ò&�V&@�!&Í'LMb¥Z&

,-./&Q�� §

현재 주택가격 미래 주택가격
중요도 .376 .624

ÆÔR&8=�Ù1§&»&¦Z¦¦¦

Ò& H@I�&�W4FV&{)#U&��8Ò&�V&@�!&Í'LMbäZ&

,-./&Q�� §

버스 지하철 기차역
중요도 .326 .579 .095

ÆÔR&8=�Ù1§&»&¦Z¦b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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Ò& yV"g&�W4FV&{)#U&��8Ò&�V&@�!&Í'LMbuZ&

,-./&Q�� §

카페 병원 편의점
중요도 .250 .476 .274

ÆÔR&8=�Ù1§&»&¦Z¦Ýê

Ò& ,PR&�W4FV&{)#U&��8Ò&�V&@�!&Í'LM ,bãZ& �

-./&Q�§

직장거리 상권거리 학교거리
중요도 .517 .184 .300

ÆÔR&8=�Ù1§&»&¦Zbb¦

Ò& �8JK&�W4FV&{)#U&��8Ò&�V&@�!&Í'LMbÝZ&

,-./&Q�� §

공원 오픈스페이스 자연녹지
중요도 .482 .232 .286

ÆÔR&8=�Ù1§&»&¦Z¦Ýb

Ò& �8yV"g&�W4FV&{)#U&��8Ò&�V&@�!&Í'LbêZ&

M ,-./&Q�� §

헬스장 독서실 회의실
중요도 .567 .263 .170

ÆÔR&8=�Ù1§&»&¦Z¦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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Ò& �8C�Ft�&�W4FV&{)#U&��8Ò&�V&@�!&Í'LbbZ&

M ,-./&Q�� §

CCTV 경비원 화재예방
중요도 .415 .286 .300

ÆÔR&8=�Ù1§&»&¦Z¦Ý¥

hàBC&??V&Â)#U&ý4F&{)#U&��8Ò&�V&@�!�&&&

Í'{fhZ

kl&.J�P&�W4F&{)#UBC&©ª&.J�P�& &�&&& ¦ZäêÝv&

.J�P�& C&&�&.J�P?&¨9"&{}&K�Q&ã{fh ©¦ZÝ¥u Z&

ª&7.{q&r}&.J&�PQÇ&&�4&.J�PV&Â�&�8R&éÅ&

.738�W4F&!Ê&@�{q&qÆ´&(�Q8�&&�&.J&�P&Â

�?&K?{f?&ù ¸,�'�&iq '�aBC&QNQ&p}&éÅQ&v& v&

ã{k&ù+4&à�,m�&&�&.J�P&�s�&¸&@�{¬&K?{f

hZ

H@I�&�W4F&��}& 8{�& k1w& C&8{�&&& ¦Zä¥Ýv& ¦Zãê)v& ¦Z¦)ã

t@Q&�«&iDq&k1w?&ÂHaBC&G&@�{hq&à�{fh kZ&

1wV&K¨ .7)'4F&HñÍ&óz&©��&r�&ÂHaBC&Q�&v&

:!�&6q .C&!"4F&!"�&Q0´&ù ��2&8{�?&.C&v& v&

Q�jh h"&¶· .7384F&Q0=�V&K¨&��2&8{�V&Z& v&

:!�&k1Öh&./&ih}&À?&no´&=&rhZ

yV"g�&��& �L& yVÉ& C&@�!�&Çs�h&& ¦Z¥ãv& ¦ZuêÝv& ¦Z¥êu Z&

F&Â)#U4F&C�4&Hj&t@Q&iDx&�.&yV"g&{)#U&

ý4F&�LV&)'&_&,PRQ&.738�W4F&@�j&ñÍ?&18

jh}&À?&�&=&r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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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W4F}&+«7z& %I7z& Â>7z& �B&& ¦Zãbêv& ¦Zäv& ¦Zbbu&

C&Çs�h +«V&K¨&HñÍ&,��&%}&H@I�?&Q�{Ó&QZ&

0{k&ù+4&+«W&t@Q&i�&�.&ÂHaBC&+«&7z&t@Q&

iDq Qm&H%IC&�%{}&%KmQ&%I7z�&ÂHaBC&¸&@v&

�{¬&K?jh}&À?&D�´&=&rh Â>V&K¨ ÀCÇ&"H4&Z& v&

VæÆ&Áp{}&Í)kQ¹ HñÍ&/¾8&^�?&"¿&=&r}&+<v&

�&o�{Ó&Â>7z}&@�!�&�«&6�&À?&�&=&rhZ

�8JK�&�L& ,\�8& ��&��Q�& �BC&&& ¦Zub¥v& ¦Z¥bÝv& ¦Z¥ä¥&

Çs�h �8&JKV&@�!&�)}&(�mQ&ÂHaBC&.C&Q�{Z&

}&��&�FC&Çst&É?&�&=&rh h"&¶· ��&��Q�2&Z& v&

¢�&��!&A8�&,\aW&�KV&JK?&¸&9:{¹ ,\&�8Öv&

h&¦¬&Q�{q&ô&=&r}&�L?&9Jj&É?&�&=&rhZ

�8yV"g&�W�&��«& �Fz& �Vz& C&ÇS&& ¦ZãÝêv& ¦Z¥Ýäv& ¦Zbê

h Q&w"&(�mQ&C�&_&ñã?&K?{}&K�Q&ih}&É?&Z&

F&Â)#U4F&no{fk&ù+4&��«?&¸&@�{¬&K?jh}&

À?&�&=&rq �Vz�&ÂHaBC& n&�sÖh&G&(�{k&ù+v& ¥

4&�«&6�&@�!C&éíj&É?&�&=&rhZ

�8�&Â)#U4F&�«&i�&@�!�&ÖW&�8&C�Ft�4F}&&&

<ªÁ~& KtL& �BC&Çs�h �&�«&ÙÙ2�&¦Zubãv& ¦Zäv& ¦Z¥bÝ& Z&ÙÙ2�

@�{¬&K?j&�.&�8&ý&C�?&�«&¨9aBC&K?jh}&À?&

à�,�&�·&�&=&rH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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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Í'LM¥§& ���&

Ò& ��&à�,4&Hj& ¡¢&Í'LM ,-./&Q�b)Z& ���& � §

상위요인 하위요인 중요도 순위

주택가격 현재 주택가격 .084 4
미래 주택가격 .139 1

대중교통
버스 .049 9
지하철 .086 3
기차역 .014 20

편의시설
카페 .025 16
병원 .048 10
편의점 .027 14

접근성
직장거리 .043 11
상권거리 .015 19
학교거리 .025 17

녹지환경
공원 .054 8

오픈스페이스 .026 15
자연녹지 .032 12

단지편의시설
헬스장 .060 7
독서실 .028 13
회의실 .018 18

단지안전서비스
CCTV .094 2
경비원 .065 6
화재예방 .068 5

hà�&8'¾8&Í'j&?&#UA&HCmV&�@'�&¢Q{Ó Â)&&& v&

#UV&V(Lí&`a?&�R{¬&!õ?&.}&{)#UV&��8Ò&�&

@�!2&�)�&Í'{fh Þ& nV&{)�s&@&à�,mQ&9Jj&Z& ¥¦

@�!�&@ABC&tI{Ó&¡¢&�)�&¥kHhZ

Â)& �)}& �FHC& &�& .J�P& 8{�&&& ¦Zbä)v& ÙÙ2�& ¦Z¦)uv&

©ª&.J�P& <ªÁ~& C&Çs�h KSa&{)#¦Z¦bÝv& ¦Z¦buv& ¦Z¦Ýb Z&

U&�s�&!Ê&i�&@�!&�)4&éUp�&rk&ù+4 .738�v&

W4F& KSa& �W�& @�j& �sC& 7& =& rh %j& <ªÁ~M&Z&

�&!Ê&Â)&�s2&¢Q&{)#U&��4F&i�&�)4&éUpÙ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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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ù+4 .7389í&�W4&r�&C�Ft�}&(�mQ&@�v&

{¬&K?{}&�WBC&noÃh H@I�&Ow&@&8{�Q& �)C&Z& ä

��pH}ß ,-./,01�&�o{¬&"/pk&Q�4&I�V&Q�v&

4&r�&8{��&"ºmV&Q0=�4&r�&@�j&"g&@&{ÇC&7&

=&rhZ&&

\TA& Í'LMä§& ���&

Ò& \TA& Â)�W&Í'LM ,-./&Q�¥¦Z& ���& � §

상위요인
대20

순위
대30

순위
대40

순위
대50

순위
대60

순위중요
도

중요
도

중요
도

중요
도

중요
도

주택가격 .192 2 .284 1 .313 1 .201 2 .123 4
대중교통 .129 3 .110 4 .170 3 .172 3 .165 2
편의시설 .116 5 .092 6 .099 5 .075 6 .119 5
접근성 .095 6 .097 5 .070 6 .068 7 .084 7
녹지환경 .090 7 .133 3 .067 7 .147 4 .128 3
단지편의
시설

.120 4 .072 7 .100 4 .133 5 .104 6

단지안전
서비스

.258 1 .213 2 .181 2 .204 1 .277 1

9/\]&LM4F!&567&=&r¿Q&�]V&.738&9:}&\T&& v&

sN %h&*&�]V&�R4&5Ð&??V&1Q�&ÖQq&rh 5ÐF&v& Z&

F&à�,&���&HÂBC&Â)#UV&.738�W?&Í'j&À?&

�HBC&??V&\TAC&]Í{Ó&Â)#UV& @�!�&Í�{Ó&���&

h"&Í'{fhZ

QPj&LM4&5Ð&Çk&Í'&��&)V&Ò2&¢Q&Çkh \TA&&& Z&

Â)�W&Í'LM�&56ÖÅ&kl& HV&K¨&�8&C�Ft����& ¥¦

2&.J�P?&�«&@�{¬&K?{}&K�Q&ih .7389í�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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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7384&r�&=&�WQ¿&{8�& HV&K¨&HñÍ&¥¦

ñ!2&¢Q&5q&,�C&�Xj&K¨�&ak&ù+4&.J�PÖh}&�

8&ý&C�Ft��&¸&@�{¬&K?{}&R�Q&ih hà�&H@IZ&

�BC&H%KQ7Ç&+«&ÈDKQ&Hh=Qk&ù+4&H@I�V&,P

R?&.J�P&hàBC&@�{¬&K?jh}&À?&no´&=&rhZ

H2& HV&K¨ FC&tÂj&@�!V&�)�&ÖWh ¨9&.J&&ä¦ u¦ v& Z&

�PQ&�«&i�&@�!C&9Jj&ÀQ&Ã4&�q&hà�&�8&C�F

t��&�BC&Çsth H2& HV&K¨&��&í!V&KSh?&�Z&ä¦ u¦

8¬&pq&��C&�X{Ó&7.{7Ç&,��&�«&ÇQ&H&uBC&.

J�P&@�!�& BC&Ä!aBC&i�&!ö?&ÖÓXh Q¦Z¥buv&¦Zäbä Z&

m&�8&C�Ft�}& H4F& HV&K¨&�¾&,��&r?&K¨�&ä¦ u¦

ih&,�V&C�?&)·&�8&ý&C�Ft��&hà&@�j&�)CPÅ

Dh}&À?&no´&=&rh %j&Qm�&HñÍ&,1�&Q�{Ó&�PZ&

?&{}&K¨�&§k&ù+4&H@I�V&@�!�& �)�&18{¿&äâu&

{8�& HÖh&�&�Q&6�&!ö?&�&=&rh¥¦ Z

�8�& HV&K¨& H¾8V&h6&@�!V&�)�&ÖQq&r&& Ý¦ ¥¦âã¦

h �8&C�Ft��&Ä!aW& �)�&¶J{q&rq&�&hà�&H@Z& b

I�Qh HV&K¨ ,1�&r�!&HñÍ&8{�QÇ&��&*&H@Z&Ý¦ v&

I�?&Q�{}&K�Q&iq È&QÂÆ&K¨&I�t�&8L&Ik&ùv&Ýã

+4& H&3«4F&H@I�?&Q�{}&ÀQ&KSaBC&x-aQhÝ¦ Z&

.J�P�& �)C&ÂHaBC&6�&@�!�&ÖQ}ß Q}&q¦Zb¥ä&u v&

TUV&K¨ Q.&�8RQ&6q&.7384&r�&KSaW&@�!Öh&v&

K�"g yV"g �8"g?&.C&Q�{Ó&Q�4&ÔAQ&§k&ùv& v&

+4&.J�PQ&ÂHaBC&h6&\TUÖh&6�&!ö?&ÖWh}&É

?&�&=&rhZ&



- 66 -

�]sNA& Í'LMu§& ���&

Ò& �]sNA& Â)�W&Í'LM ,-./&Q�¥bZ& ���& � §

상위요인
천만원 3
미만 순위

천 천3 ~6
만원 미만 순위

천6 ~1
억원 
미만

순위
억원 1
이상 순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주택가격 .197 2 .228 1 .249 1 .197 2
대중교통 .166 3 .141 3 .131 3 .190 3
편의시설 .086 6 .103 6 .091 6 .115 5
접근성 .071 7 .085 7 .111 5 .053 7
녹지환경 .134 4 .122 4 .058 7 .117 4
단지편의
시설

.091 5 .109 5 .120 4 .091 6

단지안전
서비스

.257 1 .212 2 .240 2 .237 1

hà�&�]sNAC&Í��&�z{Ó&Â)#UV& @�!�&Í'&& ���&

{fhZ

Æ�L&&� Æ Æ�L&&� Æ )L&&� )L&QÂ&Þ& �8&ä v&ä âÝ v&Ý âb v&b u

�#C&Í�{Ó&@�!&�)�&tI{fhZ

�PsNA&tIV&K¨&@�!&�)}&?&Í�AC&^¬&1Q�&Ç8&&&

ËDq&.J�PM&�8&C�Ft�V&K¨4�&1Q�&>ª{fhZ& Ý

Æ )L&&�V&K¨&.J�PQ& C&�«&i�&@�!V&='�&âb ¦Z¥u)

�q&r� .738�&9J´&"4&¸,�'&_&©ª&.J�P?&�«&v&

@�{¬&K?jh}&É?&no´&=&rh H@I��&!Å&�]sNQ&Z&

�)C&éíp�&,-./,01�&"/pk&Q�uBC&Ï+¾8&H@ä

I�4&V>aW&!ö?&�q )L&QÂV&ÿ!V&�]sNV&K¨&Hv&b

@I�V&@�!�& C&.J�P&@�!V& M&tÂj&=XV&@¦Zb) ¦Zb)ê

�!�&�8q&rh}&É?&ÃÓ¯&7&=&r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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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Í'LMã§& ���&

Ò& �\]RA& Â)�W&Í'LM ,-./&Q�¥¥Z& ���& � §

상위요인
인 1
가구 순위 인 가구2 순위

인 3
가구 순위

인 4
이상 순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주택가격 .219 2 .342 1 .140 3 .213 2
대중교통 .121 4 .115 4 .175 2 .159 3
편의시설 .114 5 .083 6 .116 4 .094 6
접근성 .075 6 .098 5 .079 7 .078 7
녹지환경 .071 7 .118 3 .112 6 .121 4
단지편의
시설

.123 3 .071 7 .115 5 .117 5

단지안전
서비스

.278 1 .172 2 .263 1 .218 1

�P�&�\]RA?& W&�]4F& W&QÂV&�]C& �8&Í�C&&& b u u

í{Ó&Â)#UV& @�!&�)�&Í'{fh���& Z

kl& W�]V&K¨&�8&C�Ft�2&.J�PQ&i�&@�!�&Ö&& b

Qq&r� KSaW&éÅM&C�?&�«&¨9"jh}&É?&�&=&rv&

h W&�]V&�RÂ&HñÍ&�Ü�ÇQÇ&g�&.7&��4&5ÅF&Z&b

+«4&�¾³&?4&.738�&jh}&É&�zq&e,&ch}&É?&n

o{f?&ù C�M&.7t�Q&�«&¨9"Ãh}&É +«V&)'�&v& v&

�Èk&ù+4&H@I�M&,PR&éÅ4F}&@�!�&©�8}&É �v&

8�BC&.C&��«&*&yV"g?&Q�{}&yQk&ù+4&�8JK

Q& C&@�!�&ÂHaBC&�«&©�8}&!ö?&�&=&rh¦Z¦êb Z

W&�]V&�RÂ&HñÍ&,��&ç}&�íQ7Ç&<eññW&K¨�&&&¥

§k&ù+4&.J�PQ& C&Ä!aBC&i�&@�!�&ÖÓ.q&r¦Zäu¥

h Qm&�8&C�Ft� �8JK H@I�&�BC&@�!V&Íé�&Z& v& v&

ÖQq&r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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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íuBC&�8&C�Ft�V&@�!�& �&&ä b

)C&ÇsÇq ,�&_&ññV&K¨&�P&_&�%?&§Q&{}&K�Q&v&

iÏ&H@I�Q& �)C&ÇsÇ}&É?&�&=&rh¥ Z&

�8�& W&QÂV&�] ,��&*&QÂQ7Ç&qTUM&Uù&(}&&& u v&

�í?&ÁÂ´&=&r}ß&Q&ù+4&�8&C�Ft��&i�&!ö?&|

?&=&rq H@I��& �)4&)'{q&r8�& C& W&�]2&v& ä ¦Zbã) b ¥

W&�]Öh&i�&@�!�&�8q&r� qTUM&,��&r?&K¨&Qv&

04&r�&H@I�?&@�{¬&K?jh}&É?&�&=&rhZ

,-./,01�&!3Ã&Qm&.738&9:¥Z&

à�,&��4&Hj& Í'LMb§& ���&

Â)#UV& Í'&LM�b§Z& ���&

Ò& Â)#U4FV&��8Ò&�V&@�!&Í'LM ,-./&Qm¥äZ& � §

구분 주택가격 대중교통 편의시설 접근성 녹지환경
단지 

편의시설

단지 
안전서비
스

중요도 .283 .126 .091 .077 .110 .112 .201

ÆÔR&8=�Ù1§&»&¦Zbää

hà�&,-./,01& �#�&�R<p�&"/pH?&ù�&�í{Ó&&& u

.7389:�W?&��&à�,&HÂBC&Í'{fhZ

LP�V&Â)#U&��8Ò&�V&@�!&Í'&LM�&ÖÅ .J�P&&& v&

C�Ft�& H@I�& yV"g& �8JK&¦Z¥bäv& ¦Z¥¦bv& ¦Zb¥Ýv& ¦Zbb¥v& ¦Zbbv&

yV"g& ,PR& �BC&@�!�&Í'pHh ��LM}&¦Z¦)bv& ¦Z¦êê&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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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ÔR&8=�& C&Ç2&Ä&LMV&ÆÔR�&¥²Q&pHh¦Zbäê Z

,-./,01&"/&Q�V&LM�M&tI·ÖD?&ù .J�PM&&& v&

�8&ý&C�Ft��&Â)>?&M8{q&rB¹&.J�PV&@�!V&

K¨& BC&Q�& 4F&^¬&²�j&='V&;<�&�&=&rh¦Z¥bä ¦Z¥¥ä Z&

h"&¶· k>&,-./,01&"/Q�4!&.7384F&KSaW&v&

éÅ�&@�{f8� ,-./,01V&"/BC&¸&k&7z�&×Ø¬&v&

Q0{q&�P&_&�%?&´&=&r}&JKQ&�Rpk&ù+4&/�Q&Â

HaBC&§&8wQÇ&&�&¸,�'�&¸&i�&?BC&Q.´&9J8�&

§Ï8¬&p�&.J�P4&Hj&@�!�&Â�j&É?&�&=&rh HjZ&

ºc4F&.7}&Ï+¾8&7.{Ó&K�jh}&n®Öh&,c&%}&&

�4&Hj&¸,C&Ö}&K�Q&ik&ù+4&Q¤j&LM�Q&Ç�}&À

?&�&=&rhZ

H@I�V&K¨&�)V&;0�&çH8�& 4F& BC&ì�Å&&& ¦Zbu) ¦Zb¥Ý

!ö?&�&=&rh ,-./,01V&"/BC&H@I�V&V>!�&6Z&

Ï�&H@I�V&@�!�&k>Öh&6Ï«&ÀBC&ÁÂ?&{f8�&�

)&,�4}&;0Q&çq&@�!&='�&sw&ýÆ±h}&LM�&ÖD?&

ù ,-./,01�&"/p�!&(�m�&H@I�4&V>!}&°s{v&

8�&Ï+¾8}&,-./,01V&C�R&_&Q0V&yzU4&H·&Â

Ã{¬&IÏmQ8&:jh}&É?&ÁÂ´&=&rhZ

·®&à�,4&Hj& LM&Í'�&,-./,01& �#�&"/p&& ���& u

H?&ù�&�í{ÓF&g+?&�({fk&ù+4 (�mQ&,-./,v&

01�&+,&KÉ·Ö8&:{fq k84&H·&ÂÃ{¬&Q·{8&:j&v&

K¨!&ÖC{Ó&Ï+¾8&,-./,014&Hj&ÂÃj&aàQ&çhq&

7&=&rq ù+4&.7389:�W4F&H@I�&@�!�&sw&°sv&

{f8� ,-./,01�&ÂÃ{¬&H@I�?&H�´&=�QÐq&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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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hZ

{)#UV& Í'&LM�¥§Z& ���&

Ò& .J�P&�W4FV&{)#U&��8Ò&�V&@�!&Í'LM¥uZ&

,-./&Qm� §

현재 주택가격 미래 주택가격
중요도 .328 .672

ÆÔR&8=�Ù1§&»&¦Z¦¦¦

Ò& H@I�&�W4FV&{)#U&��8Ò&�V&@�!&Í'LM¥ãZ&

,-./&Qm� §

버스 지하철 기차역
중요도 .296 .498 .206

ÆÔR&8=�Ù1§&»&¦Z¦ã¥

Ò& yV"g&�W4FV&{)#U&��8Ò&�V&@�!&Í'LM¥ÝZ&

,-./&Qm� §

카페 병원 편의점
중요도 .256 .467 .277

ÆÔR&8=�Ù1§&»&¦Z¦Ý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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Ò& ,PR&�W4FV&{)#U&��8Ò&�V&@�!&Í'LM ,¥êZ& �

-./&Qm§

직장거리 상권거리 학교거리
중요도 .417 .228 .354

ÆÔR&8=�Ù1§&»&¦Z¦ê¦

Ò& �8JK&�W4FV&{)#U&��8Ò&�V&@�!&Í'LM¥bZ&

,-./&Qm� §

공원 오픈스페이스 자연녹지
중요도 .485 .233 .282

ÆÔR&8=�Ù1§&»&¦Z¦Ý¦

Ò& �8yV"g&�W4FV&{)#U&��8Ò&�V&@�!&Í'L¥)Z&

M ,-./&Qm� §

헬스장 독서실 회의실
중요도 .527 .295 .178

ÆÔR&8=�Ù1§&»&¦Z¦ub

Ò& �8C�Ft�&�W4FV&{)#U&��8Ò&�V&@�!&Í'ä¦Z&

LM ,-./&Qm� §

CCTV 경비원 화재예방
중요도 .423 .286 .291

ÆÔR&8=�Ù1§&»&¦Z¦Ýã

hà&,-.P,01& �#�&�R<&pH?&ù�&�í{Ó&Â)#U&&& u

ý4F&{)#U&��8Ò&�V&@ÉC�&Í'{f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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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 .J�P& �W4F& ©ª& .J�P�& &�& .J�P�&&& ¦Zä¥bv&

C&Í'pHh k>&,-./,01&"/&Q�V&K¨&©ª&.J¦ZÝê¥ Z&

�P�& &�& .J�P�& C&Çs�}ß ,-./,01�&¦ZäêÝv& ¦ZÝ¥u v&

�R<pHhq&�íÊ?&Ë2&=&1Q�&ÖQ8&ËDh X&,-./,Z&

01�&�R<pH?&ù2&"/pk&Q�QÇ&.738�W4F&&�&.

J&�P&Â�?&K?{f?&ù ¸,�'�&iq '�aBC&QNQ&pv& v&

}&éÅ?&¸&K?{}&K�Q&ã{k&ù+4&à�,m�&&�&.J�P&

�s�&¸&@�{¬&K?jh}&É?&�&=&rhZ

H@I�&�W4F}&8{�& ��& k1w& �BC&&& ¦Zu)bv& ¦Z¥)Ýv& ¦Z¥¦Ý&

Çs�h k>&.7389í&{)&�s4F}&8{�& ��&Z& ¦Zãê)v& ¦Zä¥Ýv&

k1w& C&Í'pHh 8{�V&@�!�&°s{fq&k1w4&H¦Z)ã Z&

j&@�!�&ÂHaBC&^¬&²�{fh}&É?&ÖÏ&k1w4&Q�4&

Hj&@�!&WEQ&iÏ�&À?&�&=&rh k>&k1�&Q�{k&)Z&

·F}&k1w4&H@I�QÇ&,01 !Ö&*BC&Q0?&·q&{}&v&

¹yUQ&r8� ,-./,01�&�R<&p¬&pÅ&k1w¾8&×Øv&

¬&Q0´&=&rq Q0&@&hij&�0?&´&=&r¬&Ãh X k1wv& Z& v&

V&@�!�&Â�j&É�&,-./,01V&Q�?&�·&k1w¾8&,

PRQ&iÏWk&ù+Qh %j&��V&K¨&@�!�&°s{f}ßZ& v&

Q&w"&,-./,01�&�o{¬&Q�jhÅ&,�&.1&_&hij&�

0?&´&=&rh}&É?&�·&��4&Hj&V>!�&6Ï�h}&É?&�&

=&rhZ

yV"g�&�L& yVÉ& ��& �BC&ÇsÇ}ß&&& ¦ZuÝêv& ¦Z¥êêv& ¦Z¥ãÝ&

k>&.7389:&�WM&=&1Q�&ÖQ8&ËDh yV"gV&K¨Z& v&

HñÍ&.7&)'Â&�¾³&?4&)'{k&ù+4 Q0=�4&r�&,v&

-./,01V&O�Q&a� .738�W&Â&,-./,01V&�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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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ËDhZ

,PRV&{)�WV&K¨&@�!&�)4F&;<}&ÇsÇ8&ËD8�&&&

%I7zV&K¨&k>& 4F& C&²�{fh %I7z}&�%?&¦Zä ¦Zäãu Z&

{}&H%KmQ&.C&<K?&,}&�WWß ,-./,01�&�R<v&

ÃhÅ&%IC&�%{}ß&r� %KmQ&Q�&�o{¬&Q�{}&=�v&

BC&÷Hè&=&rB¹ H@I�4&Hj&V>!�&6Ï«&ÀBC&ÁÂv&

ÃhZ

�8JK �8&ý&yV"g �8&ý&C�Ft�&�WV&{)#UV&&& v& v&

@�!V&K¨ k>&.7389:V&{)#UM&=&1Q�&ÖQ8&ËDv&

h n&#U&!Ê&k>&.738Ã&��4F&7z&Â&1Q�&Ç8&ËZ&ä

q ,-./,01�&�R<&Ãhq&{Ó!&O�?&�Ì&=&r}&ñÍv&

Q&ak&ù+4 ;<�&a�&ÀBC&ÖWhv& Z

F&Â)#UM&Â)#U&ýV&{)#UV&@�!�&,-./,01&&

�&�R<pk&Q�M&Qm�&FC&tI{Ó&ÖD?&ù KSRW&�Rv&

�&²�{fq ,PR&éÅ4&Q04&r�F}&,-./,01�&Q&ñv&

Í?&·L´&=&rk&ù+4&@�!V&1Q�&rHh {8�&�)&,�Z&

�&^¬&;<j&!ö�&çHk&ù+4 Ï+¾8&,-./,014&r�&v&

(�mQ&^¬&CA{q&Q�{k4}&j#�&r�&ÖW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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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Í'LM¥§& ���&

Ò& ��&à�,4&Hj& ¡¢&Í'LM ,-./&QmäbZ& ���& � §

상위요인 하위요인 중요도 순위

주택가격 현재 주택가격 .093 2
미래 주택가격 .190 1

대중교통
버스 .037 10
지하철 .063 4
기차역 .026 15

편의시설
카페 .023 18
병원 .043 9
편의점 .025 17

접근성
직장거리 .032 12
상권거리 .018 20
학교거리 .027 14

녹지환경
공원 .053 8

오픈스페이스 .026 16
자연녹지 .031 13

단지편의시설
헬스장 .059 5
독서실 .033 11
회의실 .020 19

단지안전서비스
CCTV .085 3
경비원 .058 7
화재예방 .059 6

,-./,01�& �#¾8&�R<pH?&K¨�&�í{Ó&��&à�&& u

,4&Hj& {)#U?&¡¢BC&Í'{Ó&ÖD?&ù &�&.J����& v&

P& ©ª&.J�P& 8{�& ��«&¦Zb)v& ¦Z¦)äv&ÙÙ2�&¦Z¦bãv& ¦Z¦Ýäv& ¦Z¦ã)&

�BC&Çs�hZ

@P!&�)&;04&r�&;<j&ñÍ�&^¬&ç8�&.J�P&{)#&&

U& n&�s&@�!&='�&^¬&²�{fB¹ 8{�&@�!�&°s{¥ v&

fh ,-./,01�&�R<pH?&K¨ Q07z�&²�{q&Q0Z& v&

"�Q&°±pk&ù+4&.738&Â&9J´&=&r}&«s&_&7z�&²

�{k&ù+4 ,<V&KSa&�R?&qÆ{Ó&"ºmQ&hij&.79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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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wQ&²�jh 5ÐF&.J�P&{)�sV&@�!�&Â�j&É?&Z&

�&=&rh %j&8{�V&K¨&w"&,-./,01�&Q�{¬&pÅ&Z&

�&V>!!&6Ï8k&ù+4&@�!�&°sj&É?&�&=&rh {8�&Z&

@�!&='�&²�&_&°s�&{f8� �)&,��&=&;0Q&çHk&v&

ù+4 ,-./,01�&.7389J4&r�&"ºm4¬&.}&O��&v&

ah ©ª&,-./,01V&k8Q&ÂÃ{8&Ëq KÉ?&·Ö8&:Z& v&

{fk&ù+4 "ºmV&3«4F&,-./,01V&C�R4&H·&Vv&

AQ&Ó8�&rh Q�&�· ,-./,01}&.7389í4&r�&Z& v&

��&í!V&O�?&�'8� k>&.79J4&r�&=&;<�&��kv&

hq&7&=&çhZ

\TA& Í'LMä§& ���&

Ò& \TA& Â)�W&Í'LM ,-./&Qmä¥Z& ���& � §

상위요인
대20

순위
대30

순위
대40

순위
대50

순위
대60

순위중요
도

중요
도

중요
도

중요
도

중요
도

주택가격 .299 1 .282 1 .364 1 .276 1 .194 2
대중교통 .149 3 .097 6 .119 3 .120 3 .144 3
편의시설 .083 6 .100 5 .078 6 .102 6 .092 6
접근성 .066 7 .117 4 .061 7 .073 7 .067 7
녹지환경 .086 5 .161 2 .098 5 .108 5 .097 5
단지편의
시설

.114 4 .088 7 .118 4 .112 4 .127 4

단지안전
서비스

.202 2 .155 3 .161 2 .209 2 .278 1

\PAC&,-./,01&"/&�M&QmV&.7389:&@�!�&t&&

I·ÖDh F&tIj&LM2&tÂ{¬&=&�)V&;0�&çH8�Z& v&

Â)#U4F&.J�PQ&HñÍV&\TH4F& �)�&18{f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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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Â�{fh h"&¶· ,-./,01}&.738Z& v&

4&r�&9JV&w?&�v&ì&=&rk&ù+4 à�,m�&.7384F&v&

KSa&�'�&�·&.7&9JQ&r�&¸&w��&9J?&´&=&r}&^

K?&��h.HhZ

H@I�&�s4&r�&@�!&�)�&!Ê&°s{f8� ��& H&&& v& ä¦

\TV&K¨& �)& ¾8&°s{fh HV&K¨&HñÍ&,1�&Ý ¦Z¦)ê Z& ä¦

r}&K¨�&§Ï&&�4}&,-./,01C&�P´&K¨�&§q +«v&

WW&K¨�&Hh=Qk&ù+4 H@I�?&Q�{}&H<&,-./,v&

01�&�·&�P?&acaBC&Q�{Æ}&R�Q&ã{h k>&Â)�Z&

s&Í'4&r� H@I�V&@�!}&='ÂBC&°sj&4Èf8�&v& ä¦

HV&K¨ @�!&='2&�)&,��&áP{¬&°s{fh}&É?&�v&

· ,-./,01}& H�&acaBC&Q�{q&.7389í4F!&v& ä¦

=&O�?&�_h}&É?&�&=&rhZ&

�]sNA& Í'LMu§& ���&

Ò& �]sNA& Â)�W&Í'LM ,-./&QmääZ& ���& � §

상위요인
천만원 3
미만 순위

천 천3 ~6
만원 미만 순위

천6 ~1
억원 
미만

순위
억원 1
이상 순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주택가격 .164 2 .300 1 .349 1 .277 1
대중교통 .140 3 .109 5 .163 3 .137 3
편의시설 .087 6 .099 6 .076 5 .083 6
접근성 .081 7 .083 7 .064 6 .061 7
녹지환경 .118 5 .118 3 .054 7 .136 4
단지편의
시설

.122 4 .115 4 .079 4 .124 5

단지안전
서비스

.289 1 .177 2 .214 2 .18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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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R<pH?&K¨ �]sNA&.7389:�&Í&& v&

�{Ó&tI{f?&ù F&Ä&LM2&tÂj&�Q&ÇShv& Z&

��&.J�PV&@�!�& Æ )L&&�V&Ê&�´4F&@�!�&&& ä â&b

QÂV&='&�?&ÖÓ&.7389J4&r�&KSa&�WQ&^¬&Â¦Zä&

�{fh}&É?&�&=&rh �]sNV&K¨& Æ& )L&&�V&K¨&Z& ä â&b

s)&@cUBC&Í�p}ß @cUV&K¨&.7&384F&.J�P�&v&

=&KÍh?&�8¬&Ãh ,-./,01�&�R<pk&Q�4}&KSZ&

a&�WÎ�&Ï�Ð&h6&ks&�s!&K??&·q{8� ,-./,0v&

1C&W·&Q0RV&�Â Q0"�V&°±&_&ks&�0?&´&=&rhv& Z&

ù+4&/�Q&t§&FG&_&=!>&8~4F&yVRQ&iq ks&"gv&

Q&ABÅF&ÂHaBC&/�Q&§&?BC&w&�¬&9J´&=&rh}&�

ñQ&4�p�&.J�PV&@�!�&iÏWh}&À?&�&=&rhZ&

Æ& Æ�L&&�V&�´V&�QÉ�&H@I�V&@�!&�)�&&&ä â& Ý

C& �)¾8&ýÆ�&É?&.`´&-��&rh @cUV&K¨ H¦Zb¦) ã Z& v&

ñÍ&,1�&sM{Ó&�%?&{7Ç&�P?&{}&K¨�&aq H@Iv&

�?&Q�jh {8�&&�4}&,-./,01&�PQ&#ð·F&{úZ&

{q �M,01�&�·&¦¬&Q�´&=&rk&ù+4 @cUV&K¨&v& v&

,-./,01�&�·&�PM&�%4&Q�´&Â;Q&§Ï8q&��.&

.7389:4&r�&H@I�V&@�!}&°s{¬&Ãh {8�&h6&Z&

�´V&K¨&H@I�V&@�!�&sw&°s{k}&{f8�&�)&Â&;

0Q&çHk&ù+4 Ï+¾8}&,-./,01V&R8&Öh}&C�Rv&

4&¸&<K?&Î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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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Í'LMã§& ���&

Ò& �\]RA& Â)�W&Í'LM ,-./&QmäuZ& ���& � §

상위요인
인 1
가구 순위 인 가구2 순위

인 3
가구 순위

인 4
이상 순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주택가격 .310 1 .322 1 .208 2 .312 1
대중교통 .143 3 .121 4 .082 7 .160 3
편의시설 .094 5 .081 6 .085 6 .102 5
접근성 .059 7 .101 5 .093 5 .053 7
녹지환경 .085 6 .133 3 .137 4 .080 6
단지편의
시설

.108 4 .077 7 .141 3 .112 4

단지안전
서비스

.201 2 .164 2 .254 1 .182 2

�P�&�\]RA&,-./,01&�R<&Qm2&Q�?&tI{Ó&5&&

6ÖDh �\]RA&Â)�W&Í'LM&w"&.J�PM&�8&ý&C�Z&

Ft��&Â)>4&)'p�&�«&9:pHh W&�]�&Sü{q&.Z&ä

J�PV&K¨&@�!�& QÂV&='�&�8q&r� ,-./,0¦Zä& v&

1�&"/pH?&K¨ KSa&�'�&¨9aBC&K?jh}&à�,mv&

V&R�?&no´&=&rhZ

�QÉBC& W W W&QÂ&�]V&H@I�V&@�!}&!Ê&°s&& b v¥ v&u

{f8�&�)&Â&tÂj&!ö?&Öfh {8�& W&�]V&K¨&H@Z& ä

I�V&@�!}& W& �)C&�«&6�&@�!�&Öfh W&�]¦Z¦b¥ ê Z&ä

V&K¨ ññ2&,�&jf&%}&Yññ�&!"q&(}&K¨�&HñÍQv&

h QmV&.�&Q0=��&.C&,1V&K¨�&ih ,-./,01Z& Z&

�&�R<p¬&pÅ&ÅÌ�&ç}&�¾QÇ&qTUV&K¨&H@I�Öh

}&,1W&,-./,01�&Q�´&K¨�&¥¨&ik&ù+4&H@I�

4&Hj&V>!�&©��h Q0R&�Â&éÅ&ù+4&Q0�&7z&_&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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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j&ñ<Q&ì�mk&ù+4&H@I�?&�j&Q07z2&"�

?&<K?&Ï&-��&��.&a��h ,01�&.C&Q�{7Ç&,0Z&

1�&�·&Ðd´&�¾Q&%}&Y(,�&r?&K¨&.7384&r�&H

@I�V&V>!}&6Ï�h Q}& W&�]V& �)&@�!�&�8&ý&Z& ä b

C�&Ft�W&É4F!&|?&=&rh W&�]V&K¨&�8&ý&C�FZ&ä

t��& �)C&ÇsÇ}ß&Q}&�\&@&,�&%}&Y(,�&rk&ù+b

4&��.&.7&384F&C�?&�«&@�"jh}&É?&�&=&rhZ

W#Ð&]±&Qm&.7389:äZ&Ù0123&

à�,&��4&Hj& Í'LMb§& ���&

Â)#UV& Í'&LM�b§Z& ���&

Ò& Â)#U4FV&��8Ò&�V&@�!&Í'LM QmäãZ& �Ù0123& §

구분 주택가격 대중교통 편의시설 접근성 녹지환경
단지

편의시설

단지
안전서비
스

중요도 .303 .075 .098 .083 .112 .117 .211

ÆÔR&8=�Ù1§&»&¦Zb¦ä

�8�BC& W#Ð�&]±Ã&Qm&.7389:4&Hj&Â)#&& Ù0123&

U4& Hj& @�!& Í'?& 0Æj& à�,4& ªg+{Ó& Í'{fhZ&

W#Ð�&!3pH?&K¨ ,-./,01�&�R<pH?&K¨Ù0123& v&

Öh&Q07z&_&"�Q&¸&°±Ãh %j&!C4&h�}&,01&��Z&

�&Þ¯aBC&Ôz&_&1Ñ&@F�&\0{Ó&k>&,-./,01�&D

�{}&�)Öh&¸&��&�)�&no´&=&rh}&«ÉQ&r�&C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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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ÅM&I��²Q&¸&Â<Ãh}&«ÉQ&rhZ

P V&,-./,01&C�RV&²�C&W·&Â)#UV&@�!&&&Ù 123

�)}&^¬&;<{fh .J�P& �8&C�Ft�& �8&Z& ¦Zä¦äv& ¦Z¥bbv&

yV"g& �8JK& yV"g& ,PR& H@I�&¦Zbbêv& ¦Zbb¥v& ¦Z¦)bv& ¦Z¦bäv&

�BC&@�!�&Çs�h ÆÔR&8=}& BC&à�,V&Æ¦Z¦êã& Z& ¦Zb¦ä

ÔR�&M8pHhZ

Èk&.7389: ,-./,01�&�R<pH?&ù2&tI{Ó&.&& v&

J�PM&�8&ý&C�Ft��&Â)&�)4&)'j&À�&0Æ{8�&@

�!&='V&K)&.J�PQ& ¾8&^¬&²�{fh h"&¶· .¦Zä¦ä Z& v&

J�PQ&.7389:4F&�«&@�j&�WBC&Í�U!&0"4 =v&

'�&PHh}&É?&�·&h"&�WV&@�!�&°s{q&.J�P?&�

«&@�"&Ó¿h}&À?&�&=&rhZ

H@I�V&K¨&k>&.7389:2&,-./,01&"/&QmV&K&&

¨& �)4&)'{f8� W#Ð�&]±pH?&K¨�&�í{fä v&Ù0123&

?&ù}& �)C&�«&6�&@�!�&�8}&ÀBC&Í'pHh ,-.ê Z&

/,01�&�R<pH?&K¨4!&H@I�V&@�!}&sw&°s{f

8�&�);0?&ÆB¿&�.&^¬&°s{8}&ËDh {8�& �&Z& Ù0123

a�pH?&K¨ C&='�&^¬&°sUM&0"4&Â)#U&��v&¦Z¦êã

4F&�«&6�& �)C&Í'pHh}&É?&56ÖÏq&jh h"&¶ê Z&

· à�,m�&,-./,01V&C�&+S4&H·&Ï+¾8&VAV&Óv&

8�&r�&,-./,01�&�R<p�!&H@I�4&Hj&V>!�&i

D8� W#Ð&]±?&�·&,-./,01V&C�R&+S�&÷v&Ù0123&

Öp¬&ÃhÅ&,-./,01�&k>Öh&¸&�o{¬&Q�{q&��.&

H@I�?&H�´&=&rhq&Í'ÃhZ

Ï+¾8&ÂÃj& �#V&,-./,01�&nop�&+,&sÄ&"º�&&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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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q W#Ð&%j&]±Q&p8&Ë�&Â½4F&gfM&�!BC&v&Ù0123&

.7389:�W4&Hj&�(�&"/{fh {8�&,-./,01�&Z&

�R<&pH?&K¨&H@I�&@�!}&sw&°s W#Ð�&]±v&Ù0123&

pH?&ù}&@�!&�)�& �)¾8&ýÆ�&LM�&ÖD?&ù "ºmê v&

�&.7389J4&r�&Q0V&7z Q0&"� yzU&*?&@�{¬&v& v&

K?{8�&Q0=�4&r�&C�R?&@�{¬&K?jhq&Í'ÃhZ&

X ,-./,01}&hij&k8&_&yV�&��h&.8�&Ï+¾8&v&

,-./,01&,�V&C�R?&a8&:{q V&W#Ð&]±Q&v& Ù0123

,-./,01V&C�&+S�&xMaBC&·L´&=&rhZ

{)#UV& Í'&LM�¥§Z& ���&

Ò& .J�P&�W4FV&{)#U&��8Ò&�V&@�!&Í'LMäÝZ&

Qm�Ù0123& §

현재 주택가격 미래 주택가격
중요도 .352 .648

ÆÔR&8=�Ù1§&»&¦Z¦¦¦

Ò& H@I�&�W4FV&{)#U&��8Ò&�V&@�!&Í'LMäêZ&

Qm�Ù0123& §

버스 지하철 기차역
중요도 .294 .489 .217

ÆÔR&8=�Ù1§&»&¦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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Ò& yV"g&�W4FV&{)#U&��8Ò&�V&@�!&Í'LMäbZ&

Qm�Ù0123& §

카페 병원 편의점
중요도 .248 .480 .272

ÆÔR&8=�Ù1§&»&¦Z¦Ý¦

Ò& ,PR& �W4FV& {)#U&��8Ò& �V& @�!& Í'LMä)Z&

Qm�Ù0123& §

직장거리 상권거리 학교거리
중요도 .420 .244 .336

ÆÔR&8=�Ù1§&»&¦Z¦êä

Ò& �8JK&�W4FV&{)#U&��8Ò&�V&@�!&Í'LMu¦Z&

Qm�Ù0123& §

공원 오픈스페이스 자연녹지
중요도 .489 .239 .272

ÆÔR&8=�Ù1§&»&¦Z¦ê¦

Ò& �8yV"g&�W4FV&{)#U&��8Ò&�V&@�!&Í'LubZ&

M Qm�Ù0123& §

헬스장 독서실 회의실
중요도 .517 .296 .187

ÆÔR&8=�Ù1§&»&¦Z¦Ý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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Ò& �8C�Ft�&�W4FV&{)#U&��8Ò&�V&@�!&Í'u¥Z&

LM Qm�Ù0123& §

CCTV 경비원 화재예방
중요도 .415 .276 .309

ÆÔR&8=�Ù1§&»&¦Z¦ãÝ

hà�& W#Ð�&]±pHh}&�í&{4&Â)#U?&ÈÍ<{&& Ù0123&

Ó&{)#U&ý4F&@�!�&��{fhZ

kl&.J�P4F}&&�&.J�P& ©ª&.J�P& �F&& ¦ZÝubv& ¦Zäã¥&

C&Çs�h .7389í4&r�&&�&.J�P�&¸,�'�&iqZ& v&

�m&"È&;<4&5Ð&.JV&�PV&;0Q&§k&ù+4&à�,m�&

,-./,01 W#Ð2&ÂÔçQ&&�&.J�P?&!Ê&.73v&Ù0123&

89í�s4F&�«&@�{¬&Ó¿h}&É?&�&=&rhZ&

H@I�&�s4F}&8{�& ��& k1w& �BC&&& ¦Zu)bv& ¦Z¥)uv& ¦Z¥bê&

Í'pHh �QÉBC&Èk&.7389í�s4F&k1wV&K¨&¥¨&Z&

6�&@�!&='�&�Wh {8�&,-./,01V&�R<ñò&Z& Ù0123&

W#Ð&]±¾8&k1wV&@�}&#ð·F&ûÐ�&É?&�&=&rh kZ&

>4}&k1w¾8&Q0{k4&7z°Q&rq Q�{}ß&¹yUQ&rv&

H8�&,-./,012&C�R¾8&¸·�&JKQ&�RQ&ÃhÅ&k1

�&Q�{}ß&=&¹yUQ&çhq&K?{}&K�Q&ã·«&ÀBC&no

´&=&rh ��V&38V&K¨ @�!�&#ð·F&{ú{q&r}ßZ& v& v&

,-./,01�&�·&Q0=�Q&H@I�?&H�{¬&ÃhÅ&��V&

38�&�«&kl&Ñmzq !"&I�&%j&;<´&ÀBC&ÁÂÃhv& Z

�&ü4&yV"g ,PR �8JK �8&ý&yV"g �8&ý&C�&& v& v& v& v&

Ft�V&K¨ ,-./,01�&"/pH?&ù2&=&1Q�&ÖQ8&Ë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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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sV&K¨ ,-./,01�&"/pH?&ù2& W#Z& v& Ù0123&

Ð�&]±pH?&ù2&tI{Ó&�°&Â&=&;<�&��k&�Æ³&�s

Qk!&{k&ù+4&Q¤j&LM�&ÇShq&7&=&rhZ

{)#U4F&�«&<K+F&7&�s}&H@I�Qq Â)#U4F&&& v&

H@I�&�s�&�«&{új&ÉM&{)#U4F&��V&38�&6Ï8

q&k1wV&38�&#ð·F&²�jh}&É?&�·F&!"&ýV&I�&

=�M&=!>V&I�&=�4&Hj&WEV&;<�&��&ÀBC&ÁÂÃ

hZ

��& ¢Q&Í'LM¥§& ���&

Ò& ��&à�,4&Hj& ¡¢&Í'LM QmuäZ& ���& �Ù0123& §

상위요인 하위요인 중요도 순위

주택가격 현재 주택가격 .107 2
미래 주택가격 .196 1

대중교통
버스 .022 17
지하철 .037 9
기차역 .016 20

편의시설
카페 .024 16
병원 .047 8
편의점 .027 14

접근성
직장거리 .035 10
상권거리 .020 19
학교거리 .028 13

녹지환경
공원 .055 7

오픈스페이스 .027 15
자연녹지 .031 12

단지편의시설
헬스장 .061 5
독서실 .035 11
회의실 .022 18

단지안전서비스
CCTV .088 3
경비원 .058 6
화재예방 .06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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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ò4}& W#Ð�&]±pH?&ù}&�í{Ó&��&à�,4&&& Ù0123&

Hj& {)#U?&¡¢BC&Í'{Ó&ÖDh �&LMC&&�&.J���& Z&

�P& ©ª&.J�P& <ªÁ~& ��«&¦Zb)Ýv& ¦Zb¦êv&ÙÙ2�&¦Z¦bbv& ¦Z¦Ýãv&

�BC&Çs�h¦Z¦Ýb& Z

@�!&�)&;04&r�&;<j&ñÍ�&8{�Q&Â)& �)4F&×&& ã

8q&<ªÁ~Q&�)>4&mHh ,-./,01�&"/pH?&K¨&Z&

8{��& BC& �)4& )'{f8�& �& a�pH?& ù}&¦Z¦Ýä u Ù0123

C&@�!�& �)C&Òz¬&pHh 8{�&@�!&='&;<&_&¦Z¦äê ) Z&

�)&;<�&�· �&]±pH?&ù .7389:�W4F&,-v&Ù0123 v&

./,01}&H@I�V&=�?&H�´&=&r}&=�Q&è&ÀBC&"º

mV&@�!&='�&�·&no´&=&rh k>4}&,-./,01& �Z& u

#¾8&�R<&p�!&8{�4&Hj&V>Q&iD8� ,-./,01v&

4&Hj&C�RV&VAQ&rk&ù+4&9N&Q�&H�SC&9J{k&�

ÆÓhZ&

2&Uù&,-./,01V&Q�Q&�o{¬&ÃhÅ Q0"�&°&&Ù0123 v&

s Q0´&=&r}&7z�&²�{k&ù+4&=!>&"ºm�&.738v&

9í4&r�&I�aW&ñÍ?&Sü{q&,<Q&9:{}&h6&�W?&4

�{Ó&9J´&=&r}&wQ&��8¬&Ãh !A&8wÖh&=!>&üE&Z&

8wV&K¨ /�Q&ÂHaBC&ªq �8JK �aR&*?&â�&=&v& v& v&

rh}&«É?&�8¬&pq hij&yV&Ft�&%j&,-./,01�&v&

�·&!ABC&8Ï2&â�&=&rh}&«ÉQ&rh 5ÐF& V&*Z& Ù0123

«�&���&.738V&;<&Î�&Ï�Ð&!A&ýV&I�V&;<�&�

8q&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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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Í'LMä§& ���&

Ò& \TA& Â)�W&Í'LM QmuuZ& ���& �Ù0123& §

상위요인
대20

순위
대30

순위
대40

순위
대50

순위
대60

순위중요
도

중요
도

중요
도

중요
도

중요
도

주택가격 .273 1 .277 1 .405 1 .274 1 .288 1
대중교통 .077 6 .105 6 .072 6 .077 7 .043 7
편의시설 .085 5 .152 3 .064 7 .082 6 .109 4
접근성 .067 7 .110 5 .077 5 .084 5 .076 6
녹지환경 .099 4 .155 2 .100 4 .114 4 .093 5
단지편의
시설

.127 3 .080 7 .100 3 .145 3 .134 3

단지안전
서비스

.271 2 .121 4 .181 2 .225 2 .258 2

\TAC& �&]RpH?&ù�&56ÖD?&ù H@I�V&1Q�&&& Ù0123 v&

�«&Êè¤8¬&Çs�h k>&,-./,01�&�R<pH?&ù}&Z&

H�&Sü{q&Çå8&\TU4F}&!Ê& �)�&18´&í!C&.7ä¦ ä

389J4&r�&@�{¬&K?{fh {8�& �&a�pH?&ù�&Z& Ù0123

�í{q&56ÖD?&ù !Å&\TU4F&H@I�V&OwQ& �)�&v& Ýâê

18´&í!C&.738&9J4&r�&H@I�?&@�{¬&K?{}&K

�Q&6¬&Çs�hZ

k>& HV&K¨4}&F&Í'{f¿Q&,1&t@Q&iq +«W&&& ä¦ v&

t@Q&iDk&ù+4&,-./,01�&�·&�P?&acaBC&Q�{

Æ}&R�Q&.7389J4&r�&.�&�sC&a�{Ó&{)&�)4&r

Hh {8�& �&a�pH?&K¨ HñÍV&1Ñ�&,-./,0Z& Ù0123 v&

1C&���&rq C�R&éÅ4F&«É?&rk&ù+4&!Å&\TU&(v&

�mQ&H@I�&H<4&,-./,01�&(�UBCF&.7389J4&

r�&H@I�4&Hj&V>!}&°sj&ÀBC&�&=&r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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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 Í'LMu§& ���&

Ò& �]sNA& Â)�W&Í'LM QmuãZ& ���& �Ù0123& §

상위요인
천만원 3
미만 순위

천 천3 ~6
만원 미만 순위

천6 ~1
억원 
미만

순위
억원 1
이상 순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주택가격 .282 2 .317 1 .329 1 .235 2
대중교통 .067 7 .070 7 .095 4 .081 6
편의시설 .080 5 .106 5 .087 5 .103 5
접근성 .078 6 .095 6 .058 7 .063 7
녹지환경 .093 4 .122 3 .081 6 .131 4
단지편의
시설

.117 3 .114 4 .110 3 .143 3

단지안전
서비스

.282 1 .176 2 .239 2 .245 1

hà�&�]sNA?&ÈÍ<{Ó& �&a�Ã&Qm&.7389:&&& Ù0123

�W?&Í'{fh �]sNA&@�!&�)&w"&H@I�Q&{)>BZ&

C&ýÆ�&À&ü4&h6&�QÉQ&ÖQ8&ËDh ��&H@I�V&@�Z&

!}& ?& QÂV& ÂHaBC&i�& @�!& ='�& ÖQq& rH8�&¦Zb

�&a�Ã&Qm4}&!Ê& Q{V&@�!&='�&ÖQq&r�Ù0123 ¦Zb& v&

BC&.J389í4F&H@I�V&@�!}&ÂHaBC&°s´&ÀB

C&ÁÂQ&ÃhZ

H@I�4F&�«&{úV&wQ&i�&�´�& Æ�L&&�V&�]C&&& ä

4F& ¾8&°sj&ÀBC&Í'pHh �]&sNQ& Æ�L&&¦Zbu ¦Z¦Ýê Z& ä

�V&�]V&K¨&HñÍ&,1�&sM{k&�Æ³&JKQk&ù+4&Hñ

Í&.C&H@I�?&Q�{}&K¨�&§h {8�&,-./,01&ñ÷&Z&

�P&{ú&_&Ôòz&"«Q&²�{ÅF&Ôòz&�P!&8ðaBC&{ú

{k&ù+4&&�&,-./,01}&�&�PQ&©�«&�8RQ&ik&ù

+4&lsNUV&K¨4!&,-./,01�&Q�´&JKQ&�R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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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ih 5ÐF lsNUV&K¨!&,-./,01�&�Í�&â�&Z& v&

=&rB¹&Q4&5Ð&H@I�?&Q�{}&Õ=!&ìq .7384F!&v&

H@I�Öh&h6&�s�&<K,}&K�Q&i?&ÀBC&ÁÂ&ÃhZ

�\]RA& Í'LMã§& ���&

Ò& �]sNA& Â)�W&Í'LM QmuÝZ& ���& �Ù0123& §

상위요인
인 1
가구 순위 인 가구2 순위

인 3
가구 순위

인 4
이상 순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주택가격 .384 1 .344 1 .266 1 .285 1
대중교통 .047 7 .199 4 .054 7 .070 7
편의시설 .071 5 .102 5 .117 4 .089 5
접근성 .056 6 .095 6 .097 6 .071 6
녹지환경 .071 4 .150 2 .107 5 .103 4
단지편의
시설

.109 3 .054 7 .141 3 .142 3

단지안전
서비스

.262 2 .137 3 .218 2 .240 2

�8�&�\]RA& �&]RÃ&Qm2&Q�?&tI{Ó&56ÖD&& Ù0123

h �\]RA&Â)�W&Í'LM&w"&H@I�&@�!�&HñÍ& �Z& ê

)C&{új&À&ü4&h6&�W4F}&=&;0Q&çHhZ

��& W&QÂ&�]�&Sü{q !Ê&.J�P&�WV&@�!�&^¬&&& u v&

Â�{fh W&�]4F}&.J�P&@�!�& V&=&='�&ÖÆ&Z&b ¦Zäbu

í!C&.J�P4&Hj&.7389:�&i¬&éípHh W�]V&KZ&b

¨ e,&�XaW&K�?&{k&ù+4&.738�&9JU4&r�&KSv&

a&ÓñQ&�«&@�{h k>&.7389J4F&.J�P&@�!�&iZ&

¬&ÇS8�&C�&Ft�2&H@I�&*?&K?Ê�qUBC&@�!�&

ÍcpHHh {8�& W#Ð&]±Q&p�&,-./,01V&C�Z& Ù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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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²Ã&QmC}& W&�]V&K¨&.738�&9J´&ù .J�Pb v&

?&.&`aBC&9J´&=&r}&wQ&��8¬&ÃhZ

h"&¶· V&W#Ð}&���&,-./,01V&k8?&¸&²&& v&Ù0123

�"9q&C�R&�Â4&�'8&Ëq k>&"ºmQ&K?{}&,-./v&

,01V&382&K??&;<"{h ÇÏ�&k>4&rx&Q0=�?&HZ&

�{Ó&Q0¼½&%j&�Ð«&=&rBGC&!"&I�V&;< .7&38v&

V&;< K�&¼½V&;<&*&YC³&;<�&�8q&û&ÀQhv& Z

¢QÍ'uZ&

�!& �#A&Â)#U& Í'&LM&tI ÆBWb¥Z&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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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¾8&=!>&7.,{}&�]�&HÂBC& Í'?&�·&k>&&& ���&

"ºmQ&K?{}&.7389:�s ,-./,01& �#�&�R<&v& u

pH?&ùV&.738&�zq&,-./,012& W#Ð�&]±pÙ0123&

H?&ù�&�í{Ó& �8C&]Í{Ó&.738&9:�W?&Í'{fhä Z

,-./,012& W#Ð}&I�M&+,aBC&\ÔÃ&ÍqQ&& Ù0123&

k&ù+4&.7389:�WV&;<�&Í'{ÅF&Â)#U4F&H@I

�&�s�&@ÉaBC&ÖDq {)�s4F}&�� 8{� k1wV&v& v& v&

@�!&='&;<�&@ÉaBC&56ÖDh )4&r}&�!4F!&56Z&

7&=&r¿Q&Èk&.7389:&�W4F&H@I��&@�!& C&¦Zbu) ä

�)4&·®{Ó&.738&9J4F&r�&@�j&)'4&rHh Qm&Z&

,-./,01�& �#¾8&�R<pHh}&�í&{4&¢�&à�,4¬&u

0Æj&g+?&�/{f?&ù&@�!�& ¾8&°s{}&�Q&ÇS¦Zb¥Ý

h {8�&@�!&='aBC&°s{f8� ��&�)&Â4F&H@IZ& v&

�V&�)}& �)C&�)4F&;<}&ÖQ8&ËDh Æñ&@�!&='ä Z&

}&.J�PBC&ë��&.J�PV&@�!}&^¬&Â�j&ÉQ&Ã4&�

8�&,-./,01�&�R<p�!&Ï+¾8&=!>&7.,&3«4F

}&H@I�4&Hj&V>!�&.7384&r�&ihq&7&=&rh Ï+Z&

¾8&,-./,01�&ÂÃ{¬&nop8&Ë�&Â;Qq ¤ÖÐ�&.v&

±BC&H$&,01&�(mQ&�k,012&,-./,01&no4&¸,

�&{q&r8�&Ï+¾8&C�R&+S�&�Ïrh %j&,-./,01Z&

4&Ô·&Ï+¾8!&"ºm�&�&k8?&a8&:{q k8?&ÂÃ{¬&v&

hÄ&,<Q&ç}&!ö?&ÖQq&rh Q4&5Ð ,-./,01�&Z& v& u

�#¾8&�R<&pHhq&�í?&{Ó! .7389:4&=&;<�&ì&v&

í!C&O�?&.8&:{q Ó��&H@I�?&.C&Q�´&(�m�&v&

#ð&H@I�?&Q�´&ÀBC&ÖWh %j&·®&g+�(4&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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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Hj&"�&_&�É&çQ&�!M&gf?&�·&,-./,

01& �#4&H·&gf?&{Ó&g+?&�/{fk&ù+4 ,-./,u v&

01V&C�R&_&Q0V&yVR?&à�,4&L�{¬&��Q&p8&ËÏ&

·®&LM�&Çû&=!&rh {8�& �&a�pH?&K¨&H@I�Z& Ù0123

4F&@�!�&=&;<�&Çs�k&ù+4&��&í!V&C�R&¥²&+

S�&·Lp8&ËÏ&Q¤j&LM�&Çk&ÀBC&7&=&rhZ

W#Ð�&]±pHhq&�í&m&0Æj&à�,4&.7389:&&Ù0123&

4&H·&0Æj&g+?&�/{fh F&Í'j&,-./,01�&�RZ&

<pH?&K¨2&0Æ{¬&.J�P&�sV&@�!}& ¾8&^¬&²¦Zä¦ä

�{fh �«&=&;<C}&k>&.7389:2&,-./,01�&�Z&

R<&pH?&ù& �)4&)'j&H@I�&�sV&@�!}& C& �ä ¦Z¦êã ê

)C&Hw&{ú{fh ·®&LM4&5Ð&"ºm�& W#Ð�&]±Z& Ù0123&

pH?&ù}&,-./,01�&.C&Q�´&ÀQq H@I�4&Hj&Vv&

>!}&ì�m&ÀQh X .7384&r�&H@I�V&,PRM&Q0Z& v&

"�&_&Q0"�4&Hj&ñ<�&ì�m�&H@I�&H<&h6&9:&�

s�&�·&.7�&9J´&=&r}&wQ&²�jh �&a�pH?&Z&Ù0123

ù ÆB&,-./,01�&³/{f?&ù2V&1QÉ�&!C4&h�}&v&

,01�&��aBC&�S&_&"�ºaBC&�S´&=&r}&>jQ&K¿

h �QaW&�S&_&Ôz�&´&=&rk&ù+4&ÆBaBC&,-./,Z&

01�&D�{}&C�7z&_&C�(q&)É4&H·&¸&¦¬&no{q&

°8´&=&rh}&«ÉQ&rh %j&1Ñ&Q0&�&�PQ&./&sÏ8Z&

k&ù+4&¸&§�&1ÑQ&!C4&M3è&=&rq&�&�.&!CÂ;!&

AÏ�F&I�&ef&*V&+S}&ì�Åh ,-./,01�&��aBZ&

C&Ôz´&=&r}&�Q&ÝVWQ&]±pÅF&"ºmV&3«4F&,-.

/,01V&C�R�&^¬&²�{q hij&k8m?&y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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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KQ&]±Ãh Q4&5Ð k>4&Q0V&.�&=�W&H@Z& v&

I�?&.C&(�´&QM�&a�Wh C�RQ&·LÃ&�. =!>4&Z& v&

38j&"ºm�&ÂHaBC&/�Q&§&=!>&üE&8wBC&.7�&9

J´&=&rq ¸&§&�P4&hij&yV"g �aR Ft��&â�&=&v& v& v&

rh}&«ÉQ&rh %j&!A&8w¾8&,-./,01�&�·&×Ø¬&Z&

Q0´&=&rk&ù+4&/�Q&i�&=!>&@A84&KSa&Â;?&{

z{ÅF¾8&38´&-��&çhZ

¢QaBC&,-./,01V&kl&o� W#Ð&]±�&���&&& v&Ù0123&

klV&o� Q0"�&°±&_&Q0&7z&²�&*&hij&kla&«Év&

?&ë�F&k>V&.7389:�&;<"×h Q}&=!>&@A4F&KZ&

�{}&"ºmV&K�&BK?&��}&À?&"gBC k>&.7382&v&

.J&�PV&.�&�sfx&wÈ> k1w&_&í�«4&Hj&;<�&Æv&

�(&ÀBC&ÁÂÃh 5ÐF&©ª&=!>&üE&8w?&@ABC& k&Z& ä

<!" ��°&!" !"ªK&*&hij&8w4&YC³&$½V&!"mv& v&

Q&nopq&r}ß k>4}&I�V&38 wÈ>&*&I�a&�s�&v& v&

.C&qÆ{f8�&&�&,-./,01&_& W#Ð�&�R<pHÙ0123&

?&K¨4}&Q¤j&�ñmQ&qÆ´&-��&a��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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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Â& Í'&LMZ& ���&Ø

©ª&.7389:bZ&

Ò& �+�&HÂ&,-./,01&!3&Q�& Í'LMuêZ& ���&

상위 요소 중요도 하위 요소 중요도 영향값 우선순위

주택가격
경제성( ) 0.201

현재 
주택가격 0.375 0.0756 4

미래 주택가격 0.625 0.1258 1

대중교통 0.141

버스 0.339 0.0476 11

지하철 0.562 0.0791 3

GTX 0.099 0.0140 20

편의시설 0.104

카페 0.153 0.0159 19

병원 0.589 0.0611 6

편의점 0.258 0.0267 15

접근성 0.110

직장과의 거리 0.513 0.0563 10

상권과의 거리 0.175 0.0193 17

학교와의 거리 0.312 0.0343 13

녹지환경 0.122

공원 0.500 0.0607 8

오픈스페이스 0.218 0.0265 16

자연녹지 0.282 0.0343 12

단지 
편의시설 0.107

헬스장 0.561 0.0600 9

독서실 0.286 0.0306 14

회의실 0.153 0.0164 18

안전 
서비스 0.216

CCTV 0.411 0.0888 2

경비원 0.282 0.0609 7

화재예방 0.306 0.066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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Ä&�(}&I��+�& f?&HÂBC&,-./,01&!3M&&& ¥¦ Ù0123&

!34&56&.738&9:�W?&Í'{k&)·&k>&ÆBWm&HÂB

C&{fx&g+82&0Æj&g+8C&�(�&�/{fhZ&

ÆBW&HÂBC&,-./,01&!3&Qm2& !3&QmV&;&& Ù0123&

<Ã&.7389:�&no´&=&r8� ÆBWV&K¨&z«aBC&,-v&

./,012& V&n®?&í÷{¬&no{8&:{f?&=!&rh}&Ù0123

�ÉQ&rh F&g+&"/&Q�4&,-./,012& 4&H·&�Z& Ù0123

Íj&gf?&j&Qm4&�/?&{f¸Ð! z«aBC&,-./,01v&

�&Q�j&KÉQ&aq& 4&Hj&n®!&YZ¬&m�&no{Ó&gÙ0123

+4&à�{}ß&�ÆõQ&rk&ù+4&ÆBWM&�+�&HÂBC&0Æ

j&g+?&"/{f?&ù&h6&LM�Q&Çû&=&rh I��+�V&KZ&

¨ ,-./,012& V&n®?&]�aBC&�q&rq&�m&��v& Ù0123

~�¾8&,È�&�q&rk&ù+4&ÆBW&HÂ&g+M&h6&LM�Q&

Çû&=&rBGC&·®&LM�?&�·&.7389:�&Í'{q,&jhZ&

,-./,01&"/&Q�&©ª&kXV&.7389:�&Â)&�sV&&&

@�!&LM�?& ÖÅ&C�& Ft�& .J�P& H@I�&¦Z¥bÝv& ¦Z¥¦bv&

�8JK& ,PR& �8& yV"g& yV"g&¦Zbubv& ¦Zb¥¥v& ¦Zbb¦v& ¦Zb¦êv&

�FC&Çs�h �+�&/�&w"&.79:384&r�&C�&F¦Zb¦u& Z&

t�2&.J�P?&�«&i¬&K?{}&À?&�&=&rh H@I�V&KZ&

¨& C&i�&@�!&�?&�8q&rk&ù+4&.7384&r�&.J&¦Zbub

�P C�"g H@I�Q&@�j&�su?&�&=&rh h"&¶· ©v& v& Z& v&

ª&Â½&kX4F&.7389:V&K¨&,-./,012& !3Q&Ù0123&

�íp8&Ë�&Â;Qk&ù+4 ÆBWM&�+�V&.7389:}&tv&

Âj&éÅ?&ÖQq&r}&À?&�&=&r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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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Ã&Qm&.7389:¥Z&

Ò& �+�&HÂ&,-./,01&!3&Qm& Í'LMubZ& ���&

상위 요소 중요도 하위 요소 중요도 영향값 우선순위

주택가격
경제성( ) 0.223

현재 
주택가격 0.373 0.0750 4
미래 
주택가격 0.628 0.1264 1

대중교통 0.125

버스 0.334 0.0469 11

지하철 0.570 0.0801 3

GTX 0.097 0.0136 20

편의시설 0.105

카페 0.197 0.0204 18

병원 0.563 0.0583 8

편의점 0.241 0.0250 16

접근성 0.099

직장과의 
거리 0.513 0.0564 10
상권과의 
거리 0.208 0.0229 17
학교와의 
거리 0.278 0.0306 13

녹지환경 0.133

공원 0.474 0.0576 9

오픈스페이스 0.229 0.0279 15

자연녹지 0.296 0.0360 12

단지 
편의시설 0.129

헬스장 0.547 0.0585 7

독서실 0.276 0.0295 14

회의실 0.178 0.0190 19

안전 
서비스 0.185

CCTV 0.416 0.0897 2

경비원 0.286 0.0618 6

화재예방 0.298 0.064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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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à�&,-./,01& �#�&�R<p�&"/pH?&ù�&�í{Ó&&& u

.7389:�W?&Í'{fhZ&

LM�V&Â)#U&��8Ò&�V&@�!&Í'&LM�&ÖÅ .J�P&&& v&

C�&Ft�& �8JK& �8&yV"g& H@I¦Z¥¥äv& ¦Zbbãv& ¦Zbääv& ¦Zb¥)v&

�& yV"g& ,PR& �BC&@�!�&Í'pHh¦Zb¥ãv& ¦Zb¦ãv& ¦Z¦))& Z

,-./,01&"/&Q�V&LM�M&tI·ÖD?&ù Ó��&.J&& v&

�PM&C�&Ft��&Â)>?&M8{q&rB¹&.J�PV&@�!V&

K¨& BC&Q�& 4F&²�j&='V&;<�&�&=&rh C�&¦Z¥¥ä ¦Z¥¦b Z&

Ft�V&K¨& C&°s{¿&{f8�&Ó��&.J�P&ü&h6&�¦Zbbã

sÖh&i�&='V&@�!�&ÖQq&rh h"&¶· k>&,-./,Z& v&

01&"/Q�4!&.7384F&KSaW&éÅ�&@�{f8� ,-.v&

/,01V&"/BC&¸&k&7z�&×Ø¬&Q0{q&�P&_&�%?&´&

=&r}&JKQ&�Rpk&ù+4&ÂHaBC&/&�Q&§&?BC&Q.´&

=&rk&ù+4&KSaW&�s�&�«&²�j&ÀBC&ÖÓ&Q}&ÆBW&

HÂBC&Í'j&LM2&¢�&!ö?&ÖWhZ

H@I�V&K¨& C&@�!V&='�&& �)C&°sj&!ö?&Ö&& ¦Zb¥ã ã

fh ,-./,01& �#�&"/è&K¨ ÂHaBC&H@I�V&VZ& u v&

>!�&6Ï«&ÀQk&ù+BC&7&=&rh nW1V&K¨&,-./kZ&

8Q&h=&¶ªp�r8�&H@I�V&��V&K¨&Ï+¾8&,-./k

8&¶ª&_&·®&W#Ð�&5Ð�8&:{k&ù+4&"ºmQ&G&Q�{

¬&è&ÀQh ù+4&.7389J4&r�&Q�ÑQ&aW&H@I�4&Z&

Hj&@�!}&©�Whq&Í'´&=&rhZ

H@I�&�)�&ýÆ�&H<&�8JKV&K¨& �)C&²�j&!ö?&&& ä

Öfh ,-./,01�&"/è&K¨&Q07z&_&"�4&Hj&S(Q&Z&

a�8k&ù+4&.7389J4&r�&�aj&JK?&9J{}&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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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Ï�&À?&�&=&rh �8JK&X&�aj&JKV&K¨&HñÍ&!A&Z&

üE4&)'{q&rk&ù+4&I��sÇ&,PR?&@�"´&K¨&�a

R?&ék·qÊh {8�&,-./,01V&!3�&Q¤j&S(?&ìZ&

Ó.k&ù+4&.7389J4&r�&�8JK&@�!�&Â�j&ÀBC&

Í'´&=&rhZ

ÆBW&HÂM&�+�&/�V&g+LM&@�!&�)�&tI·ÖD?&&&

ù H@I�?&Sü{q&Çå8&�s}&tÂj&�)�&Öfh ÆBW&v& Z&

HÂV&K¨&H@I�V&@�!}& 4F& BC&ì�Å&!ö?&¦Zbu) ¦Zb¥Ý

ÖQ¿&Ê8�&��a&�);0�&çHx&�.&H@I�V&V>!}&ì

�mH8�&Ï+¾8}&V>jhq&Í'´&=&rh %j&�+�2&1QZ&

�&ÇsÇ}&É4F&�+�}&,-./,01V&�Z&_&��&~�4&H

·&,È�&�q&rk&ù+4 &�4&.7384&r�&,-./,01V&v&

O�?&ÁÂ´&=&r�&H@I�V&38�&÷\�&ì�è}&É?&no´&

=&r8� ÆBWV&K¨&,-./,014&H·F&,È�&!Øq&z«v&

aW&O�?&�k&�nk&ù+4&.7389:4&r�&�+�2&h6&L

M�&ÇShq&Í'´&=&r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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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Ð&]±&Qm&.7389:äZ&Ù0123&

Ò& �+�&HÂ& W#Ð&]±&Qm& Í'LMu)Z& Ù0123& ���&

상위 요소 중요도 하위 요소 중요도 영향값 우선순위

주택가격
경제성( ) 0.229

현재 
주택가격 0.372 0.0749 4
미래 

주택가격 0.628 0.1266 1

대중교통 0.133

버스 0.327 0.0460 11

지하철 0.564 0.0794 3

GTX 0.108 0.0153 20

편의시설 0.109

카페 0.199 0.0206 17

병원 0.576 0.0597 8

편의점 0.226 0.0234 15

접근성 0.090

직장과의 
거리 0.546 0.0600 7

상권과의 
거리 0.157 0.0173 18

학교와의 
거리 0.297 0.0326 13

녹지환경 0.112

공원 0.521 0.0633 5

오픈스페이스 0.185 0.0224 16

자연녹지 0.294 0.0357 12

단지 
편의시설 0.115

헬스장 0.551 0.0590 9

독서실 0.292 0.0313 14

회의실 0.157 0.0168 19

안전 
서비스 0.212

CCTV 0.450 0.0970 2

경비원 0.260 0.0561 10

화재예방 0.290 0.0627 6

�8�BC& W#Ð�&]±Ã&Qm&.7389:4&Hj&Â)#&& Ù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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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4&Hj&@�!�&Í'{fh �&W#Ð�&]±Ã&Qm&.73Z&Ù0123

89:V&K¨ .J�P& C�&Ft�& H@I�& �8&v& ¦Z¥¥)v& ¦Z¥b¥v& ¦Zbääv&

yV"g& �8JK& yV"g& ,PR& �BC&@¦Zbbãv& ¦Zbb¥v& ¦Zb¦)v& ¦Z¦)&

�!�&Çs�hZ

,-./,01�&!3pH?&ù2& �&!3pH?&ù&Â)&�)&& Ù0123

C&.J�PM&C�&Ft��&)'{}&À�&0Æ{¬&Çs�h ��&Z&

.J�P�& C�&Ft�}& C&@�!&�Q&È&�8&�í&@¦Z¥¥)v& ¦Z¥b¥

4F&�«&i�&='�&Öfh X& 2&,-./,01�&¢Q&!3Z& Ù0123

pH?&K¨ ,-./,01�&!3pH?&K¨Öh&CíRV&�Â Qv& v&

07z&_&"�&S(V&°s�&r�&¸&k&8w?&Q0´&=&rh}&«

É?&�8¬&p�&.J�PM&C�&Ft��&i�&8w4&38{Æ}&K

�?&7&=&rhZ

H@I�V&K¨&,-./,01�&!3pH?&K¨& �)C&6�&@&& ã

�!�&�W8�& �&¢Q&!3pH?&K¨& W& �)C&@�!Ù0123 ¦Zbää ä

�&Â�{fh F&ÆBW&HÂBC&j&g+�(V&K¨&,-./,0Z&

12& �&¢Q&!3p¬&pÅ& W& �)C&Çst&ÉM&HtpÙ0123 ¦Z¦êã ê

}&Í'LMQh Q}&ÆBWmM&�+�&/�Q& 4&H·&��&�Z& Ù0123

!4&Hj&Q·V&1QC&Í'´&=&rh ���&ÆBWmQ&K?{}&Z&

W#Ð}&!CV&��&1Ñ?&�S{q&ÔzUBCF&,-./,Ù0123&

01V&CíR&�Â&�zq&Q0&"�&°±4&H·F�&K??&{Ó&H

@I�&Q�Q&ìq&Q4&5Ð&.7389J4&r�&9:�&ìHh {Z&

8�&�+�V&K¨& W#Ð�&]±pÅ&���&!C&)V&1Ñ?&Ù0123&

�S&_&Ôz{}&À?&ë�F&H@I� <:�# <:*&*&!C&)v& v&

V&hij&Íq4& �&,`è&ÀBC&ÁÂ{q&rh X&nWQ&sÙ0123 Z&

M{q&r}&,�&1Ñ&ü4&H@I�4!& W#Ð�&¢Q&a�pÙ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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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F&H@I�?&Q0{ÅF&Q0"�Q&°±pq&CíR&éÅ!&¢Q&

�Âpk&ù+4&H@I�V&Q��&,-./,01�&Q�pH?&ùÖ

h&Q�&:!�&iÏ«&ÀBC&ÁÂ{q&rh ��&,-./4&YC&KZ&

k}& V&K¨&k>&nW�&1Ñü4!&H@I�4&!3p}&ÀQ&Ñ¡¡Û

¥øpq&rh %j&,-./V&"Çz�}& �8C&nW&!þzÿ4&Z& ¥

/@Ã&K¨2&H@I�M&Uù&!3p}&K¨Qh nW&!þzÿ4&/Z&

@p}&"Çz�V&K¨&"º38&éÅM&^Æ�&ñ\j&c��&HÂB

C&j&!OWß&¨zÇÐV&K¨&H@I�M&Uù&!3p}&"Çz��&

¥ø&@4&rq&�8RQ&ih Q4&5Ð H@I�4&,-./k8&!Z& v&

3M&Uù& �&\0pÅ&��Æ&�&�Öh&Q�Q&²�´&ÀBC&Ù0123

�Ç{q&rh h"&¶·&k&7zCV&Q0�&,-./,01�&Q�{Z&

q&Q&Ù4&�¾³&8w�&HñÍ&H@I�?&Q�´&ÀBC&ÁÂ{q&

rh .7389:4F&"ºm�&HñÍ&�¾³&8w?&Q0{k&ù+Z&

4&�+�&3«4F}&.7389:4&r�&H@I��&.�&�s&@&{

ÇC&Öq&r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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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Í'uZ&

�!& �#A&Â)#U& Í'&LM&tI �+�bäZ& ���& � §

0Æj&g+?&�HBC&I�&�&�+�&HÂBC& Í'?&�·&&& ���&

�+�&/�Q&K?{}&.7389:�s ,-./,01& �#�&�v& u

R<&pH?&ùV&.738&�zq& W#Ð�&]±pH?&ù�&�Ù0123&

í{Ó&.738&9:�W?&Í'{fhZ

F&ÆBW&HÂBC&Í'&�?&ÖD¿Q ,-./,012&&& v& Ù0123&

W#Ð}&I�M&+,aBC&\ÔÃ&ÍqQk&ù+4&�+�&/�&w"&

H@I�&�4F&.7389:;<�&Çs�h {8�&�+�&/�V&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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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ÆB&"ºmÖh&,-./,012& 4&H·F&½¬&\]j&Ù0123

��&rq&hij&íÖ�&=/&_&��&~�4&H·&,È�&�q&rk&

ù+4&.7389:4F&H@I�?&�ÐÖ}&ÔÉQ&hØ¬&Çs�hZ

ÆBWV&K¨ ©ª&kX&.7389:4F&H@I��& ,-.&& v& ¦Zbu)v&

/,01�& !3pH?& ù}& W#Ð�& ]±pH?& ù}&¦Zb¥Ýv& Ù0123&

C&#ð&@�!�&°s{}&Í'&LM�&ÇSh h"&¶· ,-.¦Z¦êã Z& v&

/&k8Q&#ð·F&o�{q&I�&�&W#Ð�&o�´=µ&.738&9

J4&r�&H@I�?&@�{8&Ë¬&K?{}&K�u?&�&=&rh �Z&

�&,-./,01�&!3pH?&K¨&@�!&��&°s{f8�&Ó��&

@�!&�)&Â4F}&;<�&çh}&É?&�·&,-./,01V&Cí

R&+S4&Hj&V]AM&Uù&,-./,01�&ÂÃ{¬&Â�<p8&

Ë�&"É4F&k>&ôÚ&,012V&�8 "�º&��&*V&+S4&Hv&

j&qºBC&,-./,01�&Â��&Q�{8}&Ëq&H@I�?&��&

í!&Q�{Ûh}&K�?&�&=&rh ,-./,01�&!3pH?&ùZ&

V&C�&+S}& �&!3pÅF&��&í!&+S�&·L´&=&rhÙ0123

q&K?{q&��&!C&��&1Ñ?&�S&_&Ôz´&=&rh}&]�&ù

+4& �&!3pÅ&.7389:4F&H@I�4&Hj&@�!�&áÙ0123

P{¬&°s{}&!ö?&Í'´&=&rHhZ

{8�&�+�&/�V&K¨&ÆBWM&h6&Í'&LM�&ÇSh �+&& Z&

�&/�V&K¨ k>&.7384F&H@I��& ,-./,01�&v& ¦Zbubv&

!3pH?&ù& W#Ð�&]±pH?&ù}& BC&¦Zb¥ãv&Ù0123& ¦Zbää Ù0123&

W#Ð�&]±pH?&ù}&��Æ&,-./,01�&!3pH?&ùÖh&

H@I�V&@�!&�Q&²�{fh Q¤j&LM�V&1Q}& 4&Z& Ù0123

H·&]�a&íÖ2&��&~�4&Hj&WEV&1QC&7&=&rh g+Z&

?&�/{k&Q�4&ÆB&"ºm4¬!& 4&Hj&,Èj&gf?&j&Ù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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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8�&ÆBW4¬& }&Ksj&n®Qq&�Ì¬&��p�Ù0123

8}8&,È�&�8&:jh 5ÐF&ÆB&"ºm�& �&]±p�!&Z& Ù0123

Q}&,-./,01 ,�&1Ñ 4&cjp�&Q�è&ÀBC&K?{q&r� §

q&,-./k8V&C�R&�ÂV&éÅ�&K?{fk&ù+4&.7389

:4F&H@I�V&@�!�&°s{fh {8�&�+�mV&K¨&Z& Ù0123&

W#Ð4&H·&,È�&�q&rq hij&��~�?&�q&rh}&É4v&

F&1Q�&rh �+�m�& �&]±p�8Å&���&,-./,0Z& Ù0123

1V&C�R&éÅQ&�Âp}&À!&r8�&!CV&<:�# <:*&�v&

zq& 2&¢�&,-./k8Q&H@I�4!&,`p�&��Æ&H@Ñ¡¡Û

I�V&Q�Q&²�è&ÀBC&ÁÂ{q&rh h"&¶· ,-./,0Z& v&

1V&o��&k&7zV&Q0V&yzR?&²�"h_BC&k&??&Q0´&

ù&,-./,01�&Q�{q&�¾³&7zV&K¨&H@I�?&Q�{}&

À!&yz{hq&K?UBC&.7389:4&r�&&�4!&H@I�V&

O�?&j&ÀBC&ÁÂ{q&rh &�V&!"}&.7�&@ABC&hiZ&

j&�0?&´&=&r}&!"C&;<´&ÀBC&ÁÂ{q&rB¹&Q4&5Ð&

�¾³&7z�&¦¬&Q�{q&Q0´&=&r}&H@I�V&38}&Mx´&

ÀQ¹& Ù�Ü& !þzÿV& Q�Q& ¸& ²�´& ÀBC& ÁÂ{q& r�&

�&]±pH?&ù&ÆB&"ºM&�+�mQ&H@I�4&H·&K?Ù0123

{}&@�!}&FC&hØ¬&ÇShq&Í'ÃhZ

ÆBWM&�+�&/�Q&hØ¬&K?{}&É�&H@I�V&@�!&=&&

'Qh {8�&Ó��&�+�&/�4F&H@I�V&@�!}&,-./Z&

,01�&!3pk&Q�Öh&6�&='�&�8q&rq&@�!&='&%j&

6�&É?&ÖÏ&Lc&Ê&/�&!Ê&,-./,012& W#Ð�&Ù0123&

]±pH?&ù I�M&,PRV&éÅ4F&.7389:!}&°sj&Év&

?&�&=&rh 1Q}&�+�&/�V&K¨& W#Ð4&m��}&@Z& Ù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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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I�4&¨9"&!3è&ÀQq&Q4&5Ð&H@I�Q&,-./

k8Q&�R<pÅF&H@I�V&yVRQ&²�´&ÀBC&ÁÂ{}&3«&

%}&8E4&Hj&1Qh ÝA�&Q0V&yzR?&�·&C�R&²�Z& v&

Q0"�&°±&_&Q0&7z&²��&�·&BC&.7389J4&r�&

7z I� ,PRV&@�!}&qÆ&HÂ4F&É1&ì�m&ÀQhv& v& Z&

¢QaBC&,-./,01V&kl&o� W#Ð&]±�&Q0"&& v&Ù0123&

�&°±&_&Q0&7z&²�&*&hij&kla&«É?&�HBC&k>V&

.7389:�&;<"¿&ÀBC&ÁÂÃh ��&.J&�PM&C�&FtZ&

�&éÅV&@�!�&Â�{fh}&É?&�·&BC&.7389J4F&

Q0R&éÅÖh&.J�PM&C�Ft�4&Hj&WE�&¸ö&²�´&À

Qq&�8JK �aR yV"g ,PR&*V&�sm!&Q04&S(?&� §v& v&

Ê8& Ëq& 9J{}& wQ& ��«& ÀQh {8�& H@I�V& K¨Z& v&

W#Ð�&]±pÅ&k>&H@I�?&Öh&yz{¬&Q�´&=&rÙ0123&

q&×Ø¬&Q0´&=&rh}&«ÉQ&Kkk&ù+4&H@I�V&38}&

.79J4&r�&Ó��&Mx´&ÀBC&Í'Ã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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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_&"(ÉZ&Þ

8'¾8&,-./,01V&?&�#A&klV&o� ,-./,01&&& v&

!34&56&y%&_&«ÉM& !34&56&y%4&ÔÕÃ&\]mÙ0123&

�&�/p�Sh {8�&,-./,01�&!3Ã&Qm&!"V&;<&ÇZ&

Ï�&.738V&;<4&H·&\]Ã&K¨}&aHh .7389:4&HZ&

j&9/\]!&� �8fh k>&cý&ü&9/\]m?&ÖÅ&8w?&Z&

�z{7Ç&à�,V&�R?&�z{Ó&.7389:�s4&H·&Í'?&

{fh {8�&�í&/�4&cjp�&�(�&{7Ç&�í&8w4&cjZ&

p�&.738�&Í'jh}&É4F&"ºmV&��aW&.7389:&�

W?&Í'{8&:{fh}&É4F&j#ÉQ&rHh %j&F&�(j&Z&

9/\]m?&56ÖÅ&8wV&�R \TA �\&]RA .)&JK4&v& v& v&

5Ð&.79J�RQ&�Ð�h}&É?&56&7&=&rHh 5ÐF&,-Z&

./,01V&klQ&o�p�&!3&"k�&É1&ßÐ8}&�. Q4&v&

5Ð&.738�R <!"&ñg&*4&r�&,-./,01&klV&o�&v&

=X4&VàF&5Ð�q&jh Q4&Ä&\]}&,-./,012&Z& Ù0123&

W#Ð�&]±pH?&ù�&�í{Ó&.7389:�W4&H·&g+�(

2& Í'~w?&�·&Í'{fq ,-./,012& !34&���& v& Ù0123&

5Ð&.7389:&@�!�&�Ð�h}&\]LM�&�·&.7384&r

�&9:&�WQ&;<�&Çs(&Ó8�&rà?&ÖÓ.HhZ

Ä&LM�&�({Å&KL ©ª&kX4F&.7389:�W4&H·F&&& v&

Í'{f?& ù .J�P& �8& ý&C�Ft�& H@I�&v& ¦Z¥¥äv& ¦Z¥¥Ýv&

�BC&@�!&='4F&Â)>?&Çs�h ©ª&kX4F&"º¦Zbu)& Z&

m�&.7389:�s&@&¸,�'�&i�&.J�P?&�«&¨9aBC&

K?{q .7K�4&r�&C�&�s�&�&hàBC&@�{¬&K?j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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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rh H@I��& �)C&©ª&,-./,01�&�R<Z& ä

p8&ËDq&,1�&ç}&(�mV&K¨&.�&Q0=��&H@I�Qk&

ù+4&H@I�?&.J�P C�&hàBC&@�{¬&K?{q&rh}&v&

É?&no´&=&rhZ

*L ,-./,01�& �#¾8&nop�&�R<p�&!3pHh}&&& v& u

�í&{4&0Æj&à�,&HÂBC&0Æj&.7389:�W?&Í'{f

h Q&K¨&.J�P& �8&ý&C�Ft�& �zq&H@I�&Z& ¦Z¥bäv& ¦Z¥¦b&

BC&@�!&;<�&rHh @�!&='ÂBC&;<�&rH8�&¦Zb¥Ý Z&

Â)#U&ý4F&@�!&�)}&;0Q&çHh .J�PV&K¨&Z& ¦Z¥¥ä

4F& BC&@�!�&²�{fq H@I�V&K¨& 4F&¦Z¥bä v& ¦Zbu) ¦Zb¥Ý

BC&°s{Ó&,-./,01�&!3pH?&K¨&KSa&éÅ?&.73

8&_&9J?&qÆ´&ù&�«&¨9"&jh}&É?&�&=&rh {8�&Z&

H@I�&OwV&K¨&°s&='�&^8&Ëq&�)&;0Q&çh}&É4

F&Ï+¾8&,-./,01V&!3?&�j&Q0"�&°s2&Q07z&

²� hij&�0?&´&=&rh}&ÉQ&.7389J4&=&;<�&��v&

h.8&:{}&É?&�&=&rh ©ª&,-./,01�&ÂÃ{¬&noZ&

Ã&K¨�&çq ,-./&k84&H·F&Ï+¾8&ÂÃ{¬&C�RQ&v&

¥²Ã&(��&çk&ù+4 ,-./,01�&H@I�V&H�&Q0=v&

�BC&Q�{k4}&{z�&rhq&no´&=&rh h"&¶· ,-.Z& v&

/,01V&C�RQ&¥²pk&Q�¾8}&Q�&.�&Q0=�BC&(�

{Ó&�P&_&�%?&{}&K¨�&aq .7389:V&H@I�&=�v&

4&O�?&�'}&ñÍQ&ah %j&Ï+¾8&,-./,01�&z«aZ&

BC&Q�j&aQ&çq&,-./,014&Hj&,Èj&íÖ&_&��&~

�4&H·&¨&�8&:{k&ù+4&,-./,014&Hj&<`V&+S2&

H@I�?&��&í!&Q�´&ÀBC&D�´&=&rhZ



- 107 -

[L W#Ð�&a�pH?&ù�&�í{Ó 0Æj&à�,4¬&&& v&Ù0123& v&

0Æ&.79:�W?&�({fh �&LMC&.J�P& �8&ý&CZ& ¦Zä¦äv&

�Ft�& �8&ý&yV"g& �BC&Çs�h H@I�V&¦Z¥bbv& ¦Zbbê& Z&

K¨&@�!}& C&�«&6�&�)W& �)4&)'{fh )&LM&¦Z¦êã ê Z&

�V&�)&;0?&�·& �&!3pH?&ù .7382&9J4&r�&Ù0123 v&

H@I�V&Ow�&7V&@�j&�s�&Ïá?&�&=&rh V&!Z&Ù0123

3�&!C4&�/{}&,-./,01�&��aBC&�S&_&"�º&Ô

z�&´&=&rh %j&,-./,01�&��C&D�{}&K¨Öh&¸&Z&

Ç�&D�?&´&=&r!µ&!2.q&(?8HV&"q¾8&H<&ÍA´&

=&rh}&É?&�·&,-./,01V&C�R&éÅQ&²�jh ÇÏ�&Z&

,01&Q0&"&�P&%j&¸&sÏ8k&ù+4&I��²Q&°s{q&¸&

§�& 1ÑmQ& !C4F& �/´& =& rh}& «ÉQ& rh h"& ¶·Z& v&

W#Ð&!3�&,-./,01V&C�R?&¥²·.q&�Â"hÙ0123&

Xh}&éÅQ&ã{h C�RQ&¥²Ã&�.&.7389J�W4&r�Z&

F!&�&;<�&^h ,-./,01�&H@I�?&H�{Ó&Q0=�Z&

BC&��{}&�.&Q0=� Q0&7z4&Hj&S(Q&a�8k&ù+v&

4&.738&9J4&r�&wQ&��8¬&Ãh ��&=!>&@A8V&tZ&

§&/�&H<&JKaW&�aR&�s�&9J{7Ç yV"g&_&/�Q&v&

ÂHaBC&§&=!>&üE8wBC&Q.´&=&rk&ù+4&hij&9J

Q&�8·�h %j&,-./,01�&�·&!A&8w?&×Ø¬&Q0{Z&

q&�%&_&�PQ&�8·8k&ù+4&.7384F&7zaW&�s&_&

I�=�4&Hj&38}&sÏ8¬&ÃhZ&

BÅ&�+�V&/�V&3«4F&,-./,012& �&!3pH&& Ù0123

?&ù H@I�V&38}&ÆBWmV&K?M&hØ¬&,-./,01�&v&

!3pH?&ùÖh&²�j&!ö?&Öfh ÆBWV&K¨& V&]±Z& Ù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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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Ñ&!3&�BC�&K?{f8�&�+�&é�& V&Ù0123

hij&k8m�&H@I�4&¢Q&,`p�&Q0RM&C�R&�Â4&!

õQ&è&ÀBC&Öq&rh X&,-./1Ñ�&k&8w?&Q0{}ß&!Z&

õ?&.q H@I�V&K¨&�¾³&7z�&Q0´&ù&Öh&C�{q&yv&

z{¬&Q0´&=&rBGC&.7389J4F&(�mQ&Iü8C&Q0´&

�8RQ&iàM&0"4&H@I�V&@�R!&@�{hq&Í'´&=&r

hZ

Ä&\]}&,-./,012& V&!3�&H@I�V&Ow&38V&&& Ù0123

;<2&&�V&.7389:&;<4&H·&Í'{fh ,-./,01V&Z&

klQ&o�{q& C&Wj&C�RQ&�Âp¬&ÃhÅ&H@I�&HÙ0123

<&,-./,01�&acaBC&Q�{Æ}&"ºQ&§Ï8¬&pq Qv&

C&W·&Q0"�M&Q07z4&S(?&I8&Ëq&=!>&üEBC&.7

38&9JV&wQ&��«&ÀQh ©ª&=!>&üE&8w?&@ABC&Z& ä

k&<!" ��°"ÿ !"ªK&*&hij&~�BC&<!"m&noQ&v& v&

�/pq&r}ß&Ó��&=!>&!AM&�¾³&8w4&ñg{7Ç&I�

V&38�&<K&,}&~�BC&ñgQ&�/pq&rh {8�&·®&\]Z&

V&LM4&5Ð&C�RQ&¥²Ã&,-./,01�&�R<&è&K¨&.7

384&r�&H@I�V&=� I�V&38}&@�j&�sC&nop8}&v&

Ëh}&(zQ&ÇSh 5ÐF&BCV&!"&#$&_&ñg4&r�F&IZ&

�V&38Öh}&JKV&�aR .;&yV"g üE&8w&@AV&/�v& v&

V&�s�&¸&o�&"h&#$´&-��&rh Ä&\]�&�{Ó&&�&(Z&

�4&<!"&ñg4&r�&¨9aBC&!3p�q´&�s&_&.7384

F&ÂHaBC&G&<K+q´&ñÍ?&no´&ù&@�j&}q,&C&(�

è&=&r?&ÀQhZ

Ä&\]V&j#}&Í'4&(�Ã&ÒÄQ& fBC&ÒÄ&=�&ah}&&& 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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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Q&rh æY& Í'BC&a�&ÒÄBC!&<`RQ&i�&ßQòZ& ���&

�&O?&=&rH8�&·®&ßQò&LM�&!Å&=!>&"ºV&V¼Q&!

Ê&BOp�&rhq&Ök}&�Æ³&ÉQ&rh %j&=!>&8w4&7.Z&

{q&r}& H4F& HV&"ºm?&HÂBC&g+?&�/{fk&ù+¥¦ Ý¦

4 h6&8wV&K¨&·®&LM&�Q&hØ¬&Çû&=&r� !Å&8wv& v&

V&.7389:�&no{8&:{fh}&�ÉQ&rh %j&ÆBWV&KZ&

¨&,-./,012& 4&Hj&Ksj&n®BC&à�{k&�Æ³&Ù0123

É!&r8�&Q}&I�&�&�+�4¬&0Æj&g+�(�&�/{Ó&tI&

ÖÂ{fh ©ª&,-./,01�&hij&kdBCñò&nopq&rq&Z&

Q4&5Ð&hij&\]mQ&�/pq&rk&ù+4 Qm&zS&,-./v&

,01�&Â�<pH?&ù ]�aW&.7389:4&Hj&í÷j&ßQv&

ò2&=�noQ&Q��«&ÀQÐq&(&Ã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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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본 설문의 설문지 예시1. ( )

1. 설문구성

상위요인

하위요인

본 설문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도입에 따른 주거입지 선호요인을 분석C-ITS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입지 선호요인은 총 두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 
여 상위요인으로 주택가격 대중교통 편의시설 접근성 녹지환경 단지 편의시‘ , , , , , 
설 안전 서비스 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위요인은 개의 상위요인에 따라 , ’ 7 . 7
각각의 개 요소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20 .
설문은 동일한 질문으로 총 번 이루어지며 첫 설문은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주3
거입지 선호 요인으로 평가하고 이후 설문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소유하였다는 가, 
정과 인프라가 생겼을 때를 가정하여 재설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C-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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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요소 하위 요소 세부 내용

주택가격
현재 주택가격 현재 기준 주택가격 시세

미래 주택가격 상승 (
가능성)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대중교통
버스

버스 정류장 접근성 및 이동에 쓰이는 교통
비

지하철 지하철역 접근성 및 이동에 쓰이는 교통비
GTX 접근성KTX, SRT 

편의시설
카페 주변 카페 수 및 거리
병원 주변 병원 수 및 거리
편의점 주변 편의점 수 및 거리

접근성
직장과의 거리 직장과의 거리 및 시간
상권과의 거리 상권과의 거리 및 시간 음식점(ex. , 
학교와의 거리 학교와의 걸 및 시간

녹지환경

공원 주변의 근린 공원 수 및 위치

오픈스페이스
광장 운동장 유원지 등이 있는 시설의 수 , , 
및 위치

자연녹지
인위적으로 개설되지 않은 국립 공원 하천 , 
등의 수 및 위치

단지 
편의시설

헬스장 단지 내 헬스장 시설
독서실 단지 내 독서실 시설
회의실 단지 내 회의실 시설

안전 
서비스

CCTV 단지 내 수 CCTV 
경비원 단지 내 관리 경비원 수 및 연령
화재예방 단지 내 소화전 수 및 주변 소방서 위치

설문 응답 방법2. 

본 조사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주거입지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 작성 예. 
시 및 지표구성 안 을 참고하여 모든 조사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바랍니(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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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예시 < 1>

좌측 ⓻�&9J{}&K¨v �W Q&�W 4&t·&c�&@�Q�h& b ¥ Z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요인
1

 √
요인

2

응답 예시 < 2>

?&9J{}&K¨b v �W M&�W V&@�!}&0*Q�h& b ¥ Z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요인
1

  √
요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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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예시 < 3>

응답의 결과는 대체로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요인 이 요인 요인 보다 극히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요인 와 요인 1 2, 3 , 2
의 중요도는 서로 동등하거나 비슷해야 합니다3 .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요인
1

 √
요인

2
요인

1
 √

요인
2

요인
1

 √
요인

2

설문 문항 자율주행자동차 시행 이전3. ( )

● 상위요소 평가 내용 간 중요도

선정된 각 상위 유형이 주거 입지 선호요인 기준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주택
가격

대중
교통

주택
가격

편의
시설

주택
가격

접근
성

주택
가격

녹지
환경

주택
가격

단지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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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택
가격

안전
서비
스

대중
교통

편의
시설

대중
교통

접근
성

대중
교통

녹지
환경

대중
교통

단지
편의
시설

대중
교통

안전
서비
스

편의
시설

접근
성

편의
시설

녹지
환경

편의
시설

단지
편의
시설

편의
시설

안전
서비
스

접근
성

녹지
환경

접근
성

단지
편의
시설

접근
성

안전
서비
스

녹지
환경

단지
편의
시설

녹지
환경

안전
서비
스

단지
편의
시설

안전
서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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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 내용 간 중요도

주택가격은 현재 주택가격 미래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개 , ( )  2□ ① ②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 2
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현재
주택
가격

미래
주택
가격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개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 GTX  3□ ① ② ⓷ 
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 3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버스
지하
철

버스 GTX

지하
철

G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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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은 카페 병원 편의점  개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 3□ ① ② ⓷ 
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 3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카페 병원

카페
편의
점

병원
편의
점

접근성은 직장 상권 학교  개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성하, 3□ ① ② ⓷ 
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 3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직장 상권

직장 학교

상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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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환경은 공원 오픈스페이스 자연녹지  개 세부 평가내, 3□ ① ② ⓷ 
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 3
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공원
오픈
스페
이스

공원
자연
녹지

오픈
스페
이스

자연
녹지

단지 편의시설은 헬스장 독서실 회의실  개 세부 평가내, 3□ ① ② ⓷ 
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 3
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헬스
장

독서
실

헬스
장

회의
실

독서
실

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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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서비스는 경비원 화재예방  개 세부 평가내CCTV, 3□ ① ② ⓷ 
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 3
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CCT
V

경비
원

CCT
V

화재
예방

경비
원

화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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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을 통한 편익4. 

※ 다음 내용은 이어지는 설문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수준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수준

● 자율주행자동차의 가격도 일반차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

- 년에는 추가비용이 약 만원 으로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매2040 ‘ 300 ’ (
년 지불의사액 증가 기술비용 감소시 이렇게 비용이 줄어들면서 10% , 10% ). 
다양한 편익들을 누릴 수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가 제공하는 편익
- 통행 중 휴식을 취하거나 일할 수 있다

통근시간에 운전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시청 카드놀이 등 여가를 즐길 수 있음  - TV , 

신문읽기 화상회의 등 일도 할 수 있음  - , 
- 교통하고가 줄어들고 사고가 나더라도 덜 심각해짐

교통사고의 는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  - 90% ,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들며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  - 

- 교통체증이 감소함
차량 간 통신을 통해 가속과 감속이 더 신속하고 부드럽게 이루어져 통행속  - 

도는 정도 증가할 것10% 
- 차량연비가 절감

등급 설명

Level 1
운전보조시스템이 사람의 차량운행을 보조하며 차량은 정상적인 주행 혹은 
충돌 임박 상황에서 기능별로 특화된 운전자 보조를 수행함

Level 2
운전보조시스템이 사람의 차량을 보조하며 차량은 정상적인 주행 혹은 충돌 
임박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제어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함

Level 3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전을 수행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을 제어해야 함, 

Level 4

모든 상황에서의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자동차 스스로 안전 운행에 , 
대한 책임을 지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
차량 안에서 휴식 여가 및 개인적인 업무도 가능하게 됨, , .
본 조사는 기술수준의 도입을 가정함Lev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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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과 감속 시간이 줄어들어 연료 경제성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6% 
- 노인 아동 장애우 등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이들도 이용할 수 있음· ·



- 124 -

설문 문항 자율주행자동차 가 시행되고 소유하였을 때5. ( Level4 )

본 설문조사 문항은 앞에 설명되어 있던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을 잘 읽어

보신 이후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소유하였다는 가정 하에 주, Level4 

택입지요인을 평가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위요소 평가 내용 간 중요도

선정된 각 상위 유형이 주거 입지 선호요인 기준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주택
가격

대중
교통

주택
가격

편의
시설

주택
가격

접근
성

주택
가격

녹지
환경

주택
가격

단지
편의
시설

주택
가격

안전
서비
스

대중
교통

편의
시설

대중
교통

접근
성

대중
교통

녹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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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교통

단지
편의
시설

대중
교통

안전
서비
스

편의
시설

접근
성

편의
시설

녹지
환경

편의
시설

단지
편의
시설

편의
시설

안전
서비
스

접근
성

녹지
환경

접근
성

단지
편의
시설

접근
성

안전
서비
스

녹지
환경

단지
편의
시설

녹지
환경

안전
서비
스

단지
편의
시설

안전
서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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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 내용 간 중요도

주택가격은 현재 주택가격 미래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개 , ( )  2□ ① ②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 2
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현재
주택
가격

미래
주택
가격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개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 GTX  3□ ① ② ⓷ 
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 3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버스
지하
철

버스 GTX

지하
철

G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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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은 카페 병원 편의점  개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 3□ ① ② ⓷ 
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 3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카페 병원

카페
편의
점

병원
편의
점

접근성은 직장 상권 학교  개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성하, 3□ ① ② ⓷ 
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 3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직장 상권

직장 학교

상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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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환경은 공원 오픈스페이스 자연녹지  개 세부 평가내, 3□ ① ② ⓷ 
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 3
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공원
오픈
스페
이스

공원
자연
녹지

오픈
스페
이스

자연
녹지

단지 편의시설은 헬스장 독서실 회의실  개 세부 평가내, 3□ ① ② ⓷ 
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 3
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헬스
장

독서
실

헬스
장

회의
실

독서
실

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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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서비스는 경비원 화재예방  개 세부 평가내CCTV, 3□ ① ② ⓷ 
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 3
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CCT
V

경비
원

CCT
V

화재
예방

경비
원

화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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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와 로 인한 편익6. C-ITS

※ 다음 내용은 이어지는 설문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 개념과 이에  C-ITS
따른 편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 개념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 위험 ,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필요성C-ITS 

-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성과 이동성 향상
차량간 차량 인프라간 통신 기반의 정보 공유  - V2V( ), V2I( - ) 

실시간 정보 수집 제공 연계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 · · , 

- 도로관리 중심에서 이용자안전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소통정보 가공정보 안전정보 실시간 정보  - (ITS) , -> (C-ITS) , 
즉시대응한계 사후관리 사전대응 사고예방  - (ITS) , -> (C-ITS) , 

● 자율주행차와 간의 관계C-ITS 

- 자율주행차량의 한계 극복을 위한 도로인프라 지원
악천우시 차량센서 기능의 저하  - 
원거리 검지 센서검지거리 이내 및 사각지대 검지 한계  - ( 200m ) 

- CV(Connected Vehicle) + AV(Autonomous Vehicle) = C-AV
헤외 미국 유럽 등 에서도 와 에 대한 필요성 인지  - ( , ) CV AV
향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의 역할 중요  - C-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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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와 연계의 이점C-ITS 

- 기존 자율주행차량이 판단하는 범위보다 넓은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음
- 도로에서 전체 차량의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어 차량 간의 거리 수 등을 파악, 
하여 교통체증이 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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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자율주행자동와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7. ( C-ITS )

본 설문조사 문항은 앞에 설명되어 있던 인프라 기능을 잘 읽어보C-ITS 

신 이후 환경이 활성화되고 자율주행차를 소유하였다는 가정 하에 , C-ITS 

주택입지요인을 평가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위요소 평가 내용 간 중요도

선정된 각 상위 유형이 주거 입지 선호요인 기준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주택
가격

대중
교통

주택
가격

편의
시설

주택
가격

접근
성

주택
가격

녹지
환경

주택
가격

단지
편의
시설

주택
가격

안전
서비
스

대중
교통

편의
시설

대중
교통

접근
성

대중
교통

녹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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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교통

단지
편의
시설

대중
교통

안전
서비
스

편의
시설

접근
성

편의
시설

녹지
환경

편의
시설

단지
편의
시설

편의
시설

안전
서비
스

접근
성

녹지
환경

접근
성

단지
편의
시설

접근
성

안전
서비
스

녹지
환경

단지
편의
시설

녹지
환경

안전
서비
스

단지
편의
시설

안전
서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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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 내용 간 중요도

주택가격은 현재 주택가격 미래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개 , ( )  2□ ① ②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 2
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현재
주택
가격

미래
주택
가격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개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 GTX  3□ ① ② ⓷ 
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 3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버스
지하
철

버스 GTX

지하
철

G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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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은 카페 병원 편의점  개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 3□ ① ② ⓷ 
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 3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카페 병원

카페
편의
점

병원
편의
점

접근성은 직장 상권 학교  개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성하, 3□ ① ② ⓷ 
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 3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직장 상권

직장 학교

상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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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환경은 공원 오픈스페이스 자연녹지  개 세부 평가내, 3□ ① ② ⓷ 
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 3
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공원
오픈
스페
이스

공원
자연
녹지

오픈
스페
이스

자연
녹지

단지 편의시설은 헬스장 독서실 회의실  개 세부 평가내, 3□ ① ② ⓷ 
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 3
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헬스
장

독서
실

헬스
장

회의
실

독서
실

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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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서비스는 경비원 화재예방  개 세부 평가내CCTV, 3□ ① ② ⓷ 
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의 세부 평가내용 가운데 상대적으. 3
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항목

⓻ ⓺ ⓹ ⓸ ⓷ ⓶ 1 (2) (3) (4) (5) (6) (7)

CCT
V

경비
원

CCT
V

화재
예방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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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8.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1) ?
남성  여성① ②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2) ?
대  대  대  대  대 이상20 30 40 50 60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3) ?
고졸 이하  학사  석사  박사 재학  박사① ② ③ ④ ⑤ 

귀하는 현재 어느 계열에 종사하고 계십니까4) ?
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  사업  기타· (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가구소득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5) ?
천만 미만  천 천만 미만  천만 억 미만  억 이상  3 3 ~6 6 ~1 1① ② ③ ④ 

귀하의 가족 구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6) ?
인 가구  인 가구  인 가구  인 이상1 2 3 4① ② ③ ④ 

귀하의 현재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7) ?
분 이하  분 시간 이내  시간 시간 이내  시간 30 30 ~1 1 ~2 2① ② ③ ④ 

이상

귀하가 통근통학 소요시간에 최대로 수용 가능한 시간은 어느 정도8) 
입니까?
시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시간 이상  1 ~1 30 1 30 ~2 2① ② ③ 

이상으로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시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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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chnology of self-driving cars is rapidly developing and 
introduce the concept of new means of transportation through 
reducing travel time and increasing distance. If the self-driving 
system is implemented at the level 4(complete level of 
self-driving), citizens will be able to rest or engage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leisure and other tasks without driving. In 
addition, when the C-ITS infrastructure is established, the road 
system can be connected in an organic way, so autonomous 
vehicles can be managed in conjunction with the road system. 
And unified road system can improve the safety and mobility 
aspects of autonomous vehicles. Accessibility, commuting time 
and commuting distance have a direct impact on residential 
location selection. Although residential location trends have been 
analyzed in various aspects in analyzing existing residential 
preference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changes in 
residential preferences due to improvement of autonomous 
driving and C-ITS. Autonomous driving and the introduction of 
C-ITS are expected to change the preference for residential 
locations, which valued existing accessibility, commuting time and 
commuting distance, as they are accompanied by improved 
mobility and convenience.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is that “the introduction of 
self-driving cars and C-ITS will improve the mobility aspect, 
which will change the preference for existing residential 
locations.” To identify this, the AHP survey of 50 resid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20 transportation experts will be 
conducted to determine the importance of residential preference 
factors for each situation. This study first identifi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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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residential preference in the current situation 
before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s, second, the 
residential preference when autonomous vehicles are introduced 
in the same questionnaire, and third, self-driving cars and C-ITS 
are introduced, residential preferences are re-examin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importance of residential preferences in 
three situ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a 
reference for changes in residential preferences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self-driving cars and C-ITS, which will 
contribute to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should be preferentially 
introduced in new towns or urban redevelopment.

keywords : Self-driving Car, C-ITS, Residential Location Preference,  
            AHP Analysis
Student Number : 2019-29234

younggeun 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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