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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단순히 물품을 저장하고, 관리, 집화, 배송을 위한 

보관창고였던 물류창고는 유통 및 정보처리 기능이 부가된 

물류센터의 개념으로 성장하였으며, 해외 물류부동산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및 기관투자자들의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증가로 새로운 부동산 투자상품으로서 물류부동산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물리적인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물류센터는 point to point 방식 point 라는 물리적 요소를 

담당했다면, 허브앤스포크방식으로 각 지역에서 집하된 화물을 

하나의 허브에 집결시킨 후 이를 목적지나 배송지역에 퍼트리는 

방식이 물류인프라의 중심에서, 다품종 대량의 물류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 자동화설비와 IT기술이 결합되어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Last Mile Delivery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 

풀필먼트센터로 변화함에 따라 지가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인력수급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배송센터로서 소비자와 가까운 도심지 인근으로 이동하고 

단일센터 내 물류효율 증대를 위하여 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물류부동산이 각 기업 물류전략의 핵심이 되면서, 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 업체를 중심으로 물류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자처로 

물류부동산에 대한 수요로 물류부동산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류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간접투자기구에 의해 임대용 

물류부동산 공급되고 해당 물류부동산의 장기임차를 통해 

유통업체 및 전자상거래 업체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있어 빠른 

시간 내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거래된 임대용 

물류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가격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서 임대용 물류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징을 기반으로 

물류부동산 투자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p<.1 수준에서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서울시청까지의 거리가 짧을수록 거래가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처럼 소비자까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물류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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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경과개월, 계획관리 외 지역이 거래가격에 (-) 

영향을 주었으며, 대지면적, 용적률, 저온, 공시지가, 산업단지 내 

위치, 간접투자기구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남권역에 대한 분석결과 IC까지의 거리가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인데 해당 영향요인의 경우 해당 권역 내 공급된 

물류센터의 연면적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임에 따라 

연면적에 따른 할인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대지면적당 거래가격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층접안이 

추가적으로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 업체가 임차해 있는 

물류부동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입지적 특성이 거래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해당 업체가 임차해 있는 물류부동산이 수도권 전역에 퍼져 있어, 

입지적 요인이 거래가격에 주는 영향이 없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저온시설의 여부와 간접투자기구는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계획관리 외 지역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공통적으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저온, 즉 냉장/냉동설비 보유 여부는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온창고의 임대료가 

상온에 비해 2~3만원 정도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물류부동산을 공급하는 공급처 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저온창고가 반영된 물류부동산 투자에 있어, 높은 거래가격을 

지불하는 데 있어, 해당 저온창고의 임차수요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물류부동산을 선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접투자기구가 

매수한 물류부동산의 경우 자금조달력을 기반으로 더 높은 

거래가격이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물류부동산의 

전반적인 Cap. Rate 하락과 프라임오피스 간 Spread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했을 시, 물류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있어, 앞으로 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물류부동산, 대체투자, 거래가격, 영향요인, 전자상거래 

학   번 : 2018-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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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 년 상반기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 대한 개인의 신용카드 일평균 

결제금액은 2,464 억으로 마트, 편의점 등 종합소매 결제금액인 

2,203 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호 외(2016)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기존의 오프라인을 보완하거나 병행하는 

역할이 아닌 오프라인을 대체할 만큼 그 역량과 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소비자의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전자상거래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구매에 대한 수요 증가(경기연구원, 2020)로 인해 

이러한 오프라인구매의 온라인시장의 이동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비대면 구매 비중 변화 및 비대면 서비스 이용경혐 

 

 

 

 

 

 

※ 출처 : 경기연구원, 코로나 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202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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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자상거래 시장 확장에 있어 각 기업의 

물류서비스의 양질화를 위하여 단순히 수송을 위한 공간적 

이동을 목적으로 하였던 물류서비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보내기 위한 기업의 

핵심전략이 되었다(강신아 외, 2016). 또한, 이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물류부동산은 Last Mile 

Delivery, 즉 소비자에 직접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풀필먼트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글로벌 물류부동산 기업인 ESR 산하의 물류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퀜달스퀘어(Kendallsquare)나 

메이플트리(Mapletree), 프로로지스(Prologis)를 비롯한 해외 

선진 물류부동산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과 동시에, 2009 년 

2 월에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2010 년에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리츠를 통하여 국내 연기금, 

공제회, 은행권,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간접투자 

확대와 기존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하여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서 물류부동산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송기욱, 류강민, 2019; 강신아, 2019;이남승, 2020;Savill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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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물류센터 거래액과 기관투자자 비중 추이 

 

※ 출처 : Colliers, CBRE,  삼성증권, 언택트 시대 부동산 투자전략, 2020.3 월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수요가 

빠른배송이라는 물류서비스로 변화함에 다라, 유통업체 및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류부동산 확보에 대한 수요와 투자처로서 

물류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증가로 인하여 물류부동산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0 년 이후 수도권에 위치한 

임대용물류부동산 거래사례를 중심으로 그 지역적 분포와 

거래가격 분포를 파악하고, 해당 물류부동산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통하여 물류부동산의 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기업들의 물류전략 수립 또는 물류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물류부동산 선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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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문헌연구 

1. 물류부동산의 현황 및 시장동향 

1) 물류부동산의 개념 및 정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 조 5 의 2 에 

따르면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강신아 외, 2016). 그러나 최근에는 하차･입하, 가공, 

포장, 출고 및 배송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복합창고 

개념의 “물류센터”라는 이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의 재고를 보관하고 창고의 기능에 유통 및 

그에 따른 정보처리 기능이 확대된 공간(강신아 외, 2016)을 

넘어 새로운 대체투자상품처로 확대되고 있는 물류센터를 

물류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현행 법제도상 물류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물류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 21 조 2 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외부 임차용 물류부동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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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을 대상으로 거래가격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물류부동산 거래사례를 선별하는 데 있어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주용도가 ‘창고’이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물류창고업 등록 면적 

기준 중 하나이자, 물류시장 보고서에서  1 만㎡ 이상의 

건축연면적을 갖고 있는 물류부동산 거래사례를  

2) 물류창고업 현황 

국토교통부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기준 전체 창고업 등록 업체는 1,553 개, 

15,352,988 ㎡으로 이 중 60%는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분포해 있다. 강신아(2019)는 이처럼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밀집해 있는 이유로 인구밀집도가 높고, 항구 및 고속도로와 

같은 우수한 물류인프라를 그 이유로 기술하였다(강신아, 

2019). 

표 1. 물류창고업 등록 업체수 및 면적 현황 (2021) 

소재지 

10,000 ㎡이상 

비중 

전체 

비중 
업체수 면적합계(㎡) 업체수 

면적합계(㎡

) 

경기도 241 6,243,836 58% 688 8,241,241 54% 

인천광역시 27 611,944 6% 111 931,891 6% 

경상남도 25 651,181 6% 167 1,120,586 7% 

대전광역시 11 542,686 5% 21 606,431 4% 

세종시 5 531,213 5% 18 598,940 4% 

전라남도 18 404,023 4% 70 591,669 4% 

경상북도 19 338,273 3% 73 555,845 4% 

충청남도 15 251,866 2% 75 480,477 3% 

충청북도 12 189,077 2% 72 415,903 3% 

서울특별시 11 327,604 3% 38 412,247 3% 

전라북도 12 221,378 2% 50 377,343 2% 

광주광역시 9 148,888 1% 36 278,6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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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10,000 ㎡이상 

비중 

전체 

비중 
업체수 면적합계(㎡) 업체수 

면적합계(㎡

) 

부산광역시 6 137,503 1% 32 234,143 2% 

울산광역시 4 82,958 1% 27 166,452 1% 

강원도 3 51,166 0% 30 135,400 1% 

대구광역시 3 55,181 1% 25 125,330 1% 

제주도 0 0 0% 20 80,436 1% 

총계 421 10,788,775 100% 1,553 15,352,988 100%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2021 

 

또한 임대용 물류창고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2021 년 현재 

전국에 334 개의 임대용 물류창고가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26 개를 이어 인천광역시 52 개, 

부산광역시 29 개 순으로, 항만이 위치한 인천 및 부산을 

제외하고 경기도에 임대용 물류창고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임대용 물류창고업 등록 업체수 및 면적 현황 (2021) 

지역 
10,000 ㎡이상 

비중 
총계 

비중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경기도 51 2,380,008 38% 126 2,690,658 37.6% 

인천광역시 21 632,711 10% 53 739,850 10.2% 

부산광역시 13 1,083,534 17% 29 1,154,704 16.1% 

서울특별시 4 1,098,131 17% 15 1,132,408 15.8% 

경상남도 16 493,618 8% 39 596,739 8.3% 

울산광역시 2 378,825 6% 15 421,226 5.9% 

전라북도 1 80,168 1% 7 109,662 1.5% 

경상북도  5 70,759 1% 16 105,853 1.5% 

전라남도 3 38,369 1% 8 68,599 1.0% 

대구광역시 0 0 0% 10 43,129 0.6% 

강원도 1 20,436 0% 9 42,159 0.6% 

충청남도 1 36,804 1% 2 38,142 0.5% 

광주광역시 0 0 0% 3 6,93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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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0,000 ㎡이상 

비중 
총계 

비중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제주특별시 0 0 0% 1 3,136 0.0% 

대전광역시 0 0 0% 1 396 0.0% 

총계 118 6,313,365 100% 334 7,153,592 100.0%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2021 

 

물류회사는 생산지 및 소비지와의 접근성 인력수급의 

용이성 물류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물류부동산의 입지를 

결정함에 따라, 물류부동산은 주요 교통축인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의 주요 IC 기준으로 대부분의 

물류창고가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구매력을 갖춘 

소비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이 핵심지역이 되고 있다(강신아, 

2019). 물류부동산의 경기도 용인을 시작으로 수원, 이천, 여주 

등 수도권 동남지역에 주로 위치하였으나, 최근에는 지가상승과 

물류부동산 인허가에 대한 한계로 인하여 그 대상지역이 

남측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최근에는 안성, 평택, 

천안까지 그 지역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강신아, 2019).  

3) 물류부동산 시장 동향 

소비자들의 쇼핑행태 변화와 코로나 19 로 인한 비대면 

소비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있어, 

소비자와 공급자간 거래가 택배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라 택배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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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자상거래 거래액 증가추이 (2001~2020) 
(단위 : 조) 

※ 통계청, 2021, 2017 년 표본개편되었으나, 통합하여 자료 작성 

표 3.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과정 

※ 김주현 외 (2016) 재인용 및 선행연구를 통한 재구성 

 

구분 
오픈마켓 

(2007) 

소셜커머스 

(2010) 

IT 기업 

오픈마켓 

진출 

(2015) 

SNS 마켓 

(2018~) 

신석식품 

시장확대 

(2019~) 

Biz 

Model 
C2C B2C B2C C2C - 

기업명 

옥션, 

지마켓, 

11 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네이버 

스토어팜,  

카카오스토어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등 

마켓컬리, 

오아시스 

특징 

- 다양한 

판매자의 

상품을 한 

사이트에서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소비자가  

물품 판매  

가능 

- 공동구매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 제공 

- 소비자의 

구매패턴을 

예측하는 

‘큐레이션 

서비스’위한 

IT 투자 증가 

→ 모바일 거래 

사업비중↑ 

E-commerce 

모바일 

거래량↑ 

- 기존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IT기업이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 

자체 

결제시스템을 

활용하며 

기존의 

쇼핑몰에도 

영향을 줌 

→ E-

commerce  

결제서비스 

등장 

- 

판매채널이면서 

홍보채널로 

E-commerce  

성장에 기여 

 

 

 

  

- 신선식품 

구매 증가에 

다른 

온오프라인 

업체의 

새벽배송, 

ㅇ시간 내 배송 

등 본격화 

3 6 7 8 11 13 16 18 21 25 29 34 38 45
54

66

94
113

137

159

0

50

100

150

200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전체



 

9 

 

표 4. 택배물동량, 택배단가, 매출성장추이 

 물동량 

(만박스) 
12 년비 

매출액 

(억원) 
12 년비 

평균단가 

(원) 
12 년비 

2012  140,598     35,232  2,506  

2013  150,931 7%    37,348 6% 2,475 -1% 

2014  162,325 15%    39,756 13% 2,449 -2% 

2015  181,596 29%    43,437 23% 2,392 -5% 

2016  204,666 46%    47,444 35% 2,318 -8% 

2017  231,946 65%    52,145 48% 2,248 -10% 

2018  254,278 81%    56,673 61% 2,229 -11% 

2019 278,980 98% 63,303 80% 2,269 -10% 

2020 337,373 140% 74,925 113% 2,221 -11% 

※ 출처 : 국가물류통합센터, 생활물류통계, 2021 

 

국내 물류업계는 화물 보관과 운송을 요청하는 화주기업과 

그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의 관계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를 

다자간 물류라고 한다. 이러한 다자간 물류는 

일반적으로 1PL(First Party Logistics), 2PL(Second Party 

Logistics), 3PL(Third Party Logistics)로 나눠설명할 수 

있다(강신아, 2019).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물류 업무까지 처리하는 

1PL 보다는 화주인 모기업이 물류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두고 

본사의 물류 및 운송 서비스를 맡기는 2PL, 3PL 방식이 주가 

되고 있다(강신아, 2019). 2PL 방식의 경우 물류 인프라를 

구축으로 인하여 3PL 에 비해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로 

3PL 의 시장 점유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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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화주별 물류서비스의 구분 

※ 출처 : 김주현, 김대기, 김정혁 (2016) 인용 및 정리 

 

 한편, 전자상거래에 있어 판매자와 소비자 간 택배 

위주로 거래가 될 경우 소비자는 여러 개의 택배를 받아야 

하고 소비자는 판매자 재고가 소진되어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2011 년 자체 배송서비스인 FBA(Fulfillment 

By Amazon)을 시작하였다. 풀필먼트란 제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했다가 고객의 주문이 접수되면 물류센터에서 보관된 

제품을 찾고(Picking), 포장하여(Packing),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과정을 뜻한다(오진호 외, 2016). 아마존은 이러한 

자체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센터를 뜻하는 

풀필먼트센터라는 자동화된 물류센터를 2010 년 초반부터 

구축함과 동시에 전세계 약 1,000 여개의 허브물류센터를 

운영하며 공격적 확장과 함께 매출 또한 성장하였다. 

  

구분 1PL 2PL 3PL 4PL 

개념 자체물류 
아웃소싱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및 장

기적 협력관계 

구성 

물류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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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마존 시장점유율와 물류센터 확보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삼성증권, 물류리츠:언택트 시대 부동산 투자전략, 2020.3 

 

이외에도 소비자의 구매 결정 이전에 상품을 소비자의 

지역 풀필먼트 센터로 발송하는 예측배송 특허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 편의점, 오프라인점포인 홀푸드 매장에 

설치한 라커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은 배송 과정의 혁신을 

통해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구매의 격차였던 시간 격차를 

줄이고 멤버십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고객을 5 천만 명이상 

확보하는 등 충성도 높은 재구매 고객을 창출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15, p15-16). 

쿠팡 역시 아마존과 유사한 자체배송서비스를 2014 년부터 

국내에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2020 년까지 전국 20 개 이상 

물류부동산을 확보(약 35.8 만평, 임대 포함)를 통해 2020 년 

기준 약 150 조의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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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쿠팡 매출액과 물류창고 면적 성장추이 

 

이처럼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부터 시작한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물류부동산 확보 현상은 오프라인 유통업체까지 해당 

현상이 확대되며 이마트의 경우 온라인전용센터를 뜻하는 

NE.O 4 개 센터를 구축하는 등 단순히 수송을 위한 공간적 

이동을 목적으로 하였던 물류센터는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보내기 위한 기업의 

핵심전략이 되었다(강신아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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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물류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니즈 변화 

※ Prologis, 2016 

 

동시에, 전통적인 상업용부동산 투자상품으로 여겨졌던 

오피스, 리테일 시장의 수익률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물류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리츠 펀드 등을 통한 물류부동산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간접투자기구(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를 통한 물류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의 경우 2015 년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물류부동산 컨설팅 및 LM 업체인 젠스타메이트에서 2021 년 

3 분기 발표한 시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 년까지 

물류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수자의 90% 이상이 부동산펀드와 

부동산리츠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젠스타메이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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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내 물류부동산 편입 부동산 펀드 및 리츠 추이 

부동산투자신탁(Fund)          부동산투자회사(Reits) 

(단위 : 억원) 

 

※ 출처 : 금융투자협회, 리츠협회, 삼성증권, 언택트 시대 부동산 투자전략, 2020.3 

 

이처럼 물류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수요와 

대체투자 상품으로서 물류부동산의 높은 수익률로 인해, 과거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물류부동산을 구축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물류부동산은 간접투자기구가 임대형 

물류부동산을 개발 또는 매입하고 해당 물류부동산에 온-

오프라인 업체 또는 물류기업 등이 임차하는 형식의 임대형 

물류부동산이 확장 공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1PL 을 통한 

물류서비스를 확대하고, 물류기업은 이러한 온-오프라인 

업체의 유통물류를 3PL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물류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류부동산을 구축하는 데 있어, 자체적 구축보다는 임차를 

통한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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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1)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인한 물류서비스의 변화 

김창수 외(2004)는 기존의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물류 

특성을 비교하였는데, 전자상거래 물류의 특징은 배송형태의 

복잡화, 다빈도 소량 배송으로 인해 기존상거래의 물류에 

비해 유기적 연결을 통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표 6. 기존상거래와 전자상거래 물류 특성비교 

구분 기존상거래의 물류 전자상거래의 물류 

물류영역 
물류부동산→유통점 

최종 배송지의 제한, 집중화 

물류부동산→소비자 

최종 배송지의 분산, 광역화 

배송시간 

비교적 충분한 준비시간 

배송시간의 사전계획에 따라 

물류가 고정적 

단축화 

배송시간의 사전계획 불가능 

배송시간 선택가능 

배송물량 최소단위의 배송 최소 1 개 단위의 배송 

관리방식 비용절감을 위한 관리체계 가치지향적 관리체계 

물류정보 유통업체의 판매정보 
개별 고객주문 정보 

개별 배송물품의 실시간 추적 

※ 김창수 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 3 자 물류 발전전략, p5 

이처럼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고, 

높은 제품 다양성 및 소량 다빈도 주문특성을 띄는 

전자상거래 물류 특징으로 전자상거래에 있어 기업들은 

물류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복수 주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물류에서의 효율성을 달성할 경우 원가 절감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정진헌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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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가 배송속도 단축을 통해 하루 안에 일어나는 

오프라인 구매경험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배송센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Erick 외, 2009). 기업들은 언제 

어디서든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물류부동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Hubner 외, 2016). 

2) 전자상거래로 인한 물류부동산의 변화 

전통적으로 물류센터는 총 운송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곳에 위치함에 따라 토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교통접근성이 

좋은 주요 항만, 공항, 고속도로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러한 적재 및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물류센터의 대부분은 

중소 규모로, 적재 및 운송을 필요로 하는 산업 지역과 철도 

야적장, 부두의 근접한 대도시 교외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이소영, 2021; Mason et al, 2003; Hesse and 

Rodrigue, 2004;mckinnon, 2009). 

이러한 센터들간의 운송비 최적화를 위해 point to point 

방식(물류관련 거점을 촘촘하게 만듦으로서, point 간 물류비 

감소를 추구)에서 허브앤스포크방식(1955 년 델타항공에 의해 

만들어진 물류방식으로, 각 지역에서 집하된 화물을 하나의 

허브에 집결시킨 후 이를 목적지나 배송지역에 위치한 

스포크로 퍼트리는 방식)으로 센터간의 인프라 구축방법이 

진화하였다(Giulano 외, 2018; 조용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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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허브앤스포크 방식과 거점의 대형화 

※ 조용현, 자동화, 대형화로 인한 물류센터의 건축적 변화에 대한 고찰, 2020 

 

반면. 다품종 다량의 상품이라는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의 

특성을 처리하기 위해 물류센터의 유형과 규모, 위치가 

변화하고 있다(이소영, 2021; Xiao et al.2021). 

특히, 오래되고 작은 규모의 물류시설은 적재량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연면적 100,000 ㎡에 달하는 물류센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부동산 신축이 가능한 개발가능 

토지의 부족으로 토지를 더욱 밀도있게 사용하기 위한 복층화, 

최첨단 자동화시설을 통한 물류부동산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소영, 2021; Hesse, 2004; Cidell, 2010; Leigh, Hoelzel, 

2012; Mason et al, 2013; Zuopeng Xiao, et al, 2020). 동시에, 

적재공간 없이 접안 공간의 확보만으로도 대형차량간의 직접 

하역작업을 통해 지역별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Cross Dock 

시스템의 보편화로 인하여, 접안된 서로 다른 크기의 

화물차량끼리 적재공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물품을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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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양면 Dock 역시 새로운 물류부동산의 공간구성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조용현, 2020). 

표 7. 국내 물류부동산의 변화 

 2004~2008 2008~2013 2014 년 이후 

임대시장 

- 화주와 

특수관계자 위주의 

임대 

 

- 소규모 물류센터 

위주 

- 대규모 현대식 

물류센터 확대, 

물류센터 통합화 

- 대형화 추세로 

전환 

- 물류센터 대형화,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복합화 

- 복합적 업무가 

가능하고 자동화 

시설을 갖춘 첨단화 

규모 

중소규모로 영세 

(약 1 만㎡ 내외) 

대규모 현대식 

물류센터 증가 

(약 3 만㎡ 이상) 

초대형화 추세 증가 

(약 10 만㎡ 이상) 

외국인 

투자자 

IMF 이후 외국계 

투자자 국내시장 

진출 

미국계 철수 

싱가포르계 투자자 

증가 

다양한 국적의 해외 

투자자 증가 

지역별 

특성 

기흥, 용인, 여주지역 

집중 

오산, 평택, 안성으로 

확대 

부천, 화성 등 

서해권으로 확대 

※ 삼성증권, 물류리츠 : 언택트 시대 부동산 투자전략, 2020.3.12 

그림 12. Cross Dock System 및 물류센터 통합처리 도식도 

※ 조용현, 자동화, 대형화로 인한 물류센터의 건축적 변화에 대한 고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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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상품을 단순히 저장하는 공간을 넘어 이를 

적기에 분류 및 배송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풀필먼트센터로서 물류부동산의 최적입지는 지가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인력수급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배송센터로서 소비자와 가까운 도심지 

인근으로 이동하고 이동하며 물류부동산에 투자되는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MIT, 2014; 염상덕, 2016; 박정수, 

2018). 

그림 10. 전자상거래로 인한 물류부동산의 재조직 경향 

※ 조용현, 자동화, 대형화로 인한 물류센터의 건축적 변화에 대한 고찰, 2020 

 

3) 물류부동산 가격 결정에 대한 연구 

과거 물류부동산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물류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입지선정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재학, 2004; 도화용, 2008; 권호근, 2011; 송기옥·류강민, 

2019). 초창기 물류부동산의 경우 임대차/거래 관행상 

화주들이 주요한 정보공개를 꺼려하여, 화주 또는 물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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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송기옥·류강민, 2019). 

하지만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물류부동산 개발사례가 

늘어남과 동시에 2016 년부터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물류부동산의 거래가격이 정해짐에 있어, 거래연도의 

NOI 를 기반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분석함에 있어 거래가격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임대료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독립변수를 

산출하였다. 

오세준 외(2016)은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 거래된 

경기도 내 물류부동산에 거래가격 영향요인에 대해 

헤도닉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IC 와의 거리(-), 

연면적(-), 경과연수(-), 주차대수(+), 층고(+), 냉동창고 

보유여부(+)라는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거래호가가 

아닌 실제 실거래가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거래가격 영향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거래사례의 지역적 

분포가 수도권 동남부, 즉 경부고속도로에 밀접한 물류부동산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약 4 년간의 거래사례로 본 분석결과를 

보편화 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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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욱 외(2019)는 수도권에 위치한 45,000 ㎡ 이상의 

물류부동산을 대상으로 2006 년부터 2018 년까지 거래된 

146 개의 단위 대지면적당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대해 헤도닉 

가격모형을 통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주도로차선, 연면적,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상업지역 등이 정(+)의 영향을, 

반면 강남구청까지 물류비용, 철골구조, 상온보관방식은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입지적 특성을 도출해 내는데 있어 물류비용과 

강남구청까지의 거리라는 2 가지 모델을 통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공업입지이론을 반영하여 

물류부동산 거래가격 영향요인을 도출해 냈다는 점과, 시간적 

더미변수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높다.  

 강신아(2019)는 수도권에 입지한 298 개의 단위면적당 

환산임대료 영향요인에 대해 헤도닉 가격모형을 회귀분석을 

통해, 고속도로 IC 와 배후도시거리가 가까울수록, 지세가 

평지일수록, 건폐율이 높을수록, 냉동냉장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물류부동산과 주차대수가 많은 물류부동산의 임대료가 

높았으며, 경과년수가 짧을수록 대기업테넌트가 많을수록 

임대료가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강신아(2019)의 

연구에서 리츠 및 펀드 등의 투자기업에서 투자한 

물류부동산의 임대료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간접투자상품으로서 물류부동산이 갖는 의미를 도출해 

냈다는데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하지만, 임대료 영향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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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각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물류부동산의 임대료는 지역적으로 동질화되는 

경향이 크며, 이러한 임대료의 경우 임차기간에 따른 가격 

영향을 배제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물류부동산의 거래가 실물거래 뿐만 

아니라 선매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대기업테넌트의 

책임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물류부동산의 매출을 

통한 NOI 는 낮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높은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물류부동산의 거래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전재원·최창규(2019)는 강신아(2019)와 

달리 수도권 임대물류센터의 단위면적당 임대료를 종속변수로 

헤도닉 가격모형, 회귀분석 결과 고속도로 IC 와의 거리 뿐만 

아니라 외곽순환고속도로 IC 와의 거리, 용적률 및 건축면적, 

냉장냉동시설 설치 여부가 임대료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해당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 

비계획관리지역과 비자연녹지 지역일수록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용도지역이 물류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의미하게 도출해 냈다. 

 최문식 외(2016)는 헤도닉 모형을 통해 경기도 지역 및 

수도권, 3 만㎡ 이상의 물류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료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차량접안에 대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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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준공연도가 최근일수록, IC 와의 거리가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표 8. 국내 물류부동산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지역/ 

샘플수 

분석대상/ 

분석방법 
종속변수 

독립변수 

+ - 

송기욱 

외 

(2019) 

수도권 

/146 

실거래가 

/회귀분석 

실거래가 

/대지면적 

주도로차선, 

연면적, 

대지면적대비 

연면적비율, 

상업지역 

강남구청까지물

류비용, 

철골구조, 

상온보관방식, 

연면적 2 만이상 

오세준 

외 

(2016) 

경기권 

/140 

실거래가 

/회귀분석 

실거래가 

/연면적 

주차대수, 

층고, 

냉동창고 

보유여부 

고속도로 

IC 와의 거리, 

연면적, 

경과연수, 

최문식 

외 

(2016) 

경기권 

/52 

설문조사 

/회귀분석 

평당 

임대료 

준공연도, 

천정고, 

차량접안시설, 

IC 까지의 

거리 

연면적, 

화물 ELV 개수, 

자동화시설, 

강신아 

(2019) 

수도권 

/298 

임대료 

/회귀분석 

단위면적당

환산임대료 

평지, 건폐율, 

냉동냉장설비, 

주차대수, 

간접기구를 

통한 투자여부 

IC 와 거리, 

배후도시거리, 

경과년수,  

대기업테넌트 

전재원

외 

(2019) 

수도권 

/251 

임대료 

/회귀분석 

단위면적당

임대료 

용적률, 

건축면적, 

냉동냉장설비, 

비계획관리지

역과 

비자연녹지 

지역 

IC 와 거리, 

외곽순환고속 IC

와 거리, 

이남승 

(2020) 

수도권 

/99 

상온임대

료 

/회귀분석 

단위면적당

임대료 

연면적,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고 

IC 와의 거리, 

서울 CBD 거리, 

경과년수, 

 



 

24 

 

제 2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물류부동산의 거래가격에 

대한 연구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2016 년부터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물류부동산이 공급되고 해당 부동산에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체가 임차하는 현상이 발생한 시점이 근래임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물류부동산의 연결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물류부동산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실제 해당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물류부동산의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구조와 함께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의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전자상거래 업체가 

임차하고 있는 물류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회귀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들이 

임차하고 있는 물류부동산의 거래가격에 미친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동인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물류부동산에 대하여, 향후 기업들의 

물류전략 수립 또는 물류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물류부동산 

선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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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1. 헤도닉 가격모형 

헤도닉 가격모형은 소비자 수요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이론으로, 서로 다른 재화의 가치는 해당 재화가 보유한 

특성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며(강신아, 

2019), 재화의 특성들은 하나의 묶음으로 거래가 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해당 재화의 가격을 내재된 특성들의 

양에 대하여 회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추정하는 모형이며, 

Lancaster, Rosen 등이 부동산 특성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수요 공급에 따른 균형가격과 동일하다고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서동진, 2017; 이용만, 2008;강신아, 2019). 

헤도닉 가격모형은 부동산의 가격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형이기(조영재, 

2017) 때문에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한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되며,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강신아, 2019). 

P = h(S, N, L) 

상기 수식에서 P는 부동산 가격을 의미하는 종속변수이며, 

S, N, L 은 독립변수로서 부동산의 특성들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P)에 부동산의 각 특성(S, N, L)을 회귀하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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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들의 계수가 추정되며, 추정된 계수가 바로 헤도닉 가격이 

되는 것이다(강신아, 2019). 

헤도닉 함수는 일반적으로 선형함수(liner function), 

이중로그함수(double log function), 반로그함수(semi-log 

function) 중 하나를 사용한다(이용만, 2008;강신아, 2019). 

선형함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linear)인 것을 가정하에 이를 모형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이용만, 2008;강신아, 2019). 

Yi = α + β1X1i + β2X2i + εi 

I: 관찰된 표본을 표시 

Y: 종속변수(단위당 실거래가격) 

X1, X2: 독립변수 

β1, β2: 독립변수인 X1, X2 의 계수. 회귀를 통해 

추정해야 할 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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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설계 

본 연구는 헤도닉 가격모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수도권 물류부동산거래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신아(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상위요인이 하위요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지적 특성, 

경제적 특성, 운영적 특성, 정책적 특성을 사용하여 독립변수를 

4 가지로 구분하였다. 

입지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강신아(2019)는 고속도로 IC 거리, 

전재원 ․ 최창규(2019)는 외곽순환고속도로 IC 거리를 

제시하였고, 양나영(2016)은 서울 CBD 까지의 거리를 

독립변수로 제시였다. 뿐만 아니라 오세준(2015)은 항만거리, 

배후도시거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변수로 설정함에 있어, 고속도로 IC, 외곽순환도로 IC, 

서울 CBD 까지의 거리를 서울시청까지 도달하는 시간이라는 

통합적 변수를 설정하여 기존의 연구들의 변수를 통합하여 

정량적 분석에 활용하고, 배후도시거리를 보조변수로 

적용함으로서 근로자 확보의 용이성이 물류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물리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양나영(2016), 강신아(2019), 전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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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규(2019)는 공통적으로 건폐율, 경과년수를 제시하였으며, 

전재원 ․ 최창규(2019)은 이에 대해 건축면적, 용적률을 

제시하였으며, 최문식(2016)은 준공년도를 제시하였다. 

오세준(2015)은 이에 더해 대지면적, 접면도로폭을 변수로 

제시하였다.  

시설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인의 경우, 강신아 

(2019)은 냉장냉동설비, 주차대수를 제시하였으며, 

전재원·최창규(2019)는 램프를 이용한 전층접안을 

더미변수로 제시하였고, 최문식(2016)은 엘리베이터 개수, 

층고, 자동화시설을 박지환(2017)은 Rack 설비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변수 중 

냉장냉동설비, 주차대수, 전층접안, 층고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경제적 특성의 경우, 강신아(2019)는 대기업테넌트 입주 

여부와 리츠펀드 투자 여부를 제시하였으며, 양나영(2016), 

Lim(2018)은 공시지가를 변수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변수 중 

공시지가와 매수자에 따라 리츠펀드 투자 여부를 추가적 

변수로 사용하였다. 

정책적 특성으로 최창규(2019)가 제시한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을 변수로 설정하고, 신축 물류부동산 구축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기존 물류지원용지 등으로 공급되어 인허가 

이슈가 낮은 산업단지 내 위치 여부를 더미변수를 설정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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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특성으로 준공연도 2016 년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해당 연도는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국내 물류센터를 확장한 시점과 삼성증권 연구에서도 언급했던 

물류센터의 3 단계 변화가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독립변수 

중 통합이 가능한 측정요인들은 하나로 통합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업체가 임차한 물류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가격 

영향요인 분석을 별도 시행해 봄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수도권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표 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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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선행연구 종속변수/독립변수 요약표 

구분 
송기욱 

외(2019) 

오세준 외 

(2016) 

최문식 외 

(2016) 

이남승 

(2020) 

강신아 

(2019) 
본 연구 

종속변수 
실거래가/ 

대지면적 

실거래가 

/연면적 

단위면적당 

임대료 

단위면적

당환산임

대료 

실거래가 

/연면적 

독 

립 

변 

수 

입

지

적 

IC 거리  ○ ○  ○ ○ 

도심 물류비 ○      

도심거리 ○  ○   ○ 

항만거리  ○     

배후도시거리  ○   ○ ○ 

지세       

접면도로폭 ○ ○    ○ 

용도지역 ○     ○ 

물

리

적 

건폐율      ○ 

경과년수 ○ ○ ○  ○ ○ 

연면적 ○ ○ ○   ○ 

대지면적      ○ 

용적률 ○    ○ ○ 

시

설

적 

냉장냉동설비 ○ ○   ○ ○ 

층고  ○ ○  ○ ○ 

주차대수  ○     

차량접안시설   ○   ○ 

자동화시설       

랙설비       

전층접안      ○ 

경

제

적 

대기업테넌트     ○  

리츠펀드투자      ○ 

고용률  ○   ○  

공시지가   ○  ○ ○ 

시간적      ○ 

분석방법 헤도닉가격모형/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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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화물 

수송수단별 물동량 지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2010 년 이후 

거래된 물류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1. 국내화물 수송수단별 물동량 지수 

 

※ 출처 : 국가물류통합센터, 2021 : 

공간적 범위는 전국 물류부동산 공급현황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및 인천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한 거래사례의 경우 물류부동산 

회사인 A 사의 시장자료와 물류부동산 전문 플랫폼인 리웨어에 

등록된 거래사례를 종합하여 확인된 284 개의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되, 관련 독립변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227 개의 물류부동산 거래사례를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시장자료와 투자설명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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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자료를 재구성하였고, 전자상거래 성장과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물류부동산의 공급 확대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임대용 물류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위해 

자가이용을 위해 구축된 물류부동산 48개의 거래사례와 연면적 

1 만㎡이하인 사례 8 개, 동일한 물류센터의 재거래 사례인 

20 개를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151 개의 표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명목거래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변환하되, 종속변수 설정에 

있어 대지면적당 실거래가격을 측정할 경우 자연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위치한 물류부동산의 경우 낮은 법정 건폐율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연면적당 실거래가격을 종속변수로 결정하였다. 

입지 분석 요인 중 거리측정이 필요한 데이터는 해당 

지역의 좌표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의 물리적 요인과 공시지가 등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10. 변수의 설정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단위 

종속변수 단위연면적당 거래가격 (거래가/건축연면적) 원/㎡ 

독립변

수 

입지적

특성 

서울시청까지 거리 Km 

배후도시까지의 거리 Km 

IC 까지의 거리 Km 

물리적

특성 

건축연면적 ㎡ 

연면적 10 만㎡ 이상 1, 이외 0 더미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전면도로폭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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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단위 

경과연수(현재-준공연도) 연 

시설적

특성 

층고 M 

전층접안 1, 이외 0 더미 

냉장/냉동창고보유 1, 이외 0 더미 

경제적

특성 

공시지가 원 

계획관리, 자연녹지 외 1, 계획관리, 자연녹지 0 더미 

산업단지 1, 산업단지 외 0 더미 

간접투자기구 1, 이외 0 더미 

시간적

특성 
2016 년 이후 1, 2016 년 이전 0 더미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물류부동산의 입지적, 시설적, 경제적, 정책적, 

시간적특성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 변수별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전자상거래 성장에 따라 소비지까지의 거리가 

짧을수록 물류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물류부동산은 생산된 제품을 입고 받거나 혹은 보관되어 

있는 상품을 필요한 곳으로 배송하는 집배송 역할을 한다. 빠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프라 즉, 

고속도로 IC 등 광역 교통망과 인접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강신아, 2019). 2020 년 3 월 기준 수도권 전체 

인구는 약 25.9 백만 명으로 이 중 서울의 인구수는 9.7 백만 

명으로 수도권 전체인구의 38%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서울의 인구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물류부동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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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되는 물량 중 많은 물량이 서울과 서울 인근지역으로 

배송된다. 최문식(2016)과 송기욱 ․ 류강민(2019) 등의 

연구에서도 서울 CBD 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물류부동산 

임대료가 상승한다고 제시하였다. 오세준 외(2016)의 

연구에서는 배후도시까지의 거리가 짧을수록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수요 및 공급지역이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물류부동산은 원활한 입출고를 위해 

고속도로 IC 등 광역 교통망과 인접한 지역에 입지하는 하는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강신아, 2019;전재원 외, 2019;최문식, 

2016;이남승,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입지적 특성으로 

서울시청까지의 거리 또는 배후도시, 고속도로 IC 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래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상품으로서 수도권 전역에 물류부동산이 

분포함에 따라 입지적 변수가 거래가격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입지적 

특성 요인으로 추출된 3 가지 변수 모두를 반영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반면, 입지적 특성의 도달거리의 경우 행정안전부 제공 

표준데이터셋 정보를 이용하여 WGS-84 좌표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위도, 경도로 변환 후 서울시청까지의 

직선거리(km), 배후도시의 경우 각 배후도시의 시청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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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거리(km)를, IC 까지의 거리의 경우 네이버지도를 통해 각 

IC 까지의 직선거리(km)를 기분으로 변수를 산출하였다. 

 

가설 2: 초대형(10 만㎡) 이상의 물류부동산일수록 

거래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물류부동산의 연면적이 넓을수록 물류효율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물류부동산 구축사례에 대해 

대형물류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강신아(2019)는 연면적이 넓을수록 여러 임차인들이 입주하게 

되고, 계약기간 역시 개별 임차인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개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임차인이 입차하는 

시점마다 시간 차가 발생하여 공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져 

연면적이 넓을수록 물류부동산의 임대료가 하락한다고 

분석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책임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에 의해 변화할 수 것으로 물류효율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물류부동산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초대형물류부동산으로 정의되는 10 만㎡ 이상의 연면적일 경우 

더미변수를 구성하여 연면적이 넓을수록 물류부동산의 

거래가격이 상승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물류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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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온창고의 경우 상온창고에 비해 임대료가 

2~3 만원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2015 년부터 

시작된 마켓컬리의 새벽배송 개시와 해당 기업의 매출 상승을 

이루었다. 새벽배송의 경우 주로 신선식품이 주요 배달품목으로 

이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시작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까지 

온-오프라인 업체 모두 신선식품 유통을 위한 Cold-

Chain(저온 물류센터)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오프라인 위주에서 거래되던 신선식품의 구매가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옮겨가고, 1 인 가구의 성장, HMR 상품으의 증가로 

인하여 저온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2018 년 이후 저온 물류부동산 공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임대료로 거래가격 

산정에 기반이 되는 높은 NOI 확보가 가능하고, 해당 센터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2018 년 이후 거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상기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물류부동산 신축에 따른 민원이 적은 산업단지 

내 위치할수록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잇따른 물류부동산 화재로 인한 2020 년 10 월 소방법 

개정에 따라, 신축건물 개발시 소방 관련 계약의 경우 건축주 

직발주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에 따른 건축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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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물류부동산 입점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을 사유로 물류부동산 신축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강화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물류부동산 인허가에 

있어 특정면적 내 물류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를 통해 인허가가 가능했으나, 물류부동산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유통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구체적 가이드라인 

수립하여 인허가 절차가 강화되었다. 용인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 전반적으로 물류부동산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지면서 물류부동산 신축이 가능한 수도권 내 부지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민원 또는 인허가 관련 

위험이 낮고 물류인프라 환경이 좋은 사업단지 내 위치한 

물류부동산의 경우 더 높은 거래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기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리츠 및 펀드가 매수한 물류부동산은 거래가격이 

높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상업용부동산 투자상품인 오피스의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대체상품으로서 리츠 및 펀드 등을 

통한 물류부동산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강신아, 

2019). 리츠 및 펀드의 경우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투자자 또는 기업의 자금이 활용됨에 따라 대규모 자금조달에 

용이하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일반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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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화가 가능하고(강신아, 

2019; 서동진, 2017), 향후 매각차익 확보를 위해 냉장냉동, 

전층접안, 복합센터 등 최신식 물류부동산 개발이 가능하다, 

강신아(2019), 서동진(2017)  연구에서 리츠 및 펀드가 

투자한 물류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상승한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상기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물류부동산 실거래가격 영향요인 분석을 

위하여 SPSS 을 사용하여 수도권 151 개의 거래사례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물류부동산 실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물류부동산의 입지로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동남권역의 물류부동산 거래가격 영향요인 분석을 별도로 

시행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권역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해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업체가 입주해 있는 

물류부동산을 대상으로 별도의 회귀분석을 시행할 예정인데, 그 

이유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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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종속변수 P-Plot 및 산점도 

 

 
그림 13. 독립변수~종속변수 편회귀분포도 

  

구분 편회귀분포 구분 물리적특성 

시청까지거리 

 

저온 

 

IC까지거리 

 

공시지가 

 

경과개월 

 

간접투자기

구 

 

전층법인 

 

시간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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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표본의 소개 

1. 기초통계량 

실증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기초통계량은 표 9 과 같다. 

실거래가격은 단위면적당 23 만원/㎡에서 480 만원/㎡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값은 175 만원/㎡이었다. 

서울시청까지의 거리는 최소 최소 12.3km 에서 최대 

76.8km 로 평균 47.7km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배후도시까지의 거리는 최소 1.4km 최대 43.4km 로 평균 

10.8km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IC 까지의 거리의 경우 최소 

0.2km 에서 대 12.1km 로 평균 3.5km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면적은 최소 10,662 ㎡에서 최대 

250,593 ㎡으로 평균 연면적은 50,259 ㎡이다. 대지면적은 

최소 1,587 ㎡에서 최대 153,769 ㎡로 평균값은 

26,611㎡이었다. 경과연수는 최소 0개월에서 311개월로 평균 

62 개월, 5.2 년의 경과년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폐율은 최소 17.3%에서 최대 69.9%, 평균 45.1%이었으며, 

용적률은 최소 18.1%에서 359.3%로 평균 127.0%인데 이는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표본의 수가 많은 

이유로 예상된다. 공시지가는 최소 2.9 만원에서 679 만원으로 

평균 155 만원 정도의 대지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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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층고의 경우 최소 4.1M 에서 최대 

15.3M 로 평균 8.6M 로 조사되었다. 

 

표 11. 변수의 기초통계량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단위면적당거래가 

(만원/㎡) 
151 23.02  480.23  175.29  79.67  

서울시청까지거리 

(km) 
151 12.33  76.77  47.69  15.90  

배후도시까지거리 

(km) 
151 1.41  43.38  10.83  6.54  

IC 까지거리 

(km) 
151 0.23  12.10  3.54  2.26  

건축연면적 

(천㎡) 
151 10,662 250,592 50,259 42,320 

대지면적 

(천㎡) 
151 1,587.00  153,769.10  26,611.16  19,792.30  

건폐율 

(%) 
151 17.26  69.90  45.09  12.05  

용적률 

(%) 
151 18.11  359.26  126.96  80.42  

전면도로폭 

(M) 
151 5.00  30.00  13.64  6.21  

경과개월 

(개월) 
151 0.00  311.00  68.21  61.81  

층고 

(M) 
151 4.13 15.34 8.59 2.50 

공시지가 

(만원/㎡) 
151 2.89  679.01  155.04  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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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의 지리적 분포 

연도별 거래사례의 지리적 분포의 경우 2010~현재까지 

동남권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8 년에 이르면서 

남부권과 서부권의 거래사례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2019 년부터 중앙권역의 물류센터 거래도 일어나고 있음을 

그림25처럼 분석할 수 있었다. 거래사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동남권 78 개(51.0%), 남부권 27 개(17.9%), 서부권 

21 개(13.9%), 서북권 15 개(9.9%), 중앙권 10 개(6.6%), 

남양주 1 개(0.7%)로 조사되었다. 

그림 14. 물류부동산 권역별 거래면적 분포 

(단위 :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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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역시 고속도로에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었으며, 준공연수를 

기준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12 년부터 서북권의 

물류부동산 개발이 가시화되었으나, 대부분의 물류부동산이 

중앙, 동남,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5. 물류부동산의 지리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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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권역별 물류부동산 공급추이 

 

권역별 임대료가 서북권, 서부권, 중앙권, 동남권, 

남부권의 순서인 데 반해 건축연면적당 실거래가의 평균값의 

경우 경우 중앙권, 서부권, 남부권, 서북권, 동남권, 기타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투자상품으로서 물류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형성하는 요인이 임대료 외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표 12. 권역 거래가격, 임대료 순위 비교표 

구분 
단위면적당 거래가격 

(만원/㎡) 
순위 

평당 임대료 

(원/평) 
순위 

중앙 218.80 1 35,111 2 

남부 183.66 2 24,317 5 

서북 180.48 3 42,333 1 

남양주 171.50 4 - - 

동남 168.06 5 26,401 4 

서부 166.82 6 32,15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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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권역별 물류부동산 거래가격 분포 

 

2010 년부터 2021 년까지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권역별 거래가격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그림 18. 단위면적당 거래가격 시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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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 

1) 물류부동산 거래가격 영향요인 회귀분석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전재원 ․ 최창규(2019), 박지환(2017), 

오세준(2015), 이남승(2020)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p<.1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에 사용한 변수는 서울시청까지의 거리, 

건축연면적(10 만㎡ 이상 더미변수 포함),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전면도로폭, 경과년수, 층고, 전층접안 여부, 

냉장/냉동창고 보유여부, 공시지가, 계획관리/자연녹지 외, 

산업단지, 리츠펀드투자, 시간적 특성이다. 

이를 통한 물류부동산 거래가격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8 과 같다. 회귀모형은 F=5.020, 유의확률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0.6%(R2=.406, adjR2=.325)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

Watson 통계량은 1.105 으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p<.1 에서는 대지면적 

(β=0.217, p<.1), 용적률 (β=0.259, p<.1), 공시지가 

(β=0.231, p<.1), 산업단지 (β=0.208, p<.1)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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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서울시청까지의 거리 (β=-0.209, p<.1), 

건축연면적 (β=-0.292, p<.1), 경과개월(β=-0.263, p<.1), 

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p<.01 에서는 저온창고의 보유여부 (β=0.238, p<.001), 

계획관리 외 지역 (β=-0.488, p<.001), 

간접투자기구(β=0.278, p<.001)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표 13. 단위면적당 거래가격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표준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베타 공차 VIF 

단 

위 

면 

적 

당 

거 

래 

가 

격 

(상수)  2.883 0.005   

서울시청까지거리(km) -0.209 -1.712 0.089 0.301 3.318 

배후도시까지거리(km) 0.054 0.565 0.573 0.493 2.028 

IC 까지의 거리(km) 0.043 0.482 0.630 0.569 1.757 

건축연면적 -0.292 -1.958 0.052 0.202 4.939 

10 만㎡이상 대형더미 0.091 0.754 0.452 0.312 3.206 

대지면적 0.217 2.229 0.028 0.476 2.103 

건폐율 -0.093 -0.887 0.377 0.410 2.442 

용적률 0.259 1.896 0.060 0.240 4.159 

전면도로폭 0.009 0.104 0.917 0.555 1.801 

경과개월 -0.263 -1.973 0.051 0.253 3.957 

층고 -0.034 -0.412 0.681 0.643 1.556 

전층 접안여부 0.120 1.295 0.197 0.528 1.894 

저온 0.238 3.205 0.002 0.815 1.227 

공시지가 0.231 2.319 0.022 0.452 2.211 

계획관리 외 1 -0.488 -3.183 0.002 0.191 5.226 

산업단지 0.208 1.702 0.091 0.302 3.310 

간접투자기구 0.278 3.539 0.001 0.728 1.374 

2016 년 이후 1 -0.063 -0.511 0.610 0.295 3.387 

R2 0.406 

Adj.R2 0.325 

F(p-value) 5.020(p<.001) 

Durbib-Watson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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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류부동산 거래가격 단계적 회귀 분석 

수도권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대해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경과개월, 저온창고 보유여부, 간접투자기구 매수 

여부, 공시지가가 단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모형 1 에서 경과개월수가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16.0% 

설명력이 있었다. 저온창고 보유여부가 추가된 모형 2 에서는 

설명력이 6.5% 증가하여 22.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온창고의 보유여부 추가된 모형 3 에서는 

4.5%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27.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수자가 간접투자기구 변수가 추가된 모형 

4 에서는 3.2%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30.2%의 설명력을 가지는 

가지고 있었다. 물류부동산 임대료에 가장 큰 설명력이 있는 

변수는 경과개월(β=-.274, p<.001), 간접투자기구 (β=.251, 

p<.001), 냉동/냉장설비 보유(β=.237, p<.001), 

공시지가(β=.184, p<.1)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14. 단위면적당 거래가격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 
표준계수 

t R2 
Adj.R

2 
F 

베타 

1 물리적특성 경과개월 -0.401 -5.337 0.16 0.155 28.484 

2 

  

물리적특성 경과개월 -0.336 -4.497 
0.225 0.215 21.490 

시설적특성 저온 0.262 3.511 

3 

물리적특성 경과개월 -0.271 -3.573 

0.27 0.255 18.103 시설적특성 저온 0.267 3.663 

경제적특성 간접투자기구 0.221 3.001 

4 

물리적특성 경과개월 -0.274 -3.676 

0.302 0.283 15.791 
시설적특성 저온 0.237 3.287 

경제적특성 
간접투자기구 0.251 3.432 

공시지가 0.184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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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남권역 물류부동산 거래가격 영향요인 회귀분석 

수도권 전역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하나의 권역을 선택하여 별도의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권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 

이남승(2020)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동남권을 별도의 

회귀분석을 시행할 지역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 표본 

중 가장 많은 거래사례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해당 권역은 

경기광주, 용인, 이천, 여주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고속도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물류부동산 최대 수요지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전재원 ․ 최창규, 2019). 조영재(2019)는 

해당 지역이 경기도 총 물량의 40%, 전국 물량의 약 11%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물류단지와 물류부동산들이 밀집되어 

있고(조영재, 2019) 전국으로 수배송이 가능한 경부고속도로와 

산업도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배송처가 많은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권역이기(이남승, 2020) 때문에 본 

연구의 별도 분석권역으로서 대표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동남권역 거래사례 87 건을 대상으로 회귀모형은 F=4.890, 

유의확률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6.4%(R2=.605, adjR2=.475)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141 으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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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수도권 영향요인 결과와 

달리 p<.1 에서는 건축연면적 (β=-0.326, p<.1), 경과개월 

(β=-0.328, p<.1 이 음(-)의 방향으로, IC 까지의 거리 

(β=0.231, p<.1), 전층접안여부 (β=0.259, p<.1), 공시지가 

(β=0.264, p<.1)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p<.01 에서는 저온창고의 보유여부 (β=0.372, 

p<.001) 만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표 15. 단위면적당 거래가격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표준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베타 공차 VIF 

단 

위 

면 

적 

당 

거 

래 

가 

격 

(상수)  2.390 0.020   

서울시청까지거리(km) -0.208 -1.418 0.161 0.298 3.358 

배후도시까지거리(km) -0.119 -0.819 0.416 0.303 3.297 

IC 까지의 거리(km) 0.231 1.805 0.076 0.392 2.548 

건축연면적 -0.326 -1.743 0.086 0.184 5.446 

10 만㎡이상 대형더미 0.138 1.015 0.314 0.345 2.899 

대지면적 0.190 1.332 0.187 0.316 3.168 

건폐율 0.027 0.228 0.820 0.454 2.203 

용적률 0.119 0.701 0.485 0.221 4.524 

전면도로폭 -0.067 -0.658 0.513 0.611 1.636 

경과개월 -0.328 -1.989 0.051 0.236 4.239 

층고 0.041 0.413 0.681 0.663 1.509 

전층 접안여부 0.259 2.195 0.032 0.459 2.179 

저온 0.372 3.935 0.000 0.717 1.394 

공시지가 0.264 1.910 0.060 0.336 2.975 

계획관리 외 1 -0.256 -1.796 0.077 0.317 3.158 

산업단지 0.139 1.370 0.175 0.622 1.609 

간접투자기구 0.036 0.374 0.709 0.681 1.469 

2016 년 이후 1 -0.226 -1.409 0.163 0.250 3.997 

R2 0.564 

Adj.R2 0.449 

F(p-value) 4.890(p<.001) 

Durbib-Watson 1.141 

 



 

51 

 

2-1) 물류부동산 실거래가격 단계적 회귀 분석 

수도권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대해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냉장/냉동설비 보유 여부, 경과개월과 공시지가가 

단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모형 1 에서 

냉장/냉동설비 보유여부가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임대료에 

24.0% 설명력이 있었다. 물류부동산의 경과개월이 추가된 

모형 2 에서는 설명력이 10.5% 증가하여 34.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시지가가 추가된 모형 3 에서는 

7.9%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42.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물류부동산 임대료에 가장 큰 설명력이 있는 변수는 

냉동/냉장설비 보유(β=.408, p<.00), 경과개월 (β=-.353, 

p<.00), 공시지가 (β=.282, p<.00)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단위면적당 거래가격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 
표준계수 

t R2 Adj.R2 F 
베타 

1 시설적특성 저온 0.49 5.184 0.240 0.231 26.874 

2  
시설적특성 저온 0.435 4.862 

0.346 0.330 22.176  
물리적특성 경과개월 -0.329 -3.677 

3 

시설적특성 저온 0.408 4.811 

0.424 0.403 20.371 물리적특성 경과개월 -0.353 -4.167 

경제적특성 공시지가 0.282 3.364 

 

3) 전자상거래 임차 물류부동산 영향요인 회귀분석 

본 연구에 있어, 전자상거래로 인해 변화한 물류서비스로 

인하여 물류부동산을 확대하고 있는 주체인 유통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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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가 임차 중인 물류부동산 53 건을 대상으로 

별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회귀모형은 F=2.234, 

유의확률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4.2%(R2=.542, adjR2=.299)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685 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p<.1 에서 냉장/냉동시설 보유여부가 

(β=0.442, p<.01)가 정(+)의 방향으로, p<0.01 에서 계획관리 

외 지역(β=-0.991, p<.01)이 음(-)의 방향으로, 

간접투자기구가 (β=0.529, p<.01)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표 17. 단위면적당 거래가격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표준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베타 공차 VIF 

단 

위 

면 

적 

당 

거 

래 

가 

격 

(상수)  0.292 0.772   

서울시청까지거리(km) -0.349 -1.525 0.137 0.258 3.881 

배후도시까지거리(km) 0.164 0.850 0.401 0.363 2.755 

IC 까지의 거리(km) -0.012 -0.071 0.944 0.458 2.184 

건축연면적 -0.073 -0.222 0.826 0.126 7.934 

10 만㎡이상 대형더미 -0.102 -0.381 0.706 0.189 5.299 

대지면적 0.180 0.868 0.391 0.314 3.181 

건폐율 -0.019 -0.095 0.925 0.336 2.974 

용적률 0.288 1.063 0.295 0.183 5.456 

전면도로폭 0.123 0.659 0.514 0.388 2.579 

경과개월 0.042 0.134 0.894 0.137 7.311 

층고 -0.087 -0.561 0.579 0.558 1.792 

전층 접안여부 -0.087 -0.562 0.578 0.561 1.783 

저온 0.442 2.629 0.013 0.477 2.097 

공시지가 0.260 1.429 0.162 0.408 2.449 

계획관리 외 1 -0.991 -3.141 0.003 0.135 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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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표준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베타 공차 VIF 

산업단지 0.431 1.643 0.110 0.196 5.113 

간접투자기구 0.529 3.072 0.004 0.454 2.201 

2016 년 이후 1 0.272 0.938 0.355 0.160 6.256 

R2 0.542 

Adj.R2 0.299 

F(p-value) 2.234(p<.001) 

Durbib-Watson 1.685 

 

3-1) 전자상거래 임차 물류부동산 단계적 회귀 분석 

유통 및 전자상거래 업체가 입점한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대해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간접투자기구(+), 공시지가(+), 경과개월(-), 냉장/냉동 

보유여부(+)가 단계적으로 유효한 변수임이 분석되었다. 

간접투자기구만이 반영된 모형 1 에서는 11.4% 설명력이 

있었다.  경과개월이 추가된 모형 2 에서는 설명력이 8.1% 

증가하여 19.6%의 설명력을, 냉장/냉동설비 보유여부가 추가된 

모형 3 에서는 6.2%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25.7%의 설명력을, 

경과개월이 추가된 모형 4 에서는 4.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가장 큰 설명력이 있는 

변수는 간접투자기구 (β=.387, p<.1), 경과개월 (β=-.262, 

p<.1) , 냉장/냉동시설 보유여부 (β=0.256, p<.1)순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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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단위면적당 거래가격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수 
표준계수 

t R2 
Adj.R

2 
F 

베타 

1 경제적특성 간접투자기구 2.566 0.013 0.114 0.097 6.585 

2  
경제적특성 간접투자기구 2.583 0.013 

0.196 0.163 6.078 
물리적특성 경과개월 -2.247 0.029 

3 

시설적특성 간접투자기구 3.056 0.004 

0.257 0.212 5.657 물리적특성 경과개월 -2.122 0.039 

시설적특성 저온 2.017 0.049 

 

4. 연구결과 

회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도권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지까지의 거리가 짧을수록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첫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수도권 전역에 위치한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서울시청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래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역할에서 물류센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되는 풀필먼트센터로서 물류부동산의 역할이 시장에 

자리매김 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류부동산일수록 그 거래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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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남권역을 대상으로 한 물류부동산 거래가격 

영향요인 분석 결과,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IC 까지의 거리가 

거래가격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 까지의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인데, 이는 해당 권역 

내 위치한 물류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건축연면적 1 만㎡ 

이상의 대형 물류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면적이 대형임에 

따라 거래가격이 갖는 할인효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대지면적당 거래가격을 종속변수로 IC 까지의 거리를 살펴본 

결과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9. 동남권역 IC 거리와 건축연면적당 거래가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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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동남권역 IC 거리와 대지면적당 거래가격 관계 

 

두번째, 냉장/냉동설비 보유 여부가 물류부동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냉장/냉동설비 보유 여부는 수도권 전체, 동남권, 

전자상거래 입점 물류부동산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거래가격에 (+)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첫번째, 상온임대료에 비해 높은 임대료가 측정되는 

저온임대료의 특성상, 냉장/냉동설비 유무가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증가한 HMR 등 저온 물류수요로 인하여 

시장의 수요로 인해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물류부동산 임차인 확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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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외 지역의 물류부동산 공급이 임차수요를 넘게 공급됨에 

따라 임차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감안시 전자와 같이 냉장/냉동설비에 책정되는 높음 임대료로 

인하여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세번째, 물류부동산 신축에 따른 민원이 적은 산업단지 내 

위치할 경우 물류부동산에 (+)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역시 

채택되었다. 

물류단지 내 물류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용지가 

이미 물류지원용지나 유통시설용지로 지정됨에 따라 

물류부동산을 신축함에 있어 인허가나 또는 인근 주민들의 

인허가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단지 조성을 위해 진입 IC, 인접도로 

등 계획을 통해 부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물류부동산의 요소인 물류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물류부동산이 산업단지 내 위치할 경우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번째, 간접투자기구가 물류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물류부동산의 경우 

자체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업체에 비해 자금조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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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신고를 통해 설립이 

가능한 자산운용사 간의 우량 물류부동산 편입을 위한 시장 

과열을 기반으로 해당 가설은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전역 및 동남권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달리 

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가 임차해 있는 물류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가격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수준에서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임차해 있는 

물류부동산이 그만큼 수도권 전역에 퍼져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처럼 전자상거래 성장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물류부동산에 대한 높은 수요로 수도권 전역에 

물류부동산을 대상으로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대지면적이 클수록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동화시설을 통해 물류부동산 내부에서 상품의 집하차, 

분류가 이루지는 최신식 시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 

야적장 등 공간에 대한 수요로 인하여 대지면적이 클수록 

거래면적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건축연면적이 클수록 거래가격에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히려 연면적이 클수록 거래단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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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영향으로 이러한 결과가 산출된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는 해당 변수와 동시에 10 만㎡ 이상의 대대형 

물류부동산에 대한 더미변수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유의수준은 낮지만,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물류부동산을 확대 임차하고 있는 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수도권/동남권역 

결과와 달리 대형면적 더미 역시 거래가격에 (-)의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해당 임차인의 경우 해당 

업체의 물류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특정 건축연면적의 

물류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동남권역을 대상으로 한 거래가격 영향요인 분석결과 

전층접안 역시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층접안이 가능할 경우 물류효율에 

집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물류 상하차를 위해서도 해당 

물류부동산의 건축적 구조에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용적률이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계획관리 

외 지역이 (-)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용적률이 클수록 거래가격이 

상승하지만, 계획관리 외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용적률이 

크기 때문에, 해당 용도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매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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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 확보됨에 따라, 용도지역에 따른 변수는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경과개월이 짧은 최신식 물류부동산일수록,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강신아(2019)는 물류부동산 경과년수가 짧을수록 

최저임금 인상, 건축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남승(2020)은 경과개월이 짧은 

물류부동산일수록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설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물류부동산 임대료가 상승한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사유로 경과년수가 짧을수록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예상과 달리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이 본격적으로 

물류부동산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물류부동산이 

풀필먼트센터라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의 공간적 역할을 갖게 

된 시점인 2016 년이라는 시간적 변수는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시점에 거래가 경과년수가 3~5 년의 물류부동산 거래와 

최신식 물류부동산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본 연구의 표본을 기준으로 2016 년 이후 거래된 

사례 94 건에 대하여 경과개월수를 조사한 결과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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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이 경과년수 2 년 이하의 물류부동산 거래 건으로 

나타났다. 

표 19. 다중회귀결과 비교표 

구분 수도권 전체 동남권 유통 및 전자상거래 

입지적 서울시청까지거리(-) IC 까지의 거리(+) X 

물리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용적률(+) 

경과개월(-) 

건축연면적(-) 

 

경과개월(-) 

 

시설적 저온(+) 
저온(+), 

전층접안(+) 
저온(+) 

경제적 

공시지가(+) 

계획관리 외(-) 

산업단지(+) 

간접투자기구(+) 

공시지가(+) 

계획관리 외(-) 

 

 

 

계획관리 외(-) 

 

간접투자기구(+)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종합 

 

최근들어 물류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펀드 또는 

리츠를 통한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물류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강신아, 2019). 동시에,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새벽배송 등 

라스트마일 배송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 인접지역에 위치한 

복합 물류 센터에 대한 수요와(Savils, 2019;이남승, 2020), 

코로나 19 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구매에 대한 수요로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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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Savils, 

2020;이남승, 2020). 

따라서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는 

것을 투자 상품으로서 물류부동산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물류부동산을 선별할 수 있으며, 물류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업체들의 경우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조영재, 2019;이남승, 2020). 

본 연구는 물류부동산 거래가격 영향요인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와는 임대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분석대상에 차별화를 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고, 동일한 권역을 대상으로 별도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해 봄으로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물류부동산 

투자상품이 있을 경우 IC 까지의 거리와, 경과개월, 

냉장/냉동설비 보유여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 2 절 시사점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남승(2020)이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기업들은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임대형 물류부동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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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새벽배송 등 저온 위주의 라스트마일 배송서비스의 등장함에 

따라 서울 인접지역에 위치한 복합 물류부동산에 대한 

임차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Savils, 2019). 이러한 온라인 

쇼핑 매출의 증가는 물류부동산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조영재, 2019)이 되고 있다. 물류부동산 

시장보고서(젠스타메이트, 2021)에 따르면, 2015~2019 년 

온라인 쇼핑몰 거래 비율이 1%식 증가할 때마다 약 

17.5 만평의 신축 물류센터의 수요를 점유한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2021 년 전체 소매판매액 39.0% 

대비 2022 년 온라인 쇼핑몰 예상 거래 비율이 약 44.5%을 

감안할 경우, 약 96 만평의 물류부동산 예상수요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오프라인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동한다는 

가정 하에, 물류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물류부동산 투자에 있어, 

물류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또는 공급하는 입장에서 목표로 삼는 

권역, 즉 소비자까지의 도달거리가 서울시청을 최종 도착지로 

하거나 배후거리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서, 산업단지 내 위치한 

물류부동산 거래가 가능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 또는 개발사업을 선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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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저온비율 산정에 있어 하이브리드룸과 같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냉장/냉동설비 여부의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한 물류부동산의 거래가격와 

개발가능토지의 부족, 인허가 제한 등으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2021 년 이후 공급되는 대부분의 물류부동산의 경우 

20~50%까지의 저온 임대면적을 반영하고 있다. 

새벽배송시장에 대한 급속한 확장 전망과 신선식품 거래의 

온라인 거래 확대라는 수요 확대 측면에서는 이처럼 

냉장/냉동설비의 설계 반영을 통하여 물류부동산의 Value 

Add 를 추구해야 하나, 서부권역을 제외하고 저온물류부동산 

임차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저온 물류에 대한 사전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냉장/냉동설비 여부를 반영해야 할 것이며, 향후 

상온물류센터를 저온물류센터로 바꿀 수 있는 하이브리드식 

설계 구성을 통하여, 향후 임차인 비용으로 냉장/냉동설비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세번째, 리츠 및 펀드 투자기업들은 수도권 물류 센터에 

투자를 고려할 때 임대수요자들의 선호도에 적합한지 먼저 

살펴본 후에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투자상품 선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 

간접투자기구가 매수자로서 거래한 물류부동산이 거래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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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반대로 보면, 그만큼 

간접투자기구가 매수한 물류부동산의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3 년 주기로 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구의 설정연도가 지난 후 해당 부동산 

매각을 통해 대출금와 투자자 원금 회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구조에 있어, 재매각시 수익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물류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경우 물류부동산을 개발함에 

있어, 적정한 대지면적 내 넓은 건축연면적의 확보 등을 통해 

Exit Risk 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차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기반으로 물류부동산의 원활한 임차인 확보 

또는 BTS 형식의 물류부동산 구축, 준공 전 충분한 Lease Up 

기간의 반영과 적정 임대료 및 Cap. Rate 별 민감도 분석을 

통해 향후 매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Risk Hedge 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21 년 기준 프라임오피스와 

물류부동산 간의 Cap. Spread 는 1.0%대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물류부동산 확대에 대한 수요 

전망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인 투자는 필수적일 것이다. 

네번째, 유통업체 및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류서비스 

지역이 지방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허가 이슈가 낮은 산업단지 내 용지 분양을 

통해 선제적 물류부동산 확보를 통하여 RDC 로서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 또한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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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거래사례의 표본의 수가 

151 개로 분석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있어 무리가 있는 표본일 

수 있으며, 표본의 거래시점이 2018 년 이후에 편향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 동남권 거래사례가 51%를 차지함에 따라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물류부동산 분석에 있어 해당 

표본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한 영향요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입지적 특성요인으로서 

서울시청까지의 거리, 배후도시까지의 거리, IC 까지의 거리를 

반영하였으나, 공간적 계량분석을 통하여 지리적 연구라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물류부동산의 형태가 

풀필먼트센터로 변화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는 최근 5 년 내 급격하게 이루어진 변화이다.  

오프라인 위주의 상거래에 있어, 과거 2010 년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SSM 등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등록제한’부터 특정 시간 영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제한’, 한 달에 2 번 의무 휴업을 규제를 통해 

물리적으로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매장 확대가 제한했던 규제가 높은 실효성을 

발휘되지 못했던 것에 더해, 전자상거래 시장에 있어, 해당 

시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물류부동산의 

신축에 따라 미치는 영향범위 역시 측정할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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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보통 시장에서 물류부동산의 범위는 도달거리 

1 시간 내로 정하는데, 이러한 도달범위를 반영했을 경우, 

서울 전역의 오프라인 업체가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O2O 기업의 물류서비스 확대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적 연구 

및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이용된 거래사례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물류부동산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각 지자체별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에 맞는 물류부동산 인허가 승인 

뿐만 아니라 물류부동산 총량에 대한 고려를 위한 추가적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와 같이 물류부동산 

확대에 있어 시장의 확장 배경으로 꼽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와 관련하여, 결국,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소비이동이 

결국 인구를 기반으로 한 총소비 내에서 거래방식의 변화임에 

따라, 해당 물류부동산의 총량 고려에 있어, 현재까지 공급된 

물류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수요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물류부동산 

거래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반으로 우수한 

교통인프라 제공과 함께 물류부동산 공급이 가능한 물류관련 

용지 공급을 통하여 물류부동산 간 집적 효과를 추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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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center, which were simply used for storing, managing, 

collecting, and delivering goods, have grown into the role as 

fulfillment center with distribution, information processing functions. 

Within the new role of logistics center, the logistics center is 

spotlighted as a new real estate investment product. In the past, the 

logistics center was responsible for the physical element (point-to-

point method or the hub and spoke method), collecting cargo from 

each region in one hub and spreading it to a destination or delivery 

area. By the way as each corporate is competing fast delivery service 

and securing last mile delivery center is coming the core logistics 

strategy, the demand on logistics center is exploding. At the same 

time, due to the decrease of profitability of other commercial real 

estate products, asset management companies investing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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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und or REITs turned their portfolio into logistics centers having 

relative higher capital rate. Unlike in the past, when logistics 

companies or distributors built their own logistics centers, 

distributors and e-commerce companies leased logistics center 

supplied by indirect investment instruments mentioned above. As a 

result, logistics centers built for external usage is going to be 

increased more and more due to not the demand for logistics centers 

but also the money power from investors of fund or REITs. 

Top of tha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oviding basic data to 

sort logistics centers as real estate investment product by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transaction prices for rental logistics real 

estate traded since 201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entire metropolitan area at the 

p<.1 level, the distance to Seoul City Hall gives a negative effect on 

the transaction price. In addition, the GFA of the building, physical 

year, and areas other than management planning area had a (-) effect 

on the transaction price. And the land area, floor area ratio, cold 

storage, official land prices, locations in industrial estate, investment 

devices by fund or REI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a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outheastern region, it was 

analyzed that the distance to the IC had a (+) effect on the 

transaction price. This is a different result from previous studies. 

With additional analyze by transaction cost per land area showed the 

opposite result, the discounting effect according to relatively large-

scaled logistics center in the area is caused differen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approach to all floo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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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because of analyzing logistics real estate leased by e-

commerce related companies, it was found that location 

characteristic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ransaction prices. In other 

words, logistics real estate leased by the company is expected to 

spread throughout the metropolitan area, resulting in no effect of 

location factors on transaction prices.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presence of cold storage and the money power by fund or REITs 

had a positive effect on transaction prices, and areas other than 

management planning area had a negative effect. 

Cold storage as logistics center component is the only one 

common positive effect on the transaction price. It is because the rent 

of the cold storage is 20,000 won higher than dry storage. Though 

the effect of cold storage, suppliers or investors who supply or invest 

logistics center should decide to area of cold storage into the logistics 

center by checking the rental demand on that space. That’s because 

it is getting harder to secure cold storage tenants. And they can plan 

hybrid space which dry storage can be changed into cold storage by 

thicker wall and floor construction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center 

usage with minimizing construction cost and to prepare for volatility. 

In addition, the spread between capital rate of prime offices and that 

of logistics center is going 0, asset management companies should 

invest logistics center selectively as those investment vehicles gave 

a positive impact on price of the new real estate investment product, 

logistics center. 

Keywords : Logistics center, real estate, price, factors,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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