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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내에서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건축사업이 결과

적으로 공시지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반

경 데이터을 활용하여 신축 건축물로부터 100m 이내 주택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의 평균을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

지 진행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필지 특성에 따라 주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건축이 발생한 필지는 반경

100m 내 주거용 필지들보다 3년간의 지가변동률이 평균 1%P 더 높았으

며, 이는 필지 형상이 세로장방형일 때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재건축

사업에 합필 또는 건축협정이 동반되어 대지면적이 확장되었을 때 지가

변동률 편차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과소필지의 해결과정에서 더욱 두드

러진다. 셋째, 필지의 면적과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필지 특성이 지

가변동률 편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합필 또는 건축협정이 동

반될 경우 세로장방형 요소와 접도조건 세로(차량통행불가) 요소는 유의

한 영향을 준다. 나머지의 경우 정(+)의 영향을 주지만, 세로(불) 필지에

서 건축협정이 발생할 경우 유일하게 부(-)의 영향을 준다. 연구결과는

무엇보다 과소필지의 해결이 중·저층 주거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재건축사업, 개별공시지가, 합필, 건축협정, 필지 특성

학 번 : 2019 - 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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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0년대부터 서울시의 거주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가구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서울시의 1인 가구는 2015년 1,115,744가구에서 2020년

1,390,701가구로 25.6% 증가했으며, 2인 가구는 2015년 930,467가구에서

2020년 1,033,901가구로 11.1% 증가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

민국에서 토지와 건물은 투자의 수단으로도 인식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중·저층 주거지에서 필지 단위, 건축물 단위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려면

건축주의 수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재건축의 수익성이 보장될 경우

필지 단위로 자발적인 재건축사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주거

지에 소규모 주택를 추가로 공급하는 효과를 낳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인 주도의 수익을 우선시한 개발이 도시공간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우려를 표한다. 경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이 주를 이루던 공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럿 들어서면 낙후된 거주지

에 인구밀도가 올라가고, 그만큼 생활 인프라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을 모두 지닌 채 기존 주거지의 필

지 단위 재건축사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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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에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

이 서울시의 중·저층 주거지에 미친 영향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변화를 관찰할 수도 있으며 사회, 경제적

요소를 탐구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필지’와 ‘공시지가’에 초점을

맞추어 재건축사업이 발생한 개별 필지들의 특성이 공시지가 변화와 어

떤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지가는 도시공간의 종합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도시공간의 가치

와 변화를 측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왔다. 개별 필지의 지가는 필

지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민웅기, 2006) 그동안

주거지의 지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파트에 치중하여 이루어졌는데, 단

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세부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데다

가 지역적인 요소 즉 ‘입지’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단독주택

과 다세대주택 필지에는 통일된 지가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이러

한 주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주거지의 지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양승철, 2014)

이에 본 연구는 지가 자체보다 지가의 변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지가 변화의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여 ‘입지’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재

건축사업이 발생한 필지의 특성으로는 합필로 대표되는 필지의 변화 여

부와 그 유형, 필지의 크기와 형태, 접도 조건을 활용하였다.

연구 문제)

중·저층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재건축사업의 유형과 필지 특성이 지가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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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25개 구이며, 해당 지역의 접근 가능한

개별공시지가 및 필지 특성 정보로부터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국가

공간정보포털에서 얻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공간정보는 2016년 1월 1

일 및 그 이후의 데이터이다. 지가 결정 - 재건축사업 완료 - 지가 결정

의 시간적 인과성을 충분히 주기 위해 재건축사업 데이터는 건물통합정

보 사용승인일자 기준 2017년~2019년의 만 3년을 범위로, 개별공시지가

는 2016년 1월 1일~2021년 1월 1일의 만 5년을 범위로 설정하였다. 2017

년 중 신축된(사용승인일자가 있는) 건축물의 필지는 2016년 1월 1일과

2019년 1월 1일의 개별공시지가 데이터를 이용하고, 2018년 중 신축된

건축물의 필지는 2017년 1월 1일과 2020년 1월 1일의 개별공시지가 데

이터를 이용하였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국내 중·저층 주거지의 지가와 필지 특성에 대

한 선행연구, 합필 및 건축협정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

구와의 연관성과 차별성을 정리하였다. 이후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

정하고, GIS를 활용해 변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독립변수는 2017년~2019년 신축 건축물 데이터에 필지고유번호를 매

개로 토지특성정보와 토지이동이력정보를 결합하고, 원하는 특성들을 얻

기 위해 몇 가지 필터링을 거쳐 추출하였다. 종속변수는 개별공시지가

변동 또는 변동률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신축 건축물의 반경 100m

내에 있는 주거용 필지(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용도)들의 평균 지가변동률

을 계산하여 그 편차값을 사용하였다. 즉 반경 100m 내 필지들의 평균

지가변동률이 130%이고 같은 기간 재건축사업 필지의 지가변동률이

135%라면, 해당 필지의 종속변수는 5%P(퍼센트포인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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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데이터를 구축한 뒤 통계 분석 프로그램 SPSS를 활용하여 재건

축사업의 필지 특성에 따른 종속변수(지가변동률 편차)를 분석하였다.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분석하고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이후 필지의 변화 유형에 따

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며 유의한 변수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

리하며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의의 및 한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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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고찰

2.1. 공시지가와 도시공간의 관계

민웅기(2006)는 전주시 덕진구의 헤도닉 물가모형 계수의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해 1994년, 1999년, 2005년 약 10,000개 필지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각 필지의 개별공시가와 물리적, 사회경제적 특성정보를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상업용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상업용지로 전환될 수

있는 농지와 산림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안유정·이만형(2008)은 청주지역 노후 주거단지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지형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지형의 높이, 기울기, 방향 변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도로 폭과 주거지역에 대한 변수를 추가하였다. 연구

를 통해 지가와 도로 폭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으며, 지형적 요인 중 경

사가 지가와 가장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검증했다. 연구결과는

도로폭 및 높이가 청주 노후 주거단지의 지가변동을 결정짓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조정훈·문태헌(2016)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공간구문론을(Space Syntax) 도입하여 도로망의 형태와 지가와의 관계

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통합도가 높을수록 공시지가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어 회귀식을 이용하여 사례 지역의 신규 도로건설에 따

른 주변 지역의 지가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 및 결

과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지가변동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

며,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 시행 전 지가변동을 사전에 제안하여 주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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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합필 및 건축협정 개발이론

황지현 외(2016)는 한국의 건축협정 및 복합건축 개발 방식과 미국과

일본에서 사용되는 필지 병합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필지 간 용적률 공

유를 통해 노후 건축물의 재생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필지 병합을 활성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지역

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오인탁·염상훈(2021)은 소형 필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코아를 공유하는

필지의 수에 따라 생활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

과 코아공유를 통한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면 보다 넓은 전용면적을 사용

할 수 있으며, 필지의 배치에 따라 주거형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주차공간 확보와 외부공간 활용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코아공유 방식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소형

필지에서 코아공유 개발을 할 때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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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및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용도와 입지가 큰 역

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중·저층 주거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며, 용도와 입지를 배제한 필지 단위의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필지에서 건축협정, 합필의 장점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

구는 있으나, 실제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기

위해선 보다 많은 정량적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합필과 건축협정 여부를 포함한 필지의 여러 특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입지의 영향을 최소화한’ 개별공시지가 연구를 수행하

여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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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의 틀

3.1.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중·저층 주거지에서 필지 단위 재건축사업이 진행

될 때, 필지의 특성에 따라 지가가 다르게 변화함을 확인하고, 지가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가설 1) 필지 단위 재건축사업에서 필지 고유의 특성에 따라 입지가 비

슷한 주변 필지들과 개별공시지가가 다르게 변화할 것이다.

가설 2) 그 중 합필 또는 건축협정으로 건축 대지의 면적이 증가할 때

개별공시지가 변동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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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의 방법 및 범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선 가능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총 데이터를 확보하고 각 필지의 특성을 독립변수

로, 지가변동률 편차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특성

에 따라 전체 데이터가 여러 집단으로 나뉘기 때문에, 주된 검증방법은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으로(ANOVA) 결정하였다. 이후 재건축사업

의 유형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유의미한 변수

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과정으로, 공시지가의 경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매우 큰 차

이를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가공에 대한 계획과 근거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시지가의 변화에 대해 시간 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재건축이 발생한 연도 전후 1년을 포함한 3년간의 지가변동률’을, 공간

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반경 100m 내 지가변동률 평균과 편차’를 선택

하여 데이터를 가공하였다. 대상 필지의 시공간적 범위는 2017년~2019년

서울시로 설정하였으며, 명확한 필지 단위 주택 데이터를 얻기 위해 토

지특성정보와 건축물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두 가지 범주

의 필지 및 건축물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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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GIS 자료 구축

3.3.1. 개별공시지가 데이터 구축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서울특별시의 ‘토지특성도형정보(2021년 1월)’와

‘GIS건물통합정보(2021년 1월)’ 그리고 2016년 1월~2021년 1월까지 6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정보’ 데이터를 받았다. 토지특성도형정보의 경우

구별로 나뉜 데이터만 있어 25개 구의 데이터를 각각 다운로드하여 GIS

프로그램에서 결합하였다. 전체 데이터 set의 베이스가 될 데이터는 토

지특성도형정보로, 토지이용상황에서 ‘대’ 지목의 ‘단독, 다세대’ 데이터만

남기고 삭제하면 1차 가공에 필요충분한 필지들만 남기 때문이다.

GIS 프로그램에 위 세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토지특성도형정보 레이어

는 위의 가공과정을 수행하였다. GIS건물통합정보는 사용승인일자 2017

년~2019년으로 한 번 거르고, 건축 대지면적이 0 또는 null인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 번 더 거른다. 대지면적 정보가 없으면 건축협정 여

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정보는 결합 후 100 x n+2년도 지가 / n-1년도 지가의

데이터 필드를 추가하여 n년도 전후 1년을 포함한 만 3년의 지가변동률

데이터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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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필터링된 서울시 주거용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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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지가변동률 편차 데이터 생성

토지특성정보, 건물통합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까지 결합 및 가공한

뒤 지가변동률 편차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건물통합정보의 중심점 데이

터를 생성하고 100m 버퍼 레이어를 생성하여 반경 100m 데이터를 구축

하였다. 100m의 기준은 주거지역에서 최소 주변 30개의 필지 중심점을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는데, 이후 30개가 되지 않는 필지는 데이터에서 제

거하였다. 반경 레이어를 만든 후 토지특성정보를 기반으로 필지 중심점

레이어를 만들었다. 이후 벡터 데이터 관리 도구에서 ‘위치에 따라 속성

결합’을 통해 각 버퍼에 중심점이 포함된 필지의 지가변동률 데이터를

생성하고, ‘범주별 통계’를 통해 연도별로 지가변동률의 평균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후 데이터 set에 만들어진 지가변동률 평균 데이터를 결

합하였다.

[그림 00] 각 필지의 중심점과 신축 건축물의 100m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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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합필 및 건축협정 데이터 생성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토지이동이력정보’를 얻은 뒤 2015년~2020년의

합필데이터를 선별하였다. 2015년과 2020년 데이터까지 포함한 이유는

신축 건물 중 사용승인일자 전후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합필이 발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토지이동이력정보는 데이터가 매우 크기 때

문에 Excel의 Power Query를 사용해 전처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주소

를 기준으로 GIS 전체 데이터 set에 결합하였다.

이후 최종 데이터를 Excel로 이동시켜 개별공시지가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걸러내고 신축 건물데이터 5,166건을 얻었다. 이후 합필

여부와 건축협정 여부를 입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승인 2년 전~1

년 후 기간에 합필이 발생하면 합필을 통한 신축으로 간주하였으며, 건

축대지면적이 토지면적보다 크면 건폐율이 100% 이상이므로 건축협정으

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신축 필지의 3년 지가변동률 - 해당 필지의 반경 내 3

년 지가변동률 평균값 = 지가변동률 편차를 산출하였다. 이후 SPSS로

데이터를 옮겨 분석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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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필지 특성과 개별공시지가의 관계분석

4.1. 기초 분석

4.1.1. 기초통계량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017년~2019년 사용승인을 받은 서울시 내 중·

저층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지어진 필지의 3년간(사용승인연도 1년 전

1월 1일부터 2년 뒤 1월 1일까지) 지가변동률에서 반경 100m 주거용 필

지의 지가변동률 평균값을 뺀 값’으로, 이후 ‘지가변동률 편차’로 명명한

다. 종속변수 지가변동률 편차의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00] 종속변수의 기술 통계량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가변동률

편차

(단위: %P)

5166 -50.100 387.485 1.08766 9.827179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017년~2019년 사용승인을 받은 서울시 내 중·

저층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지어진 필지의 3년간(사용승인연도 1년 전

1월 1일부터 2년 뒤 1월 1일까지) 지가변동률에서 반경 100m 주거용 필

지의 지가변동률 평균값을 뺀 값’으로, 이후 ‘지가변동률 편차’로 명명한

다. 종속변수 지가변동률 편차의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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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0] 독립변수 대지면적의 기술 통계량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대지면적

(단위: m2)
5166 37.55 1364.20 208.2160 107.02728

[표 00] 명목형 독립변수의 빈도표

구 분 빈도

주택유형

공동주택 단독주택 N

2352 2814 5166

대지면적

변화

합필 건축협정
합필 및

건축협정
필지분할 유지 N

503 870 13 86 3694 5166

과소필지

과소필지

유지

과소필지→

非과소필지
非과소필지 N

150 176 4840 5166

필지형상

정방형
가로

장방형

세로

장방형
사다리형 부정형 자루형 N

904 887 1439 1480 236 220 5166

접도조건

광대로한면 중로한면 중로각지 소로한면 소로각지

1 22 11 269 140

세로한면 세로각지 세로한면(불) 세로각지(불) N

3187 889 592 55 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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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합필·건축협정과 지가의 관계분석

합필과 건축협정을 동반한 재건축사업이 지가변동률 편차에서 다른

재건축사업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

다. 합필과 건축협정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각각 분석을 시행하였

다.

[표 00] 합필 여부에 따른 지가변동률 편차 독립표본 t검정

구 분

지가변동률 편차 (단위: %P)

t(p)

N 평균(M) 표준편차(SD)

합필 동반 516 4.77979 24.938356

3.724(<0.001)***

합필 미동반 4650 0.67796 6.059462

*p<.05, **p<.01, ***p<.001

합필은 토지이동이력정보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자 기준 2년 전~1

년 후 사이에 토지합병기록이 있을 경우 합필을 동반한 신축으로 간주하

였다. 분석 결과 t=3.724,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합

필을 동반한 경우 주변 필지들보다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4.78%P 더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건축사업에서 합필이 동반될 경우 그 외의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지가가 더 크게 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 17 -

[표 00] 건축협정 여부에 따른 지가변동률 편차 독립표본 t검정

구 분

지가변동률 편차 (단위: %P)

t(p)

N 평균(M) 표준편차(SD)

건축협정 동반 883 3.04116 8.983861

6.963(<0.001)***

건축협정 미동반 4283 0.68493 9.945572

*p<.05, **p<.01, ***p<.001

건축협정은 토지특성정보의 토지면적보다 건축면적이 클 경우, 즉 건

폐율이 100% 이상일 경우 건축협정을 동반한 신축으로 간주하였다. 분

석 결과 t=6.963,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건축협정

을 동반한 경우 주변 필지들보다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3.04%P 더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건축사업에서 건축협정이 동반될 경우 그 외

의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지가가 더 크게 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 18 -

4.1.3. 과소필지의 변화와 지가의 관계분석

이후 전체 재건축사업 표본 중에서 재건축사업 이전 과소필지였던 경

우만 따로 분리하여 면적변화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6년 토지면

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90m2 미만의 필지를 과소필지로 분류하였으며, 건

축협정 또는 합필로 인해 2021년 기준 건축물 대지면적이 100m2 이상으

로 증가하였는지를 검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대지면적과 토지면적에 다

소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필지는 변화가 없는데

89m2에서 91m2이 되는 등) 유의미한 면적 증가 표본을 얻기 위해 90m2

이 아닌 100m2을 기준으로 삼았다. 위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지가변동률

편차를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표 00] 과소필지의 변화 여부에 따른 지가변동률 편차 독립표본 t검정

구 분

지가변동률 편차 (단위: %P)

t(p)

N 평균(M) 표준편차(SD)

과소필지→

非과소필지
176 8.80161 40.857134

2.948(0.004)**

과소필지

유지
150 -0.45351 7.497300

*p<.05, **p<.01, ***p<.001

분석 결과, t=2.948, p=0.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과소필

지 → 非과소필지의 경우 지가변동률 편차의 평균값이 약 8.80%P로 나

타났다. 즉 ‘과소필지였으나 재건축사업을 통해 과소필지 기준 이상으로

대지면적이 증가한 필지는 주변의 필지들보다 평균적으로 지가가 크게

상승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과소필지가 그대로 유지된 필지는 주변의

필지들보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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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의한 변수 탐색

4.2.1. 필지 특성과 지가의 관계분석

기본적인 분석 이후, 토지특성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필지 특성 중 필

지형상과 접도조건에 따라 지가변동률 편차에 평균적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표 00] 필지형상에 따른 지가변동률 편차 ANOVA

구분

지가변동률 편차 (단위: %P)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사후

분석

필지

형상

정방형a 904 0.11166 4.438149

6.296 <0.001***

a,f<b<c

a,f<d

(Dunnett

T3)

가로장방형b 887 0.72856 3.815661

세로장방형c 1439 1.91729 12.566491

사다리형d 1480 1.10138 10.493929

부정형e 236 2.52910 17.028538

자루형f 220 -0.51908 5.65063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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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형상에 따른 지가변동률 편차 평균을 분석한 결과, F=6.296,

p<0.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재건축사업의 필지 형상

에 따라 지가변동률이 평균적으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정방형

과 자루형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장방형, 사다리형에 비해 작게 변동하

며, 세로장방형 필지가 유의한 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접도조건에 대해서도 ANOVA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F=1.009,

p=0.401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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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필지 변화 유형에 따른 변수 탐색

이전 분석에서 합필과 건축협정이 지가변동률 편차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기에, 합필 / 건축협정 / 필지 유지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표본을 선별하고 각 유형에서 유의한 필지 특성 변수가 존재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00] 필지 특성이 합필 재건축사업의 지가변동률 편차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VIF

B SE β

(상수) -0.608 3.187 -0.191 0.849

정방형 -1.851 5.176 -0.017 -0.358 0.721 0.913

가로장방형 -2.315 2.939 -0.039 -0.788 0.431 0.779

세로장방형 6.584 2.991 0.110 2.201 0.028* 0.778

부정형 6.765 5.004 0.064 1.352 0.177 0.885

자루형 -4.764 5.491 -0.040 -0.868 0.386 0.907

중로 4.689 17.924 0.012 0.262 0.794 0.977

소로 -1.970 4.433 -0.020 -0.444 0.657 0.977

세로(불) 7.530 3.340 0.103 2.255 0.025* 0.942

대지면적 0.013 0.009 0.067 1.470 0.142 0.935

F(p) 2.022(0.035*)

adj.  0.01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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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한 독립변수는 필지형상(정방형,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 사다리

형, 부정형, 자루형), 접도조건(중로, 소로, 세로(가), 세로(불)), 대지면적

으로 대지면적을 제외하면 전부 명목형 변수이다. 접도조건의 경우 한면

접도와 각지 접도를 하나로 합쳐 변수의 종류를 줄여 투입하였다.

합필이 동반된 재건축사업 필지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필지형상의 세로장방형 요소와 접도조건의 세로(불) 요소가 유의한 변수

로 나타났다. 수정된 R2값이 0.018로 회귀모델 자체의 설명력은 크지 않

지만, 합필 재건축사업에서 두 변수가 정(+)의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

다.

이후 건축협정이 동반된 재건축사업 필지에 대해 같은 독립변수로 다

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합필과 마찬가지로 세로장방형 요소와 세로

(불) 요소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건축협정의 경우 세로(불) 접도

조건이 반대로 부(-)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필 재건축

의 경우는 좁은 도로에서 지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건축협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상수항이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델에 대한 유의확률과 R2값 모두 보다 설명

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지면적의 변화가 없는 ‘필지 유지’의 경우에 대해서도 다중회

귀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유의한 변수가 없었으며 유의확률도 p=0.378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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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0] 필지 특성이 건축협정 재건축사업의 지가변동률 편차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VIF

B SE β

(상수) 2.509 1.058 2.372 0.018**

정방형 -0.423 1.647 -0.009 -0.257 0.798 0.936

가로장방형 -0.947 0.736 -0.049 -1.286 0.199 0.753

세로장방형 5.012 0.806 0.236 6.219 <0.001*** 0.749

부정형 -0.063 1.364 -0.002 -0.047 0.963 0.900

자루형 0.496 1.999 0.008 0.248 0.804 0.927

중로 1.423 3.650 0.013 0.390 0.697 0.957

소로 -1.795 1.010 -0.059 -1.777 0.076 0.981

세로(불) -1.910 0.953 -0.067 -2.003 0.045** 0.952

대지면적 0.000 0.003 0.004 0.117 0.907 0.956

F(p) 7.887(<0.001***)

adj.  0.06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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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 내 중·저층주거지에서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는 주

택 재건축사업이 도시공간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개별공시지가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GIS의 필지고유번호를 매개로

토지특성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신축 건축물정보, 토지이동이력정보를

결합하고 2017년~2019년 완료된 재건축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반경 100m

이내 지가변동률 평균으로부터 편차값을 구해 입지의 영향을 최소화한

종속변수로 활용했다. 변동률 데이터는 신축 연도의 전후 1년을 포함한

3년을 시간적 범위로 하여 얻었다. 이후 합필·건축협정을 중심으로 한

필지 변화 유형, 필지형상, 접도조건 등 필지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기초통계량

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을 활

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건축이 발생한 필지는 반경

100m 내 주거용 필지들보다 3년간의 지가변동률이 평균 1%P 더 높았으

며, 이는 필지 형상이 세로장방형일 때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재건축

사업에 합필 또는 건축협정이 동반되어 대지면적이 확장되었을 때 지가

변동률 편차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과소필지의 해결과정에서 더욱 두드

러진다. 셋째, 필지의 면적과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필지 특성이 지

가변동률 편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합필 또는 건축협정이 동

반될 경우 세로장방형 요소와 접도조건 세로(차량통행불가) 요소는 유의

한 영향을 준다. 나머지의 경우 정(+)의 영향을 주지만, 세로(불) 필지에

서 건축협정이 발생할 경우 유일하게 부(-)의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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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광진구 능동 253-26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며, 각 요소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광진구 능동 253-26은 재건축과정에서 합필이 동반되며

접도조건이 불리한 내부 필지가 세로장방형의 필지로 결합되었고,

53.329%P의 지가변동률 편차 값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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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강북구 수유동 519-1

강북구 수유동 519-1은 세로(불)에 접하여 더 안쪽의 막다른 길에 있

는 519-76과 건축협정 재건축이 이루어졌으나, 면적 이외에 개선되는 조

건이 없었기에 주변의 필지들에 비해 지가상승이 더디게 이루어지며 지

가변동률 편차 -8.194 값을 갖게 되었다. 반면 안쪽의 519-76은 보다 높

은 폭으로 지가상승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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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사점 및 한계

개별공시지가는 필지의 입지에 따라 그 값과 변동률 모두 큰 차이가

있다. 강남구와 관악구의 지가를 동일 선상에서 분석할 수 없으며 한 지

역 안에서도 중심과 외곽의 차이가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지의 영향

을 어느 정도 배제하면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100m 반경 내 지가변동률 편차’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방대한 데이터

와 넓은 편차로 인해 일반적인 연구들처럼 설명력 있는 회귀식을 고안해

낼 수는 없었지만, 표본들의 전체적인 차이를 검증하면서 재건축사업의

필지 특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무엇보다 과소필지의 해결이 중·저층 주거지 개별공시지

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가상승이 긍정과 부정

어느 한쪽으로만 작용할 수는 없지만, 개별공시지가가 도시공간의 특성

을 복합적으로 내포하는 지표임을 고려하면 열악한 조건의 과소필지에겐

보다 긍정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전역에 걸친 필지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을 수행했다는 의의도

가질 수 있으나, 각 재건축사업의 맥락과 특성에 대해 심층적인 고찰이

부재하다는 한계점도 함께 따라온다. 비록 개별공시지가가 여러 차례 현

실화 과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실거래가와의 괴리가 남아 있기에, 향후

실거래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소필지를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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