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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99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개발부문내 행위주 

체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 

개업체， 감정평가업체， 건축설계사무소 등이 지 

배적아었던 부동산개발 관련 서비스부문에서 새 

로운 행위주체로서 부동산컨설턴트(즉 부동산컨 

설팅업체)가 등장·성장하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는 1988년에 국내에 처음으 

로 둥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안종욱， 

1996: 63), 1990년을 기점으로 그 수가 크게 증 

가하여， 1995년 6월 현재 100여 개 업체가 영업 

을 전개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 
일자， 34면). 대체로 국내 부동산컨설팅업체들은 

기존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체(중개업체， 감정 

평가업체，건축설계사무소，분양대행업체，부동산 

신탁업체， 유통연구소 등)에 의한 별도의 컨설팅 

회사의 설립과 컨설팅 겸업을 통해 형성되고 있 

다(오진모， 김 원 희 , 변홍수， 1992: 55-56).1) 또한 
1991년에서 1993년까지 국내 부동산컨설팅업체 

의 매출액은 매년 약 30%정도의 증가세를 보였 

ill. 서울시 부동산컨설팅업체의 공간개발 과정에서 역할 

1. 설문응답 업체의 분류 

2. 부동산컨설팅업체의 일반적 사항 
3. 부동산컨설턴트의 역할: 부동산컨설탱 수주 내역 
4. 부동산컨설턴트의 역할 수행 영역 

5. 부동산컨설팅업체의 역할 수준 
IV. 요약 및 결론 

다( 이 원 준， 1994: 739-740). 
국내 부동산컨설턴트의 역사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중반 부동산경기 활황으 

로 일어난 강남 오피스개발붐 기간에 성행했던 

부동산개발 대행업자들은 그 당시 수행한， 개발 

이익의 최대화를 위한 토지활용방법의 추구를 

1980년대 말에는 토지의 유효활용이라는 측면에 

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컨설탱업계에 따르 

면， 이때 어느 정도 그들이 컨설탱의 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실시 

로 인해 지주들의 세금회피를 위해 컨설탱에 초 

점을 맞추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부동산컨설탱사 

의 업무도 세금회피방법의 도출로 변질되어 사 

회적으로 그 위상이 흔들리기도 하였다. 그러다 

가 1990년대 들어 부동산경기가 장기간 침체·안 

정됨에 따라 부동산컨설탱업계에 재편이 일어나 

고 있어 부동산컨설링이라는 간판만 내건 업체 

들은 사라진 반면， 전문적으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살아 남고 있다(이규성， 

1994: 30-31). 또한 한국감정 원 이 1989년 12월 

정관을 변경하여 ‘부동산에 관한 상담 및 용역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한 것임. 지도교수이신 박영한 선생님과 논문을 지도해 주선 김인 선생님 
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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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컨설턴트의 등장·성장 배경과 부동산개발 과정에서의 역할 

공급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1992년 

2월에는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정관을 개정하여 

감정평가업체로 하여금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후 법으로 규정된 이익단체 

는 아니지만， 1995년 2월 ‘한국부동산카운셀러협 

회’가， 1995년 3월에는 한국감정원을 기점으로 

22개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모임인 ‘한국부동산컨 

설팅업협회’가 발족되었다. 

현재 국내 부동산컨설턴트들은 시장조사， 입 

지·지역여건 조사， 개발타당성 조사， 개발기획 등 

순수한 의미의 컨설팅(주로 개발 및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분양， 사후관리 등까지 

도 일괄 담당하는 종합컨설팅으로 업무영역을 

다각화하고 있고，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 

일자， 37면; 12월 27일자， 36면) 동시에 상업‘유통 

시설，도심재개발，주상복합건물， 레저시설，토지 

매입‘입찰에 관한 컨설팅 등 세부 분야별로 특화 

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부동산컨설 

팅사들은 디벨로퍼 (developer)로의 변신도 추구 

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 33 

면， 34면 2월 16일자， 36면 9월 25일자， 28면).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에 도시공간변화의 행위 

주체로서 국내 부동산개발 부문에서 등장·성장하 

고 있는 컨설팅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는 

부동산컨설턴트의 개발과정에서의 역할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동산컨설턴트의 개발과정 

에서의 역할에 대한 파악을 통해 부동산컨설턴 

트가 어떤 존재인가를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1990년대 들어오면서， 도시공간변화의 행위주체 

인 부동산컨설턴트가 국내에서 등장·성장하고 있 

는 배경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서울 

소재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사례로 국내 ‘부동산컨 

설턴트’의 역할과 그 역할이 수행되는 영역과 수 

준을 일반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11. 국내 부동산컨설턴트의 성장배경 

본고에서는 서울시 소재 1 ，853개 부동산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 부동산업계의 부동산 컨설팅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국내 부 

동산컨설팅업의 성장 원인에 대한 서울시 부동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설문문항에 “최 

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내 부동산업체의 부동산 

컨설팅업으로의 진출 증가와 부동산컨설팅업의 

성장 원인을 귀사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주관식 문항을 넣었다. 문항에 응답한 

업체 수는 설문지에 웅답한 총 69개 업체들 중 

57개 업체였고， 총 응답 수는 복수응답까지 합쳐 

80개에 달했다. 응답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1 

과 같다. 이하에서는 표 2를 토대로 해서 1990년 

대 들어 부동산컨설턴트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국내 부동산컨설팅업의 성장에 관한 서울시 부동산업계의 의견 

내용 
응답 

내용 
응답 

건수 건수 

부동산보유에서 부동산 활용·개발로의 
11건 

부동산 관련 법규 변화(부동산투기억제책의 
9건 

투자개념(인식)변화 강화)에 따른 보유를 통한 이익창출 억제 

지가안정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7건 

부동산시장의 합리화， 
2건 

보유를 통한 이익창출 저하 부동산 보유를 통한 이익창출 억제 

사회 발전 (사회-경제적 환경의 번화)에 따른 
7건 부동산업계의 침체와 경쟁 심화 6건 

전문화 추세 

부동산개발에 있어 전문적인 분석 및 

기획력에 대한 요구 증대， 부동산에 대한 14건 고부가가치의 부동산메 대한 관심 증대 2건 

유효개발 요구 증대 

국내 부동산시장의 개방 2건 기존 부동산업의 한계(비전문성) 극복을 위해 2건 

개발욕구의 다양화 2건 기타 16건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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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발전에 따른 전문화 추세 

1 ) 부동산 개발부문내에서의 전문화 

부동산개발 시행자의 활동은 개발부지가 위치 

해 있는 지 역 의 공간구조와 그 공간구조를 구성 

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변형시키고 있는 사회· 

경제·정치·문화적 과정들 그리고 거시적인 사회· 

경제·정치·문화적 과정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수 

행되고 그럼으로써 부동산개발이 이루어지며 공 

간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도시는 부동산개발 

결정의 결과이고 거꾸로 그러한 결정은 과거 개 

발결정의 산물로서 나타난 현재의 공간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본(Bourne)의 주장에서 

잘 드 러 난다(Boume， 1976: 547). 

그런데 그러한 정보를 모든 개발시행자들이 

얻을 수는 없다. 얻는다 해도 완전한 정보를 얻 

기는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그 정보의 양과 종 

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발시행 

자가 부동산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얻어 

야 하는 정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부동산시장 

의 구체적인 정보(예: 개별 부동산의 거래가격 

등) , 일반적인 정보(예: 수요자의 일반적인 기호 

등)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사회·경제·정치·문화적 환경에 대한 정보(예: 일 

반경기동향， 인구이동 및 세대분리에 대한 정보， 

토지이용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정보 등)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그리고 부동산이 ‘모든 인간의 

활동의 장(場)’으로서 기 능함과 동시 에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라 금융투자의 대체물로서도 

기능함으로써 ‘유사금융자산’으로 되고 있는 현 

상과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에 의해 확실한 정 

보 수집의 필요성도 강화된다. 

따라서 모든 개발시행 주체들이 완전한 정보 

에 근거해서 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지만， 완전 

한 정보가 필수적이므로 전문적으로 정보를 수 

집， 가공·분석하고， 그 정보를 부동산개발 시행 

주체에게 공급하는 행위주체가 부동산개발부문 

내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부동산컨 

설턴트’와 같은 주체이다. 이들은 공간상에서 전 

개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과정과 그것이 구체적 

으로 나타나게 하는 지역 여건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인 정보 수집 · 분석 · 가공 능력과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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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집·가공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부동산컨설턴트는 부동산개발부문에서 정보 

게이트키퍼 (gatekeeper)로서 기능하게 되고， 그 

결과 부동산개발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공간과 공간상의 사회·경제·문화적 

과정이 변화되며， 사회관계도 공간상에 재생산된 

1:HGreed, 1992: 16-28). 결국 부동산컨설턴트는 

공간변화의 영향력있는 주체가 된다. 그런데 부 

동산컨설턴트의 우수한 정보 수집‘분석‘가공 능력 

과 기술은 부동산개발을 위한 완전한 정보의 취 

득 불가능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의 발 

전과 그에 요구되는 기능분화와 전문화의 산물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발전에 따른 전문화 

추세에 맞춰 금융시장에서의 헤지펀드매니저나 

파생금융상품트레이더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 

는 주체로서 부동산컨설턴트가 등장·성장하게 된 

다는 것이다. 

2) 생산자서비스의 성장 

부동산컨설턴트의 성장은 생산자서비스 성장 

의 차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생산자서비스의 

성장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중요하 

지만 빈번하게 필요하지는 않은 투입요소를 자 

체 조달하는 것보다 외주에 의존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경우，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외부로부터 

조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입요소는 기업 

들마다 상이한 시간에 필요로 하므로， 그 요소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외부조직(즉 생산자서비스 

업체)이 등장·성장할 수 있다(Daniels ， 1988: 

111). 둘째， 생산자서비스기능을 내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객관적 검증과 평가를 위 

해 외부조직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컨설턴트를 생산자서비스업체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생산자서비스업체의 기준의 모 

호성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차치한다. 그러나 이 

상의 생산자서비스의 성장 근거로써 부동산컨설 

턴트의 등장·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본 연 

구에서 수행된 서울 소재 부동산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 기업체와 

건설업체의 고객 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둘 

째， 부동산컨설팅 실무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 

- 49 -



국내 부동산컨설턴트의 등장·성장 배경과 부동산개발 과정에서의 역할 

해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일반 기업체와 건설업 

체에 의해 자체 수립된 개발안이나 설정된 개발 

안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건설업체의 경우 부동산컨설탱 업무 

인 개발기획을 수행할 수 있지만(여영종， 1994: 
29) , 개발기획이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전담조직을 상시 운영하기가 힘 

들며， 상시 운영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업하도 

록 한다고 한다. 따라서 개발기획을 신속하게 수 

행할 수가 없게 되므로 비용·시간 절약의 차원에 

서 개발기획을 하도급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 

에 머물고 있다. 

3) 컴퓨터 프로그램 및 정보홍신기솔의 발전 

조사·분석기법， 컴퓨터프로그램 그리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학적이고 객관적 

인 분석에 근거하는 합리적 투자가 급속하게 변 

화하는 투자 환경 속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의 주먹구구식 부동산 투자·개 

발 자문 활동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조주현， 1994: 20). 그 대신 전문적인 기획과 객 
관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부동산컨설탱업이 성장 

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2. 부동산시장의 합리화 

지가안정， 부동산경기 침체， 부동산투기 억제 

책의 강화(토지공개념 입법， 부동산실명제， 토지 

전산망 가동 등)로 인해 보유에서 개발·활용으로 

의 부동산투자개념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 투기 

적 가수요에 기반하는 개발에서 실수요를 대상 

으로 하는 최적 개발로의 개발 자체에 대한 개 

념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컨설턴트 

의 중요한 성장배경의 하나가 되고 있다. 

1 ) 지가안정. 부동산경기 짐체 

부동산투자자는 대체로 두 가지 전략을 설정 

하고 상황에 따라 하나를 선택， 수행하게 된다 

그 전략들 중 하나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증식과 전매차익 추구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의 최적 개발·활용을 통한 임대료 

등의 소득수익 추구 전략’이다. 대체로 전자는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와 관련되고 후자는 실수 

요와 관련된다. 보통 전자를 ‘부동산투기’라고도 

하는데， 주로 부동산경기가 호황일 경우에 이루 

어진다. 왜냐하면 부동산경기가 호황일 경우， 부 

동산가격 이 급등하므로 부동산투자자는 섣불리 

개발을 시도하여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우려， 자산가치증식이나 전매차익에 더 많 

은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이다(조주현， 1993: 33). 
반면 후자의 전략은 부동산경기의 불황에 따른 

자본수익의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소득수익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을 최적 개발·활용함으 

로써 부동산의 유용성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경기가 불황·안정기 

일 경우에는 가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부동산시 

장이 실수요 위주로 되므로 실수요자가 부동산 

의 이용으로부터 최적의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부동산을 최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경기가 불황·안정기일 경우， 부 

동산컨설턴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왜 

냐하면， 부동산시장은 실수요 위주의 시장으로 

합리화될 것이므로， 부동산투자자는 실수요를 대 

상으로 하는 최적 개발 전략을 수행하거나 부동 

산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려고 할 것인데， 이것 

을 위해서는 객관적 입지분석 및 시장조사， 전문 

적인 개발기획， 차별화된 분양·임대 전략 및 마 

케팅 기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은 이루어지 

는데， 이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가치 증식 

추구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므로， 토지구 

획정리사업과 같은 지가상승을 전제로 한 사업 

〈표 2> 연도뿔 전국 평균 지가 변동율(1987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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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기별 평균 지가 변동훌 (1990년 1/4분기 -1995년 4/4분기) 

연도 분기 변동율(%) 연도 분기 변동율(%) 

1/4 6.94 1/4 -0.42 

2/4 3.73 2/4 -2.88 
1990년 1993년 

3/4 3.88 3/4 -2.64 

4/4 4.64 4/4 -1.64 

1/4 4.69 1/4 -0.41 

2/4 3.39 2/4 -0.26 
1991 년 

3/4 
1994년 

3/4 2.71 -0.05 

4/4 1.44 4/4 0.15 

1/4 0.43 1/4 0.05 

2/4 -0.53 2/4 0.15 
1992년 1995년 

3/4 -0.36 3/4 0.15 

4/4 -0.80 4/4 0.20 

자료 r한국경 제신문J , 1995년 6월 15일자， 27면. 1995년 7월 29일자， 27면， 

1995년 10월 31일자， 39면. 1996년 1월 28일자， 19면. 

〈표 4) 연도벌 전국 종 땅값(공시지가) 비교(단위 10억원) 

\\ 1991년 1월 1일 1995년 1월 1일 변동율 

서울 550,110 603,952.3 9.8% 

부산 135,400 131 ,525 .3 -2.9% 

대구 81 ,700 75,322.3 -7.8% 

인천 51 ,400 56,060.9 9.0% 

광주 41 ,700 41 ,980.8 0.7% 

대전 45,800 40,146.7 -12.3% 

경기 235,300 235 ,308.5 0.0% 

강원 42,500 43,550.3 2.5% 

충북 36,500 40,230.1 10.2% 

충남 55,300 59,682.6 7.9% 

전북 53,100 54,455.3 2.6% 

전남 45 ,500 46,789.5 2.8% 

경북 87,800 83,206.8 -5 .2% 

경남 117,500 100,833.8 -14.2% 

쩨주 34,900 25,260.8 -27.6% 

총채 
1,614,500 1,638,306.0 

1.5% 
(1990년 GNP으I 8배) (1994년 GNP의 5.4배) 

자료: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 1면. 

주: 본 자료는 1996년 2월 12일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것임. 1991년 

꽁시지가는 실제 거래가격의 60%를 반영하논 반변， 1995년 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이 

8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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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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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Ibid.: 34). 또한 부동산경 

기가 호황이면， 부동산시장이 자산증식을 목적으 

로 하는 가수요 위주의 시장이 되므로(김정한， 

1993: 6-7) , 개발도 가수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다. 따라서 부동산경기가 호황일 때， 이루어지는 

부동산개발은 불황·안정기의 그것과는 달리 개발 

know-how, 개발 기획력， 마케팅기법 등이 중요 

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발하기만 하면， 분양 

수입을 획득할 수 있고 자산가치가 증식되기 때 

문이다. 

사실 1990년대 초 부동산컨설팅이 광범위하게 

등장한 배경에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가장 큰 몫 

을 했다고 할 수 있다(이규성， 1994: 30). 표 2, 

3, 4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후반에 정점을 

이루었던 부동산경기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강세를 보였다. 반면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 

하기 시작한 국내 부동산컨설팅업의 경우， 전문 

적인 부동산컨설팅업체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되 

었을 뿐만 아니라 1991년-1993년에는 매년 전년 

대비 약 30%의 매뜰액 신장률을 보였다(이원준， 

1994: 740).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동산경기가 하강 

하고 과거와 같은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실수요 

위주로 됨에 따라， 부동산소유자와 투자자의 투 

자 전략이 실수요 위주의 부동산의 최적 개발전 

략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것은 1990년대에 들어 

오면서 부동산컨설턴트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둘째， 199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 

한 부동산경기는 199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 

제， 그리고 토지전산망의 완전 가동 등으로 인해 

다시 하락， 보합세로 돌아서(표 2, 3 참조)， 장기 
적으로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 

며(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 27면). 그 

에 따라 부동산컨설팅업의 성장이 계속 전망된 

다. 

2) 제도의 변화 

(1) ‘토지공개념’ 입법 

1989년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1990년 3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은 

‘태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륭’， ‘개발이익환수에 관 

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이다. 이 법률들은 

1980년대 후반의 부동산 투기 과열과 그에 따른 

부동산가격의 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함 

에 따라， 그것의 해결을 위해 확대도입되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 법률의 시행으로 적어도 

부동산 보유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가중됨으로써 

1980년대 말까지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부동산경 

기는 1992년 이후 두드러지게 침체되었다. 또한 

토지공개념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같은 해(1990 

년)에 시행에 들어간 ‘종합토지세’와도 상당한 시 

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3 참조) . 
물론 토지공개념 법률은， 과열 양상을 보이던 

1980년대말의 국내 부동산 경기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진정되는 데 상당히 기여했지만， 법 자 

체의 한계로 인해 부동산 경기를 완전히 진정시 

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하기 

위한 조기개발과 미숙개발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2) 그러나 토지공개념 법률(그리고 

종합토지세)의 도입은 1980년대말 과열 양상으 

로 치닫던 부동산경기를 진정시킴으로써， 1990년 

대 이후 부동산컨설팅업의 성장의 중요한 배경 

이 되었던 1990년대 부동산경기 하강에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2) ‘부동산실명제’ 살시 

부동산실명제는 그 동안 부동산 투기와 위장 

분산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과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 등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무력화시킨 ‘부동산 명의신탁’을 1995 

년 7월 1일부터 완전히 금지하고(‘부동산 실권리 

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그것의 효 

력 자체도 무효화시키는 것(동법 제4조 1항)이 

다. 

따라서 부동산설명제의 실시는 명의신탁이라 

는 부동산투기 수단을 법적으로 완전히 제거하 

여 투기적 가수요를 줄이고， 동시에 부동산시장 

을 실수요 위주의 시장으로 정상화시킴으로써 

투기 적 가수요에 의 한 부동산가격 의 급등과 그 

에 따른 자산가치 증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표 2, 3의 지가 변동율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발표와 법적 효력이 발 

이
 
4 



효된 1995년도 부동산경기는， 부동산경기 주기상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지배적인 전망과는 

달리， 계속 미등세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투기적 가 

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 위주의 부동산시장이 

형성되어 전국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부동산시장도 ‘전국 평 

균 땅값’이란 말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될 만큼 

입지상 이점과 개발재료에 의해 개별 부동산의 

가격 등락이 달라지게 되는 ‘요철(머러)시장’(한 

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 11면)으로 변모 

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보유전략 뿐만 아니라 매 

각전략도 그 효과가 불투명하게 되어 부동산투 

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부동산의 최적 

활용‘개발을 통한 소득수익 추구 전략이 될 수밖 

에 없게 되었다. 이점은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부 

동산 경기의 안정세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투자자는 부동산컨설 

팅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최적개발전략을 수행에는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know-how, 기획력 등 필요한데， 부동 

산컨설팅이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부 

동산실명제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토지전산망’ 가동 

토지종합전산망과 토지거래전산망으로 구성된 

토지전산망은 199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를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장 

치라고 할 수 있다. 토지종합전산망은 이미 구축 

되어 있는 내무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지적전 

산망’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전산망’을 

연결해서 구축되었다. 

토지종합전산망의 경우 특별감시대상과 특별 

감시지역을 설정， 집중 감시할 수 있도록 해 놓 

음으로써 토지투기억제라는 정책 목표에 적합한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한국경제신문， 1995년 6 
월24일자， 28면) . 그리고 부동산실명제를 통해 토 

지전산망의 사각지대인 명의신탁이 제거됨으로 

써 토지전산망은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주기적으로 토지전산망으로부터 토 

지소유현황과 그 변동 현황을 신속하고 상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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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인 토지정책 및 투기억제책도 효과적으로 수립‘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세청에 과세자료 

로서 통보되는 토지거래전산자료를 통해 투기가 

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제와 연계시켜 자금 

추적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토지전산망의 

가동은 부동산실명제와 결합되어 부동산투기억 

제에 있어 상당한 시너지 (synergy)효과를 발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다시 부동산소유자， 투 

자자 및 잠재적인 투자자로 하여금 ‘보유에서 개 

발로’ 부동산 투자전략을 변경시키고 있으며， 그 

에 따라 부동산컨설탱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 

할 것이다. 

3. 부동산개발부문의 개발방식 변화 

Knox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개발산업 

내에서 시장변화에 따른 유연성 필요에 대웅하 

기 위해 건물의 대량생산·소비체계로부터의 탈 

피， 상품차별화， 그리고 니치마케팅 (niche 

marketing)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건 

조환경 (built environment)에 서 설 계 (design)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Knox， 1994: 
188). Knox가 언급한 현상은 부동산개발에서 개 
발기획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점은 현재 국내 부동산개발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의 건설회사， 주택개발， 대량생산 

중심이었던 기존 부동산개발부문에서 기획형 개 

발 사업을 전개하는 디벨로퍼가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아이템의 부동산개발3)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개발의 소프트(soft)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권 영 건， 1996: 4). 
그런데 이러한 개발상품의 차별화는 기존의 

아파트 위주의 대량생산방식에 비해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한정된 특정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그것을 토대로 

수행하는 개발기획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개발기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것 

을 주요 업무로서 수행하는 국내의 부동산컨설 

턴트도 공간변화의 행위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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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부동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추이 (1988년 -1993년) 

단위: 개， 명.% 

““‘~“--‘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사업 전국 54900 59943 않611 52않4 51133 47390 

처|수 서울 24359 26265 27없2 20342 19712 18942 

종시 전국 145정O 158171 171618 154020 149932 138245 

자수 서올 79644 85299 91888 70305 70410 69789 

변동율 ‘'88- ’93년 ‘88- ’89년 '89- ’90년 ‘90- ’91년 ‘91- ’92년 ‘92- ’93년 

사업체 전국 -13.7 9.2 7.8 -18.5 -2.9 -7.3 

-ι‘「 서울 -22.2 7.8 6.4 -27.2 -3.1 -3.9 

종사자 전국 - 0.5 8.7 8.5 -10.3 -2.7 -7.8 

:!“「 서올 -12.4 7.1 7.7 -23.5 1.5 -0.9 

자료 r서버스엽통제조사보고서 J • 1988년도， 1989년도， 1990년도， 1992년도. 1993년도. 

r총사엽 체통계조사보고서 J , 1991 년도. 

조사 기준일은 각년도 7월 1 일임. 1991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는 표본조사임. 

〈표 6) 부동산업의 수입액， 사업수입액의 추이 (1988년 -1992년) 

단위: 백만원.% -------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전국 2785114 3214135 3844782 5582971 
수입맥 

서울 1뼈0390 1687367 1983177 1900991 

전국 2뼈8172 2870263 368없>2603 5199909 
사업수입 

서울 1317않4 1559290 18없842 1701427 

변동율 ‘88~ ’89년 ‘89- ’90년 ‘88- ’90년 

전국 15.4 19.6 38.0 
-/「‘O tjlO 듀'1 

서올 14.0 17.5 34.0 

전국 15.4 28.3 48.0 
샤업수입 

서울 18.3 20.9 43.0 

1992년 

4445762 

1863154 

4029469 

1651952 

‘91- ’92년 

-20.4 

-2.0 

-22.5 

-2.9 

자료서 버스업통계조사보고서 J , 1988년도， 1989년도， 1990년도， 1992년도， 1993년도. 

1988년， 1989년， 1990년도 조사 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 

지임 

1991 년. 1992년또 조사 대상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임 

커지고 있다. 

4. 부동산엄의 침체 및 불황 

1) 1990년대 부동산업(또는 부동산 관면 서비스 

업)의 집제 및 룰황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동산 중개업이나 감 

정평가업이 침체·불황에 빠지거나 업계 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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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내 부동산 관련 업종의 사엄체수와 종사자수 변화(1991-1993년) 

단위: 개. 명. %. 

~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1 년 1992년 1993년 1991 년 1992년 1993년 

-t「j E tξ~ t!-~ 52604 51133 47390 1많020 149932 138245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025 2002 2029 26472 24365 26않4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50619 49131 4원61 127548 125567 111611 

사업체수 종사자수 
변 동 율 

‘91- ’92년 ‘92- ’93년 ‘91- ’92년 ‘92- ’93년 

부동산업 -2.9 -7.3 -2.7 -7.8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1 1.3 -8.0 9.3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2.9 -7.7 -1.6 -1 1.1 

자료 r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J , 1991년도 r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J , 1992년， 1993년도. 

1992년. 1993년 수치는 표본조사에서 나온 것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웅해 기존의 중개 

업계， 감정평가업계， 건축설계업계가 불황 및 정 

체의 타개책으로서 컨설탱으로 진출하고 있다 4) 

우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부 

동산업(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의 사업체수(전 

국， 서울)， 종사자수(전국， 서울)， 수입액(전국， 서 

울)， 그리고 사업수입액(전국， 서울)의 변동 추이 

를 살펴보면 표 5, 6과 같다. 표 5와 6을 보면， 

부동산업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업체수， 

종사자수， 그리고 수입액과 사업수입액 측면에서 

부동산경기의 하락으로 인해， 불황을 맞고 있음 

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업의 불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 

스업’임(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의 사업체수， 종 

사자수 그리고 수입액 사업수입액의 변동을 살 

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 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해 1980년대 말에서부터 그 변동의 추이를 파 

악할 수는 없고， 1991-1993년 기간의 변동 추이 

만을， 그것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한해 파악 

할 수 있을 뿐이다(표 7참조). 표 7을 통해서 보 

건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 

동산업(중분류)의 불황은， 부동산업 사업체수 감 

소와 종사자수 감소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의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2) 1990년대 종개업， 감쟁행가업. 건축설계업의 

쟁체·톨황 

1990년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불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주축 부문인 중개업과 감정평가업， 그리고 건축 

설계업의 1990년대 상황을 보고자 한다. 중개업 

과 감정평가업에 대한 자료는 각각 ‘전국부동산 

중개업협회’ 내부자료와 ‘한국감정평가업협회’ 

내부자료를 통해서 얻었고， 건축설계업 자료는 

‘대한건축사회’에서 발간되고 있는 r건축사』 라 

는 정기간행물을 통해서 얻었다. 각 업종에 대 

한 자료의 내용은 중개업의 경우， 전국부동산중 

개업협회 회원사(중개법인，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인) 수의 변화0991-1995년)이고， 감정평가 

업의 경우 한국감정평가업협회 회원사의 수수료 

총액과 수주 건수의 변화0990-1994년)이다. 그 

리고 건축설계업은 대한건축사회 회원사의 건축 

설계도서 신고 현황(수주 건수와 수주 연면적의 

추이， 1988-1995년)이다. 

사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중개업， 감정평가 

업， 건축설계업 등의 기존 부동산서비스업계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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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침체되어 왔고， 그에 대한 극복책으로서 

사회의 전문화 추세와 맞물려 기존 부동산서비 

스업계가 부동산컨설팅업으로 진출하는 배경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부동산중개업 

표 8에 나타나 있듯이， 1991-1995년 동안 전 

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사 수(전국， 서울)는 계 

속 감소하고 있다. 1991-1995년 동안의 변동율 

을 보면 전국 -25.4%, 서울이 -29.0%를 기록했 

다. 이상과 같이 1990년대에 들어 부동산 중개업 

체의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은， 

〈표 8)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사 현황(1991-1995년〉 

단위:개，%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총계 55379 49735 4닮39 42865 41323 

전 법민 482 473 348 356 298 

국 공인줌개시 15584 14108 13055 13797 14358 

중개인 39313 35154 32036 28712 26667 

총계 21798 19006 17381 16188 15470 

서 법인 167 1때 111 113 116 

울 공인줌개시 5406 4595 4253 갱46 4411 

중개인 16225 14271 13017 11729 10943 

변동율 ‘91- ’92년 '92- ’93년 ‘93- ’94년 ‘94- ’95년 ‘91- ’95년 

총계 -10.19 -8.64 -5.66 -3.60 -25.4 

저‘- 법인 -1.87 -26.43 2.30 -16.29 -38.2 

국 공인중개샤 -9.47 -7.46 5.68 4.07 二L묘-
중개인 -10.58 -.8.87 -10.38 -7.12 -32.2 

총계 -12.81 -8.55 -6.86 -4.44 -29.0 

서 법인 -16.17 -20.71 1.80 2.65 -30.5 

울 공인중개시 -15.0。 -7.44 2.19 1.50 -18.4 

중개인 -12.04 -8.79 -9.89 -6.70 -32.6 

자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내부자료. 

〈표 9) 연도벌 감정팽가시장의 규모(수수료， 건수) 추이 (1990-1994년) 

1990년 

수수료총맥 81726 

Ei돋5 -/“~~ ~~‘「 n.a. 

단위: 백만원，건，% 

1994년 

122000 

262430 

변동율 1991-1994년 1990-1991년 1991-1992년 1992-1993년 1얘99잃3-1994년 

6.9 수수료총액 37.1 8.9 20.0 6.8 

총 수주 건수 83.4 27.8 27.3 12.7 

자료: 한국감정평가엽협회 r감정평가사 실무 수습교재(1995년 1월 발행 )J . 

n. 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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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 

1990년대 이후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경기의 침체 그리고 중개수수료의 문제로 

인해 많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 

린다는 것이었다. 

(2) 감정평가업 

표 9를 보면， 1990-1994년 동안에 감정평가 

수수료 총액과 총 수주 건수는 절대적으로 증가 

했지만， 그 증가폭이 매년 둔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감정평가 

업계가 침체에 빠지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고 하 
겠다 5) 

(3) 건축설계업 

건축사사무소의 연도별 건축설계도서 신고 실 

적의 추이 (1988-1995년)를 보면 표 10과 같다. 

1988-1989년과 1989-1990년에는 설계 건수와 

설계 연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당시 부동 

산투기와 부동산가격 앙등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분당， 일산 등 서울 주변 신도시 

건설 특수(特需)와 큰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 

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 설계 건수와 설계 

연면적 등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地理學論蕭 第28號<1996. 8) 

는 1991-1992년과 1994-1995년에 설계 건수와 

연면적이 모두 약 10% 이상씩 감소했고， 서울 

소재 건축설계업체들의 경우 1990-1991 년. 199 

1-1992년， 1992-1993년에 계속해서 설계 건수 

와 연면적이 감소했다. 물론 서울 소재 건축사사 

무소들의 경우 1994-1995년에 설계 건수와 연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대 건축설 

계사무소의 설계실적은 1980년대 말과 같은 성 

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5. 우루과이라운드(UR) 와 국내 부동산시장 개방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 1996년 1월 1일부터 

UR협상 중 하나인 서비스협상에 참여한 

GATT(WTO의 전신) 체결국의 부동산시장이 

개방되기 시작되고， 그에 따라 국내 부동산시장 

도 개방되기 시작한다. 국내 부동산시장의 개방 

일정은 표 11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UR에 의해 

부동산시장， 건설시장 등 부동산관련 시장이 개 

방될 예정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 등의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비롯한 부동산 

서비스업체와 건설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준비하 

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진출을 위한 거점을 미-

〈표 10) 연도벌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설계도서 신고현황(1988-1995년) 단위: 건， m2, % 

------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 건수 154382 172655 205763 183512 153591 146171 131134 118250 

국 연면적 67550768 97439364 139633801 136297607 116032177 124107497 146079480 123754854 

서 l!~“「 26646 30829 42739 37020 36619 27884 16620 18866 

물 연면적 13702914 18396992 25190273 23992877 23947610 19537596 21140628 31356368 

변동율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88-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5년 

저L..: l!~‘「 11.5 19.2 -10.8 -16.3 -4.8 -10.3 -9.8 -23.4 

국 연면적 44.3 43.3 -2.4 -14.9 7.0 17.7 -15.3 83.2 

서 건수 15.7 38.6 -13.4 -1.1 -23.9 -40.0 13.5 -29.2 

울 연면적 34.3 36.9 -4.8 -0.2 -18.4 8.2 48.3 128.8 

‘서울’이란 ‘서울건축사회’ 소속의 건축설계업체를 지칭하는 것임 

자료: 대한건축사회건축사J , 1989년 2월호， 1990년 2월호， 1991년 2월호， 1992년 2월호， 
1993년 2월호. 1994년 2월호. 1995년， 2월호， 1996년 2월호.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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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1 
'i!:" 

〈표 11) 국내 부동산 판현 시장의 개방 월정 

일 반건설업 100% 단독투자허용(면허) 
전문건설업 100% 단독투자허용(면허) 
일반건설업 지사 설립 허용(면허) 

전문건설업 지사 설립 허용(면허) 

건축설계 서비스 

건설기계 및 임대 서비스 

감리 및 엔지니어링 활동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주거용 건물 분양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분양공급업 

토지개발 곰급업 

시 기 

UR발효시 기 0995년 ) 

1996년 1월 

1996년 1월 

1998년 1월 

1996년 1월 1일 

1996년 1월 1일 

현재 법령상 제한없음. 

1996년 1월 1일 

1996년 1월 1일 

1996년 1월 1일 

1996년 1월 1일 

개방시기는 1997년 이후 논의 

개방시기는 1997년 이후 논의 

개방시기는 1997년 이후 논의 

개방시기는 1997년 이후 논의 

개방시기는 1997년 이후 논의 

개방시기는 1997년 이후 논의 

촬전: 정 창무. 1995: 11 

련해 놓고 있다(정창무 1995: 13;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 37면 ;6월 15일자， 36면). 

UR에 의한 부동산컨설팅 및 개발기획 등을 

수행하거나 그것을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외국의 

건설업체들과 다국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체들 

의 진출에 대비해 국내 부동산 컨설팅업체들 중 

개업체， 감정평가업체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체들은 종합 부동산 서비스업체로의 성장을 도 

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부동산 관련 업계의 

노력으로 부동산 관련 서버스업， 특히 국내 부동 

산컨설팅업이 성장되고 부동산컨설팅 서비스의 

수준이 제고될 것이다. 

II I. 서울시 부동산 컨설팅업체(부동산 

컨설턴트)의 공간개발 과정에서의 역할 

1. 설문응답 업체의 분류 

국내 부동산컨설턴트가 어떤 존재인가를 규명 

한다는 차원에서 컨설턴트가 공간개발과정내에 

서 컨설팅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역할 

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1996년 2월 5일부터 

1996년 4월 30일까지 서울 소재 부동산업체들 

중 1 ，853개 업체6)에 대해 ‘서울시 소재 부동산업 

체의 부동산컨설탱 활동에 관한 셜문조사’라는 

제목의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업체의 주소의 약 30% 정도는 신문·잡지， 

부동산업계 종사자 그리고 PC통신망을 통해서 

얻었고， 나머지는 r서울 업종편 ‘전화번호 

부’(1995년 7월 20일 현재 )J 에서 얻었다. 

이렇게 부동산컨설팅업체 이외의 부동산업체 

들에 대해서도 부동산컨설팅 활동에 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동산컨설팅의 범위가 너 

무나 광범위해서 기존의 부동산업 업무영역과 

중첩되므로， 기존의 부동산업체들이 부동산컨설 

탱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로 기존의 부동산업체가 자회사나 겸업 형태로 

부동산컨설팅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명목상 컨설팅업체이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는 중개인 업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발송된 1 ，853부중에서 69부가 회송되었다. 설 

문에 웅답한 69개 업체들 중 부동산컨설팅 활동 

을 수행하는 업체와 수행하지 않는 업체를 구분 

- 58 -



地理學論훌훌 第28號0996. 8) 

〈표 12) ‘부동산컨싫팅업체’의 서톨시 구벌 입지현황(1996년 2월말 현재) 

단위:개 

충구 

2 

〈표 13) ‘부동산건설팅엉체’의 동(洞)단위 입지현황(강남·서초구. 1996년 2월말 현재) 
단위:개 

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탱업 진출연도’가 명시되 

어 있고， ‘컨설탱 담당 임직원’이 있으며， ‘컨설탱 

업진출연도부터 1995년까지 부동산개발 컨셜탱 

수주 실적’이 있는 44개 업체들을 ‘부동산컨절탱 

업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을 ‘非컨 

설탱업체’라고 분류했다. 그런데 비컨설팅업체들 

중에 속하는 건축설계사무소 117ß 업체 중 8개 

는， 설문에 대한 보완조사를 통해 건축설계업무 

수행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일차 

적으로 부동산컨설탱 수주 실적을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세운 분류기준에 따르면， 

비컨설탱업체로 분류될 수밖에 없으나， 현실적으 

로는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절계·컨셜탱 일체형’이라고 별도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동산컨설팅업체’ 중에서 다시 주력 

업무에 컨설탱이 포함된다고 웅답하거나 또는 

‘해당되는 업체를 묻는 문항’에서 부동산컨설팅 

업체라고만 웅답하는 업체들과 부동산컨설탱업 

체로서 공식적으로 나타난 업체들을 ‘컨절탱주 

력형’으로 분류하고자 하며， 그렇지 않은 업체들 

을 ‘컨절탱겸업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전자에 

는 29개 업체가 해당되었고， 후자에는 15개 업체 

가 해당되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컨설탱업체로 분류된 44개 

업체들의 설문 웅답내용을 토대로 이들 업체들 

의 ‘일반적 사항’과 ‘개발과정에서의 역할’， ‘역할 

의 영역’(의뢰자， 지역， 개발 업종 및 시설)과 ‘역 

할의 수준’(특히， 정보 수집·분석·가공 활동의 측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동산컨실팅업체’의 일반쩍 사항 

1 ) 입지현황 

본 연구에서 ‘부동산컨설탱업체’로 분류된 업 

체들(447ß)의 입지분포(1996년 2월말 현재)를 서 

울시 구(區) 단위에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 

다. 

한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입지해 있는 33개업 

체들(컨설팅주력형 207>> , 컨설탱겸업형 13개; 강 

남구 22개， 서초구 11개)의 동(洞)단위 입지현황 

은 표 13과 같다. 

2) 건혈팅업 전흩시점 

‘부동산컨설탱업체’ 44개사의 부동산컨설팅업 

진출시점을 살펴본 결과 ‘부동산컨셜탱업체’로 

분류된 부동산업체들 중 약 80% 정도가 1990년 

대에 진출했다. 이것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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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부동산컨얼팅업체’의 종임직원 수 현황(단위 : 개) 

평균 총임직원수 별 해당 업채수 \、、‘\ 총임직원수 1-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인 이상 

부동산팅 I 주력형 78.8명 8 5 8 2 5 
컨설 겹업형 46.1 명 4 4 3 2 2 
업채 67.6명 12 9 12 4 7 
자료:설문조사 

〈표 15>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부동산컨셜팅 담당 임직원수(단위: 개) 

。tj， ‘ 을삐” 즈 l느 

1-9인 10-19인 20인 이상 계 

부동산컨혈팅 I 컨쉴팅쭈혁형 12(9) 10(6) 7(4) 29(19 

어체 컨설팀겹업형 14( 1) 0(0) 1 (0) 15(1) 
계 26 (10) 10(6) 8(4) 44(20 

자료:설문조사 

괄호안의 수치논 총임직원수에 대한 부동산컨설팅 담당 임직원수의 비율이 50%이상인 업체 

수임 

나타난 부동산경기의 침체， 부동산투기억제책의 

강화， 기존 부동산업계의 침체， 부동산개발부문 

의 개발방식 변화 그리고 개발부문내에서의 전 

문화 등과 상당한 연관성 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컨설팅주력형’의 경우 1990년대에 진출 

한 업체의 비율(297TI 업체 중 207TI 69.0%)이 높 

지만， 컨설팅으로의 진출시점이 1980년대인 업체 

가 9개(진출 연도가 1982년인 업체가 1개， 1986 

년 1 개， 1988년 3개， 1989년 3개)나 된다 7) 

3) 종임직원수 

‘부동산컨설팅업체’ 447TI 의 ‘평균 임직원수’는 

67.6명으로 나타났다(표 14참조) . 그리고 ‘컨설팅 

주력형’은 78.8명을 기록했고， ‘컨설팅겸업형’은 

46.1명으로 나타났다. 

4) 부동산컨설팅 담당 임직원 수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부동산컨 

설탱 담당 평균 임직원수’는 10.5명이었고， ‘총 

임직원에서 부동산컨설탱 담당 임직원수 비율의 

평균’은 44.4%였다. 그리고 ‘컨설팅주력형’은 각 

각 13.7명， 56.3%를， 그리고 ‘컨설팅겸업형’은 4.5 

명， 21.6%를 기록했다. 부동산컨설탱 담당 임직 

원수를 기준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를 분류하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5) 부동산개발 컨설팅 종 수주 건수 

부동산컨설팅업 진출 연도에서부터 1995년까 

지 설문조사대상 44개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부동 

산컨설팅 총 수주 건수 평균’은 표 16과 같다 

〈표 16> ‘부동산컨셜팅업체’의 종 수주 건수， 연평균 수주 건수， 컨설팅 진훌 기간 
(단위: 건， 년) 

---------------
부동산컨설팅업체 

주력형 겹업형 

총 수주건수(평균) 99 15 70 

연평균 수주건수(평균) 17.8 6.4 13.9 

컨설팅 진출기간(평균) 5 3 5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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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컨설팅주력형’과 ‘컨설팅겸업형’ 각각의 

총 수주 건수 평균을 보면， 그 차이가 현격하다 

주력형의 경우 업체 평균 99건을 기록하고 있지 

만， 겸업형은 업체 평균 15건만을 기록할 뿐이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는 부동산컨설팅을 주력업 

무로 취급하느냐， 또는 단순히 겸업만 하고 있느 

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업 진출 기간의 차 

〈표 17) ‘부동산건설팅업체’의 수주내역별 종 수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부동산건설팅업체 

주력형 겹업형 

개발사업대행컨설팅(평균) 24 41 30 

개발기획(평균) 24 14 20 

개발타당성 분석·검토(평균) 22.5 23 22.7 

부동산개발 관련 셰무·법률 자문(평균) 3.9 2.3 3.3 

단순 자료조사(평균) 5.2 2.3 4.2 

분양-임대 대행， 분양임대에 대한 건설팅(평균) 9.9 7 8.9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건설팅(평균) 5.1 3 4.4 

부동산관리 대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컨설팅(평균) 1.3 2.3 1.6 

기타(평균) 2.2 4.3 3.0 

개발사업 대행 건설팅+개발기획+개발타당성분석·검토(평균) 71 78.3 73 

자료:설문조사 

〈표 18) 수주내역별 건설팅 종 수주건수에서의 비율이 1 순위라고 응답한 업제수 

(단위: 개) 

부동산컨설팅업채 

컨설팅주력형 컨설팅 

대형 중형 소형 겸업형 

개발사업대행 2(1) 2(2) 5(3) 9(6) 7(7) 16(13) 

개발기획 1(1) 3(2) 2( 1) 6(4) 2(2) 8(6) 

개발타당성 분석·검토 2( 1) 3(0) 6(2) 11(3) 3(3) 14(6) 

개발사업대행 or 개발기획 or 
5(3) 8(3) 11(6) 24(12) 11( 11) 35(23) 

개발타당성 분석·검토 

개발사업대행 +개발기획 +개발타당성 
7(6) 9(8) 11(1 0) 27(24) 13(13) 40(37) 

분석·검토 

부동산개발 관련 세부·법률 자문 0 0 0 0(0) 0 0(0) 

단순 자료조사 0 0 1(1) 0 0 1(1) 

분양·임대대행， 분양·임대 및 마케팅에 
2(0) 1(1) 0 3( 1) 2(1) 5(2) 

대한 컨설팅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컨설팅 0 0 0 0 1(0) 1(0) 

부동산관리 대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0 0 

컨설팅 
0 0 0 0(0) 

기타 0 0 0 0 1(1) 1(1 ) 

자료:설문조사 

괄호 안의 수는 수주내역별 총 수주건수(컨설팅업 진출연도-1995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을 기록한 업체수임. ‘소형’， ‘중형’， ‘대형’의 분류 기준은 부똥산컨설팅 

담당 임직원수 1-9명， 10-19명， 20명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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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도 기인한다고 하겠다. 실제로 1996년 2월 

현재 컨설탱주력형의 경우 컨설탱업에 진출해 

온 기간의 평균이 대략 5년인 반면 컨설링겸업 

형은 3년이다. 

3. 부동산컨설턴트의 역활: 부동산컨설팅 수주 내역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컨설팅업체’로 분류된 

44개 업체(유효 응답 업체는 43개임 - 주력형: 

28개， 겸업형 15개)들이 개발과정에서 부동산컨 

설팅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부 

동산컨설탱 수주 내역(수주내역별 컨설탱업 진 

출 연도-1995년의 총 수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묻는 문항을 넣었다. 

표 17은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컨설팅업체’ 

로 분류된 부동산업체들의 수주내역별 총 수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도 나타나 있듯이 개발사업대행(평균) 

30%, 개발타당성 분석·검토(평균) 22.7% , 개발기 

획(평균) 20% 순으로 나타났고， 각 업체들의 총 

수주 건수에서 이 세 수주내역의 합계가 차지하 

는 비율의 평균은 73%이다. 

부동산 컨설팅의 수주 내역을 묻는 설문에 유 

효한 웅탑을 제공한 43개 부동산컨설팅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주내역별로 총 수주 건수(부동산컨 

설팅업 진출 연도 -1995년)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제일 높다고 응답한 업체수와 그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수를 보면， 표 18과 같다. 1순위 

라고 웅답한 업체수만을 보면，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43개 응답 업체 중 개발사업대행 16 

개， 개발타당성 분석·검토 147ß , 개발기획 8개 순 

이었다. 그리고 50% 이상인 업체수만을 보면， 

43개 용답 업체 중 개발사업대행 13개， 개발타당 

성 분석·검토 6개， 개발기획 6개 순이었다. 또한 

개발사업대행， 개발기획， 개발타당성 분석·검토 

중 어느 하나가 컨설팅 총 수주 건수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1순위인 업체는 437ß 업체 중 35개 

였다. 그리고 개발사업대행， 개발기획， 개발타당 

성 분석·검토의 수주 합계가 컨설팅 총 수주 건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순위인 업체수는 40개 

였으며， 그 수주 합계의 비율이 50%이상인 업체 

수는 37개 였다. 

따라서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설문조사대상인 

44개의 서울시 부동산컨설팅업체는 개발과정에 

서 컨설팅활동으로서 개발사업대행， 개발기획，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검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개발시행자(또는 잠 

재적 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총체적 수준 

에서의 의사결정 틀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4. 부동산컨설턴트의 역활 수행 엉역 

서울 소재 부동산컨설턴트가 개발과정에서 수 

행하는 역할이 개발사업대행， 개발기획， 개발사 

〈표 19) 의뢰자 종류벌 종 수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순위 이내인 업체수(단위: 개) 

\\ 
부동산컨셜팅업체 

컨설팅주력형 건설팅겹업형 1순위 응답 

1 순위 2순위 3순위 1 순위 2순위 3순위 업채수 

건설업체 10 4 8 22 2 1 4 26 12(12) 
부동산 소유 개인 11 8 5 24 8 3 0 11 35 19(14) 
부동산 소유 법인 5 12 2 19 6 3 0 9 28 11 (10) 
지방자치단체 0 2 0 0 0 0 2 1(0) 

공공개발기관 0 0 3 3 0 0 1 4 0 
금융기관 0 2 0 2 1 0 0 1 3 1(1) 

부동산업채 2 4 0 1 0 1 5 0 
기타 1 0 2 3 2 0 3 4 3(2) 

자료:설문조사 

괄호 안의 수치는 부동산컨설팅 의뢰자 종류별 총 수주 건수(컨설팅업 진출 연도-1995년)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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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의뢰자 종류별 종 수주 건수에서의 비옳이 1 순위를 차지하는 업체수 

(단위: 개) 

~ 
부동산컨설팅업체 

컨설팅주력형 컨설팅 

대형 중형 소형 겹업형 

건설업체 3(3) 5(5) 2(2) 9(9) 2(2) 12(12) 

부돔산 소유 개인 1(0) 2(1) 8(5) 11(6) 8(8) 19(14) 

부동산 소유 법인 2(2) 1(1) 2(1) 5(4) 6(6) 11(10) 

지방자치단체 및 관공서 0 1(0) 0 1(0) 0 1(0) 

공공개발기관 0 0 0 0 0 0 

금융기관 0 1(0) 0 1(0) 1(1) 2(1) 

t-I깅!. 프 c늠~tI-~j 룰、’‘ 0 0 0 0 0 0 
기타 1(0) 0 0 1(0) 2(2) 3(2) 

자료: 설문조사 

괄호 안의 수는 부동산개발 컨설팅 의뢰자 종류별 총 수주 건수(컨설팅업 진출 

연도-1995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수임. 소형， 중형， 대형의 분 

류는 부동산컨설팅 담당 임직원수 1-9명， 10-19명， 20명 이상에 해당됨 

업 타당성 분석·검토라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러 

한 역할이 어떤 영역에서 수행되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 부동산개발 컨설팅의 의뢰자 

구성， 지역 구성， 개발 업종 및 시설의 구성을 

보고자 한다. 

1 ) 컨설팅 의뢰자(고객) 구성 

부동산개발 컨설팅의 의뢰자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에 컨설팅업 진출 연도부터 1995 

년까지의 총 수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 

은 순서대로 의뢰자 종류 세 개만을， 그 비율과 

함께 적어 달라는 문항을 넣었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447H 업체들 중 437H(컨설팅주력형 287H , 

컨설팅겸업형 157H)가 1097H 의 유효 응답을 제 

공했다. 

표 19를 보면， ‘부동산 소유 개인’이 357H , ‘부 

동산소유법인’ 28개 그리고 ‘건설업체’ 26개 순 

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컨설팅주력형’과 ‘컨설팅 

겸업형’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부동산컨설팅업체 

들의 ‘1순위’ 응답(48개)만을 보면， 부동산소유법 

인 44개 업체 중 19개， 건설업체 127H , 부동산소 

유법인 11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1순위의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수도 부동산소유개인 147H , 건 

설업체 127H , 부동산 소유 법인 107H 순으로 나 

타났다. 그런데 건설업체， 부동산소유법인 중 어 

느 하나가 컨설팅 총 수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순위 이내에 속하는 업체는 447H 업체 

중 36개(주력 형 297H중 257H 겸 업 형 15개 중 11 

개)였다. 그리고 그 비율이 1순위인 업체는 22개 

업체였고， 그 중 비율이 50%이상인 업체는 21개 

였다. 

또 의뢰자 구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20 

에서 보듯이 컨설팅주력형내 중·대형업체들의 주 

요 컨설팅 의뢰자는 ‘건설업체’라고 볼 수 있고， 

컨설팅주력형내 소형업체들과 컨설팅겸업형 업 

체들은 ‘부동산 소유 개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동산컨설팅업체의 규모(부동산컨설탱 담당 임 

직원수)와 부동산컨설팅의 취급 정도(주력업무의 

여부)에 의해 컨설팅 고객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컨설팅 활동의 지역 측면 

서울시 부동산컨설턴트의 역할 수행 영역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부동산컨설팅업체’의 주요 

부동산컨설팅 활동 지역(즉 컨설팅 의뢰 부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컨설팅업 진 

출 연도부터 1995년까지의 컨설팅 총 수주 건수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세 지역만 

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비율도 적어 달라는 문 

항을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 ‘부동산컨설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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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건설팅 지역별 종 수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순위 이내인 업체수 
(단위: 개) 

\ 부돔산컨설팅업채 

컨설팅주력형 건설팅겸업형 1순위 

1 순위 2순위 3순위 1 순위 2순위 3순위 응답 업체수 

서울 26 28 12 0 13 41 38(36) 

부산 5 2 8 0 3 0 3 11 1(0) 

인천 0 2 0 0 3 0 

대구 0 0 0 0 0 0 0 

대전 0 2 0 0 0 0 2 0 
~매L -;I「 0 0 0 0 0 0 0 0 0 0 

경기도 0 15 4 19 3 6 10 29 3(2) 

강원도 0 2 0 2 0 2 4 0 

제주도 0 0 0 0 2 0 

기타 9 11 0 0 7 1(0) 

자료:설문조사 

괄호 안의 수치눈 버율이 50%이상인 업체수 

〈표 22> 컨설팅 지역별 종 수주 건수에서의 비율이 1 순위톨 차지하는 업체수 

(단위: 개) 

\ 부동산컨설팅업체 

컨설팅주력협 
컨설팅겸업형 

대형 중형 소형 

서울 5(3) 9(9) 12(12) 26(24) 12(12) 38(36) 

부산 1(0) 0 0 1(0) 0 1(0) 

인천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경기도 0 0 0 0 3(2) 3(2) 

강원도 O o 0 0 0 0 

쩨주도 0 0 o 0 0 0 

기타 1(0) 0 0 1(0) 0 1(0) 

자료:설문조사 

관호 안의 수논 수주지역별 총 수주 건수(컨설팅업 진출 연도 -1995년)에서 수주 

지역이 차지히-논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수임 

447>> 업체들 중 437>><컨설팅주력형 287>> , 컨설팅 

겸업형 15개)가 이 문항에 유효하게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표 21에서 보듯이 서울이 설문 

응답 437>> 업체 중 41 개 업체， 경기도 29개， 부 

산 11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 총 

수주 건수(컨설팅업 진출 연도 -1995년)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1순위플 차지한다고 응답한 업체 

수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부동산컨설팅업체’ 

의 컨설팅 수주 지역은 절대적으로 서울이다(서 

울은 43개 중 38개인 반면， 경기도는 3개， 부산 

은 1개에 불과함) . 

그리고 지역별로 컨설팅 총 수주 건수에서의 

비율이 1순위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50% 이상인 

업체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서울 36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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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개 업체 순이다. 이러한 부동산컨설팅 

지역의 서울 펀중은 주력형과 겸업형에도 그대 

로 나타난다(표 22참조) . 따라서 설문조사대상인 

서울 소재 부동산컨설턴트의 컨설탱 활동지역은 

거의 절대적으로 서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3) 개발시설 및 업종 측면 

부동산개발 시장이 지역별로 분류되고 개발시 

설로 분류되듯이 부동산개발 컨설팅 활동의 영 

역도 지역별로 그리고 개발시설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부동산컨설턴트의 역할 수행 

영역을 개발시설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설 

문조사에 총 수주건수(컨설팅업 진출연도-1995 

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개발시 

설 세 개만을 선택해 달라는 문항(설문문항 12 

번)을 포함시켰다. 이 설문문항에 유효하게 응답 

한 업체는 42개(컨설팅주력형 277ß , 컨설팅겸업 

형 15개) 업체였다. 

표 23에 나와 있듯이 ‘부동산컨설팅업체’ 44개 

의 역할이 수행되는 주요 개발 시설은 42개 업 

地理學論驚 第28號0996. 8) 

체 중 ‘주상복합건물’ 24개 ‘대형유통판매시셜’ 

19개， ‘근린상가’ 177~ ， ‘공동주택’ 12개， ‘오피스 

빌딩’ 11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컨설팅주력 

형과 컨설팅겸업형에서도 이와 거의 비슷한 순 

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개발시설별로 부동 

산개발컨설팅 총 수주건수(컨설팅업 진출 연 

도 -1995년)에서의 비율이 1순위인 업체수를 보 

면， ‘주상복합건물’ 147ß , ‘대형유통판매시설’ 10 

개， ‘공동주택’ 9개， ‘오피스빌딩’ 6개， ‘근린상가’ 

5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비율이 1 

순위일 뿐만 아니라 50% 이상인 업체수는 주상 

복합건물 8개， 공동주택 6개， 대형유통판매시설 

4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토대로 볼 때， 설 

문조사를 통해 ‘부동산컨설탱업체’로 분류된 서 

울시 소재 부동산업체들의 개발시설 측면에서 

본 역할 수행의 장(場)으로서 ‘주상복합건물’， ‘대 

형유통판매시설’， ‘근린상가’ 등의 상업시설이 우 

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부동산컨설팅업체’의 역할 수준: 정보 수집· 

〈표 23) 개발시설벌 컨설팅 종 수주건수에서의 비율이 3순위 이내인 업체수(단위 : 개) 

\\ 
부동산컨설팅업체 

컨설팅주력형 컨설팅겸업형 1순위 응답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업체수 

대형유통판매시설 8 3 2 13 2 4 0 6 19 10(4) 

근린상가 4 6 2 12 2 2 5 17 5(2) 

주상복합건물 8 4 3 16 7 0 8 24 14(8) 

오피스빌딩 6 3 0 9 0 2 0 2 11 6(2) 

고급단독주택단지 0 0 0 0 0 0 0 0 0 0 

공동주태 4 2 7 4 0 5 12 9(6) 

해저타운 및 
2 4 2 

리조트시설 
0 3 7 3(2) 

스포츠챈터(시내) 2 0 3 0 0 0 0 3 1(0) 

전원주택 4 6 2 2 0 4 10 3(2) 

공업용 부동산 0 0 0 0 0 0 0 

해외부동산 투자·개발 0 2 0 0 2 2 4 1(0) 

지자체의 

지역개발프로잭트 
0 2 3 0 0 0 0 3 1(0) 

기타 0 0 0 0 2 1(1) 

자료:설문조사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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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공 활동의 측면 

부동산컨설턴트가 개발 과정에서 컨설팅 활동 

의 명목으로 수행하는 역할인 개발기획이나 개 

발 타당성 조사·분석， 그리고 개발사업 대행은 

부동산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 가 

공·분석하여 그 가공·분석된 정보를 유료로 유통 

시키는 정보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토대로 수행된 

다. 즉 부동산컨설턴트는 공간구조와 그것을 구 

성·변형시키고 있는 공간상의 사회·경제·문화적 

과정에 대한 정보플 토대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의사결정 틀을 만들어줍으로써 공간변화의 행위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컨설팅업을 비롯한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풍산컨설턴트의 개발컨설팅 

의 질적 수준은 ‘축적된 부동산 관련 정보의 양 

과 질적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한다. 즉 정보 수 

집， 가공·분석 능력의 수준에 의해 부동산컨설턴 

트의 개발과정에서의 역할 수행수준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부동산컨 

설팅업체’의 ‘부동산 관련 일반정보 수집 방법의 

활용 실태’와 ‘정보 수집 및 가공·분석 전담 부서 

(또는 인원)와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램 및 정보 

데이타베이스 개발·구축 전담부서의 조직 현황’， 

‘정보 데이타베이스와 분석·가공프로그램의 구축 

및 보유 현황’， 그리고 ‘정보 전달 방법으로서 대 

외용 정기간행물의 발행여부와 부동산 및 관련 

분야의 대외 교육의 정기적 실시 여부’를 살펴보 

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서울시 소재 부동산컨설 

턴트가 개발과정에서 컨설팅으로서 수행하는 역 

할의 수준을 정보활동의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1 ) 부동산 관련 일반 정보의 수집방법 

44개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부동산 관련 일반 

정보의 수집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활용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세 가지만을 골라달라는 문항을 

설문에 포함시켰는데， 그 결과는 표 24와 같다. 

부동산 관련 일반 정보의 수집방법별 활용 업체 

수를 살펴보면，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 이용’이 

〈표 24) ‘부동산건설팅업체’의 부동산 관련 일반정보 수집방법 

부동산컨설팅업체 

컨설팅주력형 컨설팅 

대형 중형 소형 겸업형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 이용 3(3) 8(3) 8(5) 퍼띠l 끄펴L 30(17) 

연구·조사기관의 간행물 및 보고서 이용 3(0) 5(1) 3( 1) 끄낌L lliQL 19(2) 

외부통껴자료 이용 3(0) 2(1) 3( 1) rua 밍L 11(2) 

학술지 이용 1(0) 0(0) 0(0) 끄QL ill마- 1(0) 

부동산 관련 업계 종사자(귀사가 구축한， 
3(1) 4( 1) 8(4) 피ffiL 피띨L 25(11) 

부동산업계의 정보네트워크) 

귀사 임직원의 사회적 네트워크(친척， 친지， 
2(0) 1(0) 1(0) ~ 되L 8(2) 

지연， 학연 등) 이용 

자체조사 5(3) 7(4) 5(1) 끄illL 윌L 20(10)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 0(0) 0(0) 4(0) 띄QL 윌L 7(0) 

PC통신망 이용 0(0) 1(0) 2(0) 띄QL 마L 4(0) 

귀사와 자료협조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의 
1(0) 1(0) 2(0) 띄QL 끄L 5(0) 

부돔산 관련 업채와 연구기관 이용 

기 타 0(0) 1(0) 0(0) 끄QL αL 1(0) 

자료:설문조사 

괄호안의 수치는 부동산 관련 일반 정보 수집 각각의 방법들에서 그 방법의 활용빈 

도가 1순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업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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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업체， ‘부동산업계 종사자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부동산업계의 정보네트워크’가 25개， ‘자 

체조사’가 207>> , ‘연구·조사기관의 간행물 및 보 

고서 이용’이 19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 

보수집방법 중 업체별로 1순위인 것만을 놓고 

보면，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 이용’이 17개 업체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 관련 업 계 

종사자(일종의 자체 구축한 정보네트워크)’ 117>> , 

‘자체조사’ 107>> 였다. 그러나 ‘연구·조사기관의 간 

행물 및 보고서 이용’의 경우 2개 업체에 불과했 

다. 

컨설팅주력형 업체들 중， ‘중대형업체’와 ‘소형 

업체’간에 정보수집방법에 있어 차별성이 나타난 

다. 표에서 보듯이 소형업체의 경우 신문·잡지 

등을 이용하는 업체와 자체 구축한 부동산업계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업체가 127>> 업체 중 

각각 127>> 중 8개로 가장 많고， 활용빈도가 1순 

위인 방법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도 신문·잡지의 

활용， 자체 구축한 부동산업계의 정보네트워크의 

활용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대형업체의 경 

우 17개 업체 중 ‘자체조사’가 127>> (대형 5개， 중 

형 7개) , ‘신문·잡지 등’이 117>> (대형 3개， 중형 8 
개)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부동산 관련 일반정보 

수집방법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 이용， 부동산 관련 업계 종사 

자(자체 구축한 부동산업계의 정보 네트워크)， 

또는 자체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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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로 1, 2, 3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신문·잡지 

등의 대중매체 이용’ ‘ 부동산 관련 업계 종사 

자’의 경우， 활용빈도상 3순위이내언 업체수가 

각각 307>> , 25개로 44개 중에서 절반이상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빈도가 1순위 

인 방법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도 신문·잡지 등의 

대중매체 이용， 부동산 관련 업계 종사자(자체 

구축한 부동산업계의 정보 네트워크)， 또는 자체 

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업체가 차례로 1, 

2, 3위를 차지했다. 

2) 정보 수집 및 분석·가공 활동 

정보는 수집에서 끝나지 않고 가공·분석을 통 

해 진정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일 

반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부서(또는 인원)와 그러 

한 정보의 분석·가공을 전담하는 부서(또는 인 

원)의 조직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표 25에서 보듯이 ’부동산컨설팅업체‘로 

분류된 44개 업체 중 정보수집의 경우 43개 

(97.7%; 주력 형 297>> , 겸 업 형 147>> ), 정보 분석· 

가공의 경우 347>> (77.3%; 주력형 257>> , 겸업형 9 

개)가 전담부서(또는 인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수집 전담부서(또는 인원) 

과 정보분석·가공부서(또는 인원)을 모두 갖춘 

업체들도 33개나 된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부동산컨설팅업체’는 대 

체로 부동산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가공 전담 

부서(또는 인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표 25) ‘부동산컨설팅업체’의 정보 수집 및 분석가공에 관한 현황(단위 : 개) 

---------드---------
부동산컨설팅업체 

컨설팅주력형 컨설팅 

대형 중형 소형 겸업형 

부동산 관련 일반정보 수집 전담 부서 및 인원이 있다. 7 10 12 29 14 43 

부동산 관련 일반정보 분석·가공 전담 부서 및 인원이 있다. 7 9 9 25 9 34 

부동산 관련 일반정보 수집 전담 부서(또는 인원)와 
7 9 9 ~ _8_ 33 

분석·가공 전담 부서(또는 인원)가 있다. 

부동산 관련 일반정보 수집 전담 부서(또는 인원)과 

분석·가공 전담 부서(또는 인원)가 있고 자체조사가 5(3) 5(3) 3(1) 펴ill 윌2L 16(9) 

정보수집방법 중 활용빈도상 3순위이내에 들어간다. 

자료:설문조사 

괄호 안의 수치논 ‘자체조사’가 정보수집방법 중 활용빈도상 1순위인 업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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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컨설턴트의 등장·성장 배경과 부동산개발 과정에서의 역할 

서 외형적으로는 정보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수 

행할 기본적인 기반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보수집방법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이고 

목적에 잘 부합하는 정보 뿐만 아니라 독점적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는 자체조사를 활용하는 

(또는 활용빈도상 1순위로 이용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되지만 그보다는 아직까지 이차적 정보 

만을 얻을 수 있는， 신문·잡지 등과 자체 구축한 

부동산업계의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또는 

활용빈도상 1순위로 이용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일반정보 수집 전담 부서 

(또는 인원)’와 ‘분석·가공 전담부서(또는 인원)’ 

가 모두 있고 동시에 ‘자체조사가 정보수집방법 

중 활용 빈도상 3순위이내에 들어가는 업체수’는 

16개(그 중 107>> 가 컨설팅주력형내 중·대형업체 

임)이고， 그 중 9개가 자체조사가 활용빈도상 1 

순위이다. 따라서 정보수집， 분석·가공 전담 부서 

(또는 인원)의 조직(또는 보유) 측면에서 보면， 

44개의 ‘부동산컨설팅업체’는 외형적으로 정보게 

이트키퍼로서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대체로 갖 

추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컨설팅주력형내 일부 

중·대형업체를 제외하면， 가장 구체적이고 목적 

에 부합하는 정보의 수집에 다소 한계가 있으므 

로 수집·가공·분석 활동의 질적 수준은 비교적 

낮다고 보아야 한다 8) 그러나 부동산컨설팅업계 

가 아직 성장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질적 

수준은 앞으로 크게 향상될 것이다. 

3)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램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구축 활동 

정보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며 

정확한 정보， 더 나아가 독점적 정보까지도 수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 

보 분석·가공프로그램과 정보데이타베이스를 보 

유하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표 26에 나타나 있 

듯이，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구축 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는 업체’는 ‘부 

동산컨설팅업체’ 44개 중 267>>(주력형 20개， 겸 

업형: 6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 

고 ‘부동산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업체들’은 44개 부동산컨설팅업체들 중 27 

〈표 26)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가공프로그램 구축·개발 현횡(단위: 개) 

\~드---------
부동산컨설팅업채 

컨설팅주력형 컨설팅 

대형 중형 소형 겸업형 

부동산 관련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램 개발 및 
5 9 5 19 7 26 

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 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다. 

부동산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6 8 9 2.L 4 27 

자채개발한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3 7 4 14 7 21 

부동산 관련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 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고 5(3) 7(5) 4(2) 쁘띠L mL 18(11) 

정보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부동산 관련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 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고 정보 3(2) 7(5) 3(2) 객멍L ~ 16(1 0) 

분석·가공 프로그램이 자책 개발되어 있다. 

부동산 관련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 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고 
3(2) 6(띠 3(2) 1illL 미QL 12(8) 

정보데이터베이스와 자채 개발된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램이 있다-

자료:설문조사 

괄호 안의 수치논 부동산업계 진출연도가 1980년대 이전인 업체들의 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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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였고， ‘자체 개발한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21개로 나타났다. 그런 

데 주로 주력형 업체들이 정보 데이터베이스(27 

개중 23개)와 자체 개발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 

램 (217ß 중 147ß)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 

다-
한편 ‘부동산컨설팅업체’로 분류된 44개 업체 

들 중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램 및 정보 데이터 

베이스 개발·구축 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고， 부 

동산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업체는 18개(주력형은 167ß로서 대형 5개， 중형 

7개， 소형 4개임; 겸업형 2개)로 나타났다. 이 중 

117ß 업체가 부동산업계 진출연도가 1980년대 

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18개 업체들 

중 자체 개발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램을 보유하 

고 있는 업체들은 주력형에 속하는 127ß 업체들 
(대형 3개， 중형 6개， 소형 3개)로 나타났고(표 

26 참조) , 그 중 1980년대 이전에 부동산업계에 
진출한 업체는 8개였다. 또한 44개 업체들 중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램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구축 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고， 정보 분석· 

가공 프로그램이 자체 개발된 업체는 167ß(컨설 

팅주력형 13개로 대형 3개， 중형 7개， 소형 3개 

임; 컨설팅겸업형은 3개임)였고， 그 중 107ß가 

1980년대 이전에 창업되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컨설팅업체로 

분류된 44개 업체들은 대체로 정보 데이터베이 

스의 구축과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램의 개발의 

측면에서는 아직 정보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물론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가공 프로그램 개발 

전담 부서가 조직된 업체는 44개 중 26개로 상 

당수의 업체에서는 기본적인 하부구조가 마련되 

어 있지만， 표에도 나타나 있듯이 소프트혜어적 

측면에서는 아직 미약하다. 그러나 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정보 분석·가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계속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력형 업체 

들로서 특히 1980년대 이전에 부동산업계로 진 

출한 업체들에 의해 보유되고 있다는 점과 대부 

분의 부동산컨설팅업체들이 1990년대 이후에 창 

업되거나 컨설팅에 진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륜이 쌓일수록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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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컨설팅업체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정보 전달 방법: 정기간행물의 발행과 부동산 

관련 분야 교육 

부동산컨설턴트가 정보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가공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전달도 중요하다. 즉 정보를 

공급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게이트키퍼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 

의 공급은 고객의 의뢰에 의존하고， 따라서 그 

전달의 범위도 고객에 한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는 이러한 정보전달을 다루지 않고， 컨설팅을 의 

뢰하는 고객이 아년 다수의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정보전달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한 정보전 

달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대외용 정기간행물의 

발행’과 ‘부동산 및 관련 분야에 대한 대외 교육 

의 정기적 실시’이다. 이러한 것들은 대중을 대 

상으로 하는 정보전달방법일 뿐만 아니라 부동 

산컨설팅업체의 축적된 노우하우와 정보량의 수 

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일 수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러한 정보전달방법에 대한 

설문을 실시 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 

외용 정기간행물의 발행’과 ‘부동산 및 관련 분 

야에 대한 대외 교육의 정기적 실시’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 두가지 ‘정보전달방법’의 활용 

실태는， 44개 ‘부동산컨설팅업체’ 중 207ß 업체들 
이 부동산 및 관련 분야에 대한 대외교육을 정 

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외교육의 정기적 실 

시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 

는 대외용 정기간행물 발행의 경우 44개 중 단 

6개 업체만이 시행하고 있었다. 또 두가지 모두 

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에 불과했다. 

대체로 ‘대외용 정기간행물의 발행’과 ‘부동산 및 

관련 분야에 대한 대외 교육의 정기적 실시’는 

컨설팅주력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20개 중 167ß , 후자의 경우 6개 중 

5개). 특히 대외용 정기간행물의 발행의 경우 주 

로 컨설팅주력형내 중·대형컨설팅업체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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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국내 부동산컨설턴트의 공간개발 

과정에서 컨설팅 활동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부동산업체들을 잠 

재적인 부동산컨설턴트로 가정하고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컨설팅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대 

상업체를 분류했는데， 설문에 응답한 총 69개업 

체 중 44개 업체를 ‘부동산컨설팅업체’로 분류했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 

울시 부동산컨설턴트의 역할， 역할 수행 영역， 

역할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1) 서울시 부동산컨설턴트의 공간개발 과정에 

서 수행하는 역할은 ‘개발기획’， ‘개발사업대행’， 

‘개발타당성 분석·검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각 업체의 부동산컨설팅 수주내역별 총 수주 

건수(컨설팅 업 진출연도-1995년)에서 차지하는 

비율 평균들 중 개발사업대행 개발타당성 분석· 

검토， 개발기획의 비율 평균이 각각 1위， 2위， 3 

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각 업체의 개발사업대행， 개발기획， 개발타 

당성 분석·검토의 수주 총계가 총 수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이 73%라는 점과 개발사 

업대행， 개발기획， 개발타당성 분석·검토 중 어느 

하나가 컨설팅 총 수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1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수가 설문웅답 

437>> 업체 중 35개 (81.4%)라는 점에서도 잘 나 

타난다. 그리고 개발사업대행， 개발기획， 개발타 

당성 분석·검토의 수주 합계가 총 수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순위인 업체수가 40개이고 동 

시에 그 수주 합계가 총 수주 건수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수가 37개라는 것에 

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 역할이 수행되는 영역을 의뢰자 측면， 지 

역 측면， 개발시설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 의뢰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의뢰자별로 

컨설팅 총 수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순위 

라고 응답한 업체수플 보면， 총 응답업체 43개 

중 부동소유개인이 19개업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설업체 12개， 부동산 소유 법인(금융 

기관， 공공개발기관 제외) 117>> 였다. 그리고 부동 

산소유개인의 경우 19개 중 147>>. 건설업체의 경 
우 127>> 모두， 부동산 소유 법인의 경우 117>> 중 
107>> 가 그 비율이 50%이상이었다. 또한 건설업 

체 또는 부동산소유법인 중 어느 하나가 컨설팅 

총 수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순위인 업체 

수는 22개이고 그 중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수 

는 21개 였다. 그리고 그 업체들은 주로 중대형 

으로서 컨설팅을 주력업무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었다. 따라서 서울 소재 부동산컨설팅업체는 건 

설업체와 법인의 의뢰에 의해 공간개발과정에서 

컨설팅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역별로 컨설팅 

총 수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순위인 지역 

이 서울이라고 웅답한 업체 수가 총 웅답 43개 

업체들 중 38개였고， 비율이 50%이상인 업체도 

36개나 되었다. 그러므로 서울 소재 부동산컨설 

턴트의 역할 수행 지역은 거의 절대적으로 서울 

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시설별로 컨설팅 총 

수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순위라고 응답 

한 업체수를 보면， 총 42개 응답업체 중 주상복 

합건물 15개사， 대형유통판매시설 107>>. 공동주 
택 9개， 오피스벌딩 6개， 근린상가 5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발시설별로 컨설팅 총 수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순위 이내로 확인된 

업체수를 보면， 주상복합건물 24개， 대형유통판 

매시설 19개， 근린상가 17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시설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서울 소재 

부동산컨설턴트는 주로 상업시설 개발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을 토대로 보았을 

때， 서울 소재 부동산컨설턴트는 건설업체와 일 

반 기업체가 의뢰한 서울지역에 입지한 부동산 

을 대상으로 상업시설 개발에 있어 개발사업대 

행， 개발기획， 개발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토 등 

개발사업에 대한 총체적 수준에서의 의사결정 

틀 제공이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3) 부동산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의 

수준을 부동산 관련 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전 

달 활동 측면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관련 일반 정보 수집 전담 부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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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원)와 가공·분석 전담 부서(또는 인원)를 

모두 갖고 있는 업체가 44개 중 34개， 정보 수집 

전담 부서(또는 인원)만을 갖고 있는 업체가 9개 

이므로 정보 수집， 가공·분석의 기본적인 하부구 

조는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수집방 

법에 있어서는 자체조사가 활용빈도상 3순위이 

내인 업체수도 많지만， 신문·잡지 등의 대중매체 

나 또는 부동산업 계 종사자를 토대로 자체 구축 

한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업체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서울 소재 부동산컨설턴트는 아직 정보 

수집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 

고， 가장 구체적이고 독점적인 정보 수집에도 다 

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체조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과 국내 부동산컨설팅업계가 성장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문제점은 향후 극복 

될 것으로 전망된다.(2)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가공·분석 프로그램 구축·개발 부서가 조직되어 

있는 업체수는 정보 수집 가공·분석 전담 부서 

가 조직되어 있는 업체수(34개)보다는 적지만 26 

개로 비교적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가공프 

로그램 구축·개발의 기본적 하부구조도 갖추고 

있다고 하겠지만， 실제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여부와 분석·가공 프로그램 개발 여부를 보았을 

때， 운용의 측면에서는 아직 수준이 낮다. 그러 

나 그 수준은 업계의 연륜과 관련되므로 점차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동산컨설팅업계 

가 아직 성장단계로서 앞으로 업체들간에 경쟁 

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도 그러한 전망의 근거가 

된다.@ 일반 대중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전달방법으로서 대외정기간행물의 발행과 

부동산 및 관련 분야에 대한 대외교육의 정기적 

실시 등의 활용 실태를 보았는데， 그 방법을 활 

용하고 있는 업체수는 적었다. 물론 대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체는 44개 중 20개로 그 

렇게 적은 수는 아니었다. 그런데 ‘대외용 정기 

간행물의 발행’과 ‘부동산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대외교육 실시’는 주로 컨설팅주력형내 

업체들에 의해 특히， 중·대형업체들에 의해 수행 

되었다.@ 이상을 통해서 보건대， 서울 소재 부 

동산컨설턴트는 외형적으로 정보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수행할 기반은 갖추고 있지만， 대체로 그 

地理學論聽 第28號(1없6. 8) 

운용 및 내용의 측면에서 본 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컨설팅업계가 아직 성장 

단계이고 정보 활동의 수준은 연륜과 밀접한 관 

련이 있으므로 앞으로 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서울 소재 부동산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국내 부동산컨설턴트는 부동산 

개발 환경의 변화， 부동산시장의 합리화， 개발부 

문의 개발방식 변화， 부동산업계의 침체·불황으 

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등장·성장하고 있는 개발 

과정의 행위주체이며 아직은 성장단계이므로 직 

접 개발 행위는 수행하지 못하고， 개발과정내에 

서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객관적 

인 의사결정 틀 제공이라는 정보서비스 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정보서비스 활동의 수준은 기 

본적인 하부구조가 갖추어져 가고 있으므로 높 

아지고 있다. 즉 컨설팅 의뢰자로서 주로 건설업 

체와 일반 기업체의 이해관계의 틀내에서， 서울 

지역의 상업시설 개발사업에서 개발타당성 조사 

와 최적개발안 수립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다. 

〈주〉 

1) 본 연구에서 서울시 소재 부동산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부동산컨설팅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44개 업체가 부동산컨설탱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4개 중 중개업을 겸업하고 있 

는 업체는 8개， 감정평가엽 4개， 건축설계엽 7개， 

신탁업 2개， 유통조사연구업 4개， 그리고 개발엽 

(또는 개발분양업 및 개발대행엽)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는 22개로 나타났다. 

2) 즉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하기 위해 토지개발을 서 

둘러 진행함으로써 고층·고밀도의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 적합한 지역이 저층·저밀도로 개발됩으로써 

전체적인 토지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주형·오휘영， 1994: 204). 

3) 다양한 아이템의 부동산개발은 개발부문의 상품차 

별화의 차원에서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고부가가 

치의 신개념 부동산(주상복합건물， 테마빌딩， 전원 

주택 등)과 기존 부동산의 상품차별화(특히， 아파 

트의 상품차별화: 기능혼합， 옵션 및 선택사양 폭 

의 확대 등)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1990 

년대 이후 국내 아파트의 미분양 심화와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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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건설업체의 부도 심화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 1996년 1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는 모두 145，073호로 집계되었고(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 29면.) 그리고 일반 건설업체 

의 부도율은 1991년 1%에서 1995년에는 4.9%로 

크게 증가했다(조선일보， 1996년 1월 20일자). 

4) 본고에서 수행한 서울시 부동산업체의 부동산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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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업체였다. 그 중 중개업체는 107~ 였고， 감정평 

가업체는 5개였으며， 건축설계사무소는 17업체였 

다. 중개업체의 경우 107~ 업체 중 8개 업체가， 감 

정평가업체의 경우 4개 엽체(모두 감정평가법인임) 

가， 건축설계사무소의 경우 7개업체가 부동산컨설 

팅을 겸업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설계사무소 107~중 8개 업 

체는 설계용역의 일부분으로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또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인해 감정평가업계의 업무가 정 

체 상태에 있으며， 감정평가시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보평가시장(1994년 수수 

료 총액의 38% , 1994년 평가의뢰건수의 55%를 차 

지함)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단체 

들이 대출과 관련해서 토지 등을 감정평가할 경우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감정평가업계가 더욱 위 

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국감정평가 

업협회， 1995). 

6) 1,8537H 업체는 중개엽제 5507H , 감정평가업체 79 

개， 컨설팅엽체 71 개， 부동산신탁엽체 2개， 건축설 

계사무소 않8개， 부농산임대엽체 4507H , 부동산개 

발·분양업체 153개로 구성되어 있다. 

7) 설문조사를 통해 이 9개 업체들 중 7개 엽체가 컨 

설팅업 외에 개발분양업도 주력엽무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7개 업체들은 ‘컨설팅주력 

형’ 업체들(297~ ) 중 컨설팅업 외에 개발분양업도 

주력업무로 삼고 있논 117n 업체들의 63.6%를 차 

지한다. 이것은 부동산컨설팅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1980년대에 이 7개 업체들이 이미 

부동산컨설팅업과의 싱-호전환이 비교적 용이한 개 

발분양업을 주력엽무로 취급하면서， 부동산컨설팅 

업도 또 하나의 주럭업무로 취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8) 설문조사 결과， 표 24에서와 같이， 자체조사의 활 

용빈도가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 활용이나 부동산 

업계 종사자(정보네트워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으므로， 부동산컨설팅엽체들이 아직은 정보수집을 

완전하게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구체적이고 독점적인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도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게이트키퍼로서 정보수집측면에서 수 

행하는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자체조사의 수행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부 

동산컨설탱업계는 아직 성장단계이므로 이러한 한 

계는 쉽게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컨설팅을 

주력업무로 수행하는 업체들 즉 주력형내 중·대형 

업체들 중 ‘자체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수집방법 중 자체조사가 1순위의 활용빈도를 

보이고 있는 업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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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ckground for Growth of the Property Consultants in Korea and the Roles of ..... 

The Background for Growth of the Property 
Consultants in Korea and the Roles of the Property 

Consultnats in the Property Development 
- focussing on the Property Consulting Firms in Seoul -

Pill-Sung Byun * 

Summary 

This study intends to grasp what is the property consultants which emerge and grow in the 

sector of property development in Korea in the 1990s. So the study performs the survey on 

property consultants in Seoul themselves and the property development consulting they affect in 

5eou,1 using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mergence and growth of property consultants in Korea since the 1990s is caused by the 

change of the atmosphere around development(the rationa1ization of real estate market), the 

change in the mode of development in the propeπy development sector, and the stagnation and 

depression of the real estate business in Korea. Property consulting business in Korea is still in 

the phase of growth. 50 at present property consultants in Seoul are not able to develop real 

estate directly but supply information service of providing the strategic and objective framework 

of decision-making for development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at is, on the basis of 

recognizing and evaluating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process in macro-level and the 

given condition in the region, they perform feasibility studies and planning optimum development 

project for development work so that clients can seek the maximum development gaìns(private 

gains). Interacting with various agents wìthin the interests of buìlding companies and general 

companies ìn development and the social norms and laws, property consultants in 5eoul play 

their roles. 

Keywords: Property Development, Agent, Property Consultant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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