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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대한 인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승동*․신승우**
1)2)

The Effects of Perception on Cities on Their Real Estate Markets
Seung Dong You*․Seung Woo Shin**

요약：본 논문은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구한다. 주택 임대
료는 공간시장에서 정해지고,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서 결정되는데, 본 연구는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 경로로 부동산 자산 시장과 공간시장에 전달되는가에 관한 이론적 분석 틀을 제시한다.
도시에 대한 인식이 고양된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하여 지역 내 생산이나 인구가 증가한다. 본
연구는 DiPasquale and Wheaton(1992)의 4사분면 모델을 확장하여, 부동산 시장에 도시에 대한 인식이라
는 요소를 이론적으로 통합하였다.
주제어：부동산 시장 도시에 대한 평가 사분면모형
ABSTRACT：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n cities on their real estate markets.
Housing rents are determined in space markets, whereas housing prices are determined in asset
markets. This paper propose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perception on cities can be transmitted
to their real estate markets from an asset market to a space market, In a city of a higher level of
perception, in addition, the city’s regional population and production is likely to increase. Using the
framework proposed by DiPasquale and Wheaton(1992),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quality of life to a real estate market modeling scheme.
Key Words：real estate market evaluation on cities four quadrant model

Ⅰ. 서론

Sander(2007)에 의하면 객관적 계량 지표에 근거
한 것이 아닌 개인적 경험 또는 친구, 가족 등 주

본 논문은 도시에 대한 인식이 부동산 시장에

변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도시에 대한 인식이라고

들의 이야기 등으로부터 형성된 도시에 관한 일반

함은 도시의 전반적 분위기 즉 도시의 경관, 역사

적 인식의 체계로 볼 수 있다.

적 유산, 전반적 삶의 용이성 등에 대한 사람들의

도시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근 자

주관적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Sperling and

치단체의 중요한 목적함수가 되고 있다.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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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자치단체들은 도시의 인

인식이 공간시장을 넘어 도시의 자산시장 및 부동

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

산 개발시장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

다. 김성현(2005)에 의하면 지역의 이미지를 증진

델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앞의 장에서 소개된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공간시장, 생산시장 및 노동시장의 청산조건을 도

운영하고 있는 지역축제가 2004년 현재 555개에

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경제주체의 도시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역축제가 도시에 대한 긍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가 해당도시의 인구 및 생

정적 인식 즉 이미지를 고양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인다. 끝으로 Ⅴ장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도시에 대한 인식은 그 도시
의 전반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과도 밀접한

Ⅱ. 도시에 대한 인식과 공간시장

관계가 있다.
부동산 임대료는 공간시장에서 결정되고 부동

본 논문은 기존 문헌과 달리 도시에 대한 인식이

산 가격은 자산시장에서 결정된다(DiPasquale

공간시장을 거쳐 자산시장 및 개발시장으로 전이

and Wheaton,

1992).1)

도시에 대한 인식이 부동

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본 장에서는 Rosen (1979)

산 공간 및 자산시장에 어떤 경로로 어떠한 영향

그리고 Roback(1982) 등 삶의 질에 관한 문헌에

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

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시의 공간시장 모형에 도

이다. 삶의 질과 관련된 기존 문헌은 대부분 부동

시에 대한 인식 개념을 구성요소로 도입한다. 다음

산 공간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임대료 및 임금을 기반으로 도시의 삶의 질을 평
가한다(Rosen, 1979; Roback, 1982). 본 논문에서
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효용 및 생산함수
를 이용하여 도시에 대한 인식이 공간시장에 미치
는 영향을 축약해를 통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하
여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혹은 긍정적 평가가
공간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시장 및 부동산 개
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한 이론적 모형을 통
하여 분석한다.

장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자산시장 및 개발시장을
포함한 DisPasquale and Wheaton (1992)의 사분
면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 국가경제에  개의 도시가 있으며 그 도시들
에  2)명의 경제주체 혹은 가구가 살고 있다. 각
도시 또는 부동산 시장은 ∈  로 나타낼 수 있다.
도시  의 부동산 시장에는 고정된   의 연속분할
가능한 부동산 즉 임대공간이 존재한다.   는 임
대공간의 재고량 즉 개인과 기업이 이용하는 공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은 도시에

의 규모이다. 도시  에는  의 가구가 거주하고

대한 인식 개념을 공간시장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있다. 한 가구는 한 명의 경제주체를 포함하고 있

이는 선행연구의 일반적 접근 방식이다. Ⅲ장에서

다. 이는 기존 문헌의 일반적 가정이다. 이후   와

는 앞 장의 논의를 확장하여 도시에 대한 긍정적

 는 이론모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데, 부동

1) 조주현(2009)에 근거하여 임대료가 결정되는 시장을 공간시장으로 지칭한다. 물론 공간시장은 임대시장으로 지칭될 수도 있다.
2) I와 N은 집합(set)이며, 도시 에는  ∈  개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도시에 대한 인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63

산 시장에서   와  는 가구의 자발적 이주(foot

함수형태의 도입은 향후 축약형 해를 도출하기 위

voting)를 통하여 결정된다.

한 기술적 가정이다.4)

우선 각 가구는 도시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이주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도시  에 대한 긍정적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삶의 질에

인식   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의 경관,

관한 문헌과 동일하게 경제주체가 새로운 도시로

역사적 유산, 분위기, 혼잡도 등을 고려한 종합적

이사함에 있어 이주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가

인식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경제주체는 도시 즉

정을 도입한다. 마찰 없는 자발적 이주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모든 가구가 더 이상 이사할 유인이 없는 공간균

여겨진다.5) 식 (1)에 의하면 도시에 대한 긍정적

형에 도달할 것이고 이는 장기균형이다.

인식이 증가하는 경우 그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하에서는 효용함수, 생산시장 그리고 공간시

효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시에

장에 관한 가정과 조건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각

대한 긍정적 인식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효용함

가구는 도시  에서 한 단위의 노동력을 공급하고

수에   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기존 연구

이에 대한 대가로   3)의 임금 혹은 소득을 획득

가 고려하지 못했던,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한다. 그리고 그 소득은 기본재화 소비  와  의

공간시장과 연관된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주거서비스를 위한 임대료  의 형태로 지출된다.

분석할 수 있다.

주거 서비스는 공간시장에서 부동산의 임대를 통

본 논문에서 자치단체들이 도시에 대한 긍정적

하여 창출된다. 가구의 효용함수는 일반적으로 이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이 부동

용되는 콥더글라스 형태의 효용함수로 식 (1)과

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다. 따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라서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도시의 전반적
분위기 즉 개인, 가족, 친구 및 주변사람들의 평가



 

    

(1)

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미국의 경우
Sperling and Sander(2007)의 Cities Ranked and

식 (1)에서  (     )는 소득에서 기본재

Rated(이하 CRR)에서 도시의 물리적 특징, 역사

화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식 (1)의 효용함수에서

유산 그리고 전반적 삶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발표

  의 영향을 선형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한 평가지표를 제시한다.6)

3) 도시 에서 모든 가구는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대표소비자(representative agent)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진행된다.
4)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대로 효용함수에서  의 영향이 반드시 선형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비선형으로 보는 경우 축약형태의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이중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순한 수식전개를 위하여 효용함수에서  의 영향을
선형으로 보았다. 이는 기술적 가정으로 본 연구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또한 다른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대로 향후  가 내생적
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개발한다면 그 학문적 기여는 매우 높을 것이다.
5) 각 경제주체마다 상이한 환경평가를 하는 경우 이질적(heterogeneous) 경제주체를 가정하게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주체의 이질성보다
는 이질적인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것이다.
6) 물리적 특징이라고 함은 도시의 세팅 즉 그 도시의 전반적 외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도시의 기능성 그리고 매력도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는 그 도시의 인상과 장기적 만족도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잘 정비된 도로, 울창한 가로수, 깨끗한 빌딩 그리고 산, 호수 및 계곡
등을 배경으로 한 도시모습을 포함한다. 역사유산이란 유적지를 관리하고 보존하려는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그 지역의 역사를 계승
하고 발전하려는 지속적 노력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삶의 용이성은 가장 주관적인 기준으로 도시의 혼잡성, 시민들의 친절성, 공공시설의
이용 편이성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의 경우 삶의 용이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C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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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삶의 문헌에서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변

지불한다. 생산과정에는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수로 Blomquist et al.(1988)은 날씨, 범죄율, 교육

공간  을 임대하여야 한다. 물론 임대 서비스는

수준, Gyourko and Tracy(1991)는 도시의 재정수

부동산에서 창출된다. 기업의 비용극소화 조건과

준, 오염수준, 호수 접근성, 정치참여율 등을 이용

생산 제약함수는 식 (5) 및 (6)과 같다.

한다. 또한 Giannias(1988)는 지역 연고 프로구단
의 수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대표 소비자의 예산제약은 식 (2)와 같다.
   ≤  

 
    
   

(5)

       

(6)

(2)
이는 일반적인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즉 주어진

식 (1)과 (2)에서 각 가구의 기본재화 및 주거
소비는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비용에서 수익극대화 조건과 동일하다. 경제주체
의 문제와 동일하게 모델의 단순화를 위하여 콥더
글라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 


    그리고       


(3)

   )는 생산에 있어서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

을 나타낸다. 식 (6)의 제약하에 식 (5)의 해를 구
하기 위하여 라그랑지(Lagrange) 함수를 통하여

그러나 식 (3)은 식 (1)과 (2)에 대한 최적해라
고 볼 수 없다. 도시  의 선택이 배제되었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도시의 모든 가구가 균형

   
    
 

상태에서 동일한 효용을 달성한다는 공간균형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우선 주어진 효용을 


을 도출할 수 있다. 위의 식을 식 (6)에 대입하면

라고 하면, 이는 식 (4)와 같다.

식 (7)을 얻을 수 있다.

  

         



(4)

이는 식 (3)을 식 (1)에 대입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물론 균형상태에서 
 는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다음은 생산시장이다. 각 도시에는 대표적 기업
이 존재한다. 대표적 기업은 완전경쟁 하에 영업을
하고 있다. 기업은 도시  에서   의 재화를 생산하
여 경제 외부로 수출한다. 생산과정에서 도시에 모
든 경제주체  를 고용하고, 노동에 대한 임금을

 
          ,
   
 
        
   

(7)

완정경쟁 하에서 균형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모든 기업이 장기 균형에서 영(zero)의 수익을 창
출한다는 장기 균형조건을 먼저 소개한다. 따라서
완전경쟁 하에서 대표적 기업의 균형조건은 식 (7)
을 식 (5)와 (6)에 대입하여 구하며 식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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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는 그 지역으로 이사하여 효용의 증대를 꾀할
유인이 있게 된다. 이를 식 (9)를 이용하여 확인할

전경쟁시장에서 일반적 결론이다. 즉 기업은 완전

  
 
수 있다. 식 (9)에서    및    라는
 
 

경쟁 하에서 수입과 동일한 비용을 지출하며, 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Roback(1982)이 주

라서 순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7)

장하였으며 Lambiri et al.(2007)이 지적한 것처럼

식 (8)과 같은 단일비용(unit cost) 함수는 완

공간시장에서 균형 임대료와 임금은 식 (4)와
(8)을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인 삶의 질 문헌의 흐름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취급하는   는 선행연구의
전반적 삶의 질의 일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는 도
시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의미하며 이하에서는 이



 

   
        ,
  

를 도시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칭하기로 한다. 본

    
 

   


    

(9)

논문은 이를 기초로 도시에 대한 외생적 인식 즉
환경평가를 자산시장과 개발시장에 도입하여 그
영향의 방향과 그 파생경로를 도출할 예정이다.

식 (9)의 와  는 아래와 같다.

≡



  

   

   

  





  

추가적으로 식 (9)에서 임대료와 임금의 비율은
식 (10)과 같이 표현된다.


 




≡

    

  



   

   

  




 
 
       




      

      

  

   

 





개를 위하여 도입하였다.
각 가구는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효용




 

 ≡                  


     

  

여기서 와  는 모두 양수이며 단순한 수식전

(10)

   

   

  


여기서  ≡  는   와 같이 양수이며 단


순한 수식전개를 위하여 도입하기로 한다.
도시

의

임금

대비

임대료

비율을

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

  ≡    로 정의하는 경우, 두 도시간   의

더라도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경우

비율은 식 (11)과 같다.

7) 생산함수인 식 (6)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s)이다. 따라서 완전경쟁 하에서 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용도 한 단위 증가시켜야 하며 영(zero)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식 (8)은             로 전환되며  는 생산에 있어
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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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Ⅲ. 도시에 대한 인식이 자산시장 및 개발시장에
미치는 영향

즉 긍정적 인식이 높은 도시에서는 임금 대비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도출한 균형조건을 자

임대료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식 (11)에

산시장과 개발시장에 도입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서      이기 때문이다. Albouy(2008)를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삶의 질 문헌의 이론적

포함하여 여러 삶의 질 문헌에서는 식 (11)을 이

모형을 DiPasquale and Wheaton(1992)의 사분면

용하여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즉 임대

모형에 도입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기존의 문헌

료/소득 비율이 증가하면 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과 다른 본 연구의 기여다.

도시로 평가한다.

앞 장에서 경제주체는 부동산 공간시장에서 부

다음은 소비자의 균형조건을 도출하기로 한다.

동산이 제공하는 임대 서비스8)를 소비하였다. 그

도시  내 공간시장에서 소비자의 균형조건은 식

리고 임대료는 각 가구의 효용함수 및 예산제약 그

(3), (9) 그리고 (10)을 이용하여 식 (12)와 같이

리고 대표적 회사의 생산 및 비용함수 등에 의해

도출할 수 있다.

결정되었다. 이를 본 장에서는 자산시장과 개발시
장에 도입하고, 향후 각 시장의 청산조건을 통하여

 

  ,



  

    

(12)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즉 지역 생산량과 지역의
가구 혹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도시  의 대표적 기업의 생산시장 균형조

임차인은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이용하며, 자산

건은 식 (6), (7), (9), (10)을 통하여 식 (13)과

시장과 공간시장의 연결 관계는 임대 서비스에 대

같이 결정된다.

한 수요를 반영하는 임대료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미래 임대료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자본시장


          ,





       


에서 할인율이  로 결정되는 경우 부동산 자산의
(13)

기존 문헌에 더하여 본 연구는 식 (12)와 (13)
의 축약형 균형조건을 제시한다. 이러한 축약형 균
형조건은 Ⅲ장 자산 및 개발시장으로 우리 모형을
확장시키는 고리이며, 이후 Ⅳ장 국가경제 전체의
청산조건 도출과 연계된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
로 시장의 장기균형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가격은 식 (14)와 같이 결정된다.

 



∞




      


(14)

도시  에서 임대 서비스의 수요 증가는 자산의
가격 증가로 이어진다. 식 (14)에서 자산인 부동
산은 영구적으로 임대 서비스를 창출한다. 또한

8) 본 연구에서도 부동산 경제학의 일반적인 가정인 임대인은 경제 외부에 존재한다는 부재 임대인(absentee landlord) 가정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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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제주체는 미래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

Helsley and Strange(1994)에서 밝혀졌다. 부동산

지고 있다고 가정된다. 일반적으로 할인율은 부동

의 가격 즉 식 (14)에서  는 개발업자의 수입

산 시장의 자본 환원율(capitalization rate)을 이

(revenue)이며 이는 균형상황하에서 신규 건설비

용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용과 일치한다.9) 이는 완전경쟁 하에서 부동산 가

제공되는 수익률이며 이자율, 위험에 대한 평가

격 즉 수입이 비용을 초과하면 신규 공급이 증가

그리고 조세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본

하고, 결국 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간단한 논리 전개를 위하여 이에 대한

반대로 수입이 비용보다 적어서 손실이 발생하면

자세한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동산 가격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임금 대비 부동산 가격비

도시  에서 부동산 가격과 건설비용은 식 (16)
과 같이 생산함수(  )로 연결될 수 있다.

율을       로 정의하는 경우 식 (15)와 같다.

    


 
  
 




(15)

(16)

여기서   는 도시  의 신규건설 즉 공간의 신
규 공급량을 나타낸다. 식 (16)이 일반적 생산함

다시 말하면 (주관적)평가가 높은 도시의 부동

수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 

산 자산가치가 그렇지 않은 도시보다 더 증가하는

라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식 (9), (14) 및

현상을 볼 수 있다. 공간시장에 대한 식 (10)에 대

(16)을

하여 식 (15)의 차이점은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이 증가하는 경우 임대료가 아닌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식 (15)는 삶의 질 문헌에서
사용되는 직관적 해석을 이론적 모델을 통하여 도
출한 것이다.



통하여

신규건설(  )은




   



 

         가 된다.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경우 신규건설이 증가한다. 이는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제 개발시장에서 부동산의 신규 공급에 대하


  이기 때문이다.10) 식 (16)의 경우

   

여 살펴보기로 한다. 균형상황하에서 부동산 가격

기존 문헌과 달리 축약해를 찾기 위하여 일반적

은 부동산 신축비용과 동일하며, 이는 이미

생산함수의 형태를 정의하였다.

9) 물론 장기적 균형상황이 아닌 현실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신축비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균형상황하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신축비용을 초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장기 균형상황을 가정한다.












 
 


   
   
      /   
       이며,  를 정의함에 있어서 도시  와  에서   와   를 제외한
10)    






변수들은 상수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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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장청산 조건：공간시장, 생산시장 그리고






 

  ＝   
         

노동시장





 
≡ 
         

본 장에서는 ⅰ) 부동산 공간시장, ⅱ) 생산시

(18)

장 그리고 ⅲ) 노동시장의 청산조건을 도출한다.
이를 통하여 공간시장, 생산시장 그리고 노동시장
의 상호관계에 외생적으로 주어진 도시에 대한 긍
정적 인식을 도입할 수 있다.


식 (18)에서  ≡    이다.


따라서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대하는
경우 임대의 재고 즉 부동산시장의 규모 또한 증

우선 공간시장으로 돌아가서 임대용 공간의 재












고량을 측정해 보자. 공간시장에서 임대량의 변화

가하게 된다. 이는          를 통하여



는 식 (17)과 같이 측정된다.

확인할 수 있다.11)
도시  에서 공간시장의 청산 조건은 주거용 및

   ＝     

(17)

기업용 공간 임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황으
로 식 (19)로 표현된다.

식 (17)에서  는 감가상각률을 나타낸다. 공간
의 재고량 변화는 공간의 신규 공급량에서 감가상

   
  

(19)

각량(  )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도시  의 임대
시장이 장기균형상황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은, 임
대공간의 변화가 없는 상태 즉      으로

식 (18)과 (19)를 통하여 도시  의 지역 총생산
량은 식 (20)12)과 같다.

공간의 신규공급은 공간의 감가상각분과 같아지
는 상태이다. 즉   ＝   이며, 식 (14), (16) 그
 

리고 식 (17)을 통하여 도시  의 균형 임대 공간








    
     ]/



  



    

  가 계산된다.


11)   [ 




        


[ 




    
     ]이며







     …

(20)

를 정의함에 있어서 도시  와  에서   와   를 제외한 변수들




은 상수로 동일하다.
12) 식 (20)의 증명
식 (19)에서 식 (12) 및 (13)을 통하여



  

                             
   


















이고, 따라서                          
     
     
이며, 이는 식 (18)을 통하여 이미 증명되었다.

도시에 대한 인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69

식 (20)에서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증가는

   



(22)

지역생산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와 식 (11)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식 (20)에서    이고,
   

식 (11)에서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따라서 임대균형을 유도하는 효용수준은 식
(21)과 (22)를 이용하여 식 (23)과 같이 표현된다.




    
   

 

한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증대는 그 지역의
생산량 증대를 유발할 수



   

 

(23)

있다.13)

또한 도시  에 존재하는 균형 가구수는 식
(21)14)로



 

   

나타낼 수 있다.

임대균형을 유도하는 효용수준은 외생변수의
함수로 결정되는데, 식 (23)에서 주목할 점은 
의 증가가 효용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21)

끝으로 본 논문에서 핵심인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증가는 균형상황하에서 전반적 효용증
가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한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대하는 경우
역시 그 지역의 인구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본 논

Ⅴ. 결론

문은 인구 혹은 가구의 성장이 없는 장기 균형상
태를 연구한다. 또한 외생적으로 주어진 가구 혹
은 경제주체의 수는 고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전체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한 지역의 인구증가(자발적 이주)
를 기대할 수 없다.
경제전체에서 노동 혹은 가구의 청산조건은 식
(22)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에 대한 인식이 부동산 공
간시장을 거쳐 자산시장 및 개발시장으로 전파되
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공간시장 분석
에 머무르고 있는 삶의 질과 관련된 문헌의 발견
들을 DiPasquale and Wheaton(1992)의 사분면
모형과 결합하여 자산시장 및 개발시장으로 확장
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

13) 본 모형의 장기 균형상태에서 한 국가의 모든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생산량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본 논문은 장기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한 국가 경제에서 도시에 대한 상대적 인식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사이에 상대적인 차이가 장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면(즉 모든 도시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게 변화한다면) 가구들의 자발적 이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14) 식 (21)의 증명
식 (13)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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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전체 국민경제 내 지

참고문헌 ─────────

역경제를 중심으로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
역의 생산과 인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축약형 모델의 형태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기존 공간 및 자산시장의 임대료, 임대공간, 자산
가격 및 신규자산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
고, 최종적으로 생산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이 이미지 증대를 위한 노
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즉 이미지 형성이 부동산 자산
및 공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 근거한 실증적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에 근거한
실증분석은 객관적 자료의 미흡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Ⅱ장에서 언급한 미국의
CRR를 기반으로 도시의 물리적 특징, 역사유산
그리고 전반적 삶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발표한 일
종의 주관적 평가지표를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으로 하여 본 논문의 이론적 결과에 대한 실
증분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기업이 소재하고 있
는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기업 가치를 증대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최근 자치단
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도
시에 대한 인식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즉 기업들
이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한 인식 역시 부동산 임
대 및 자산시장과 상호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이론모형은 향후 이를 반영
하여 보다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현, 2005, “지역축제의 지역경제활성화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39(4): 221~246, 한국행정학회.
조주현, 2009, ｢부동산시장분석론｣, 서울: 부연사.
Albouy, D., 2008, “Are Big Cities Really Bad Places to
Live ? Improving Quality of Life Estimate Across
Cities", NBER Working Papers 11472, NBER.
Blomquist, G. C., Berger, M. C., and Joehn, J. P., 1988,
“New Estimates of Quality of Life in Urban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78: 89~107.
DiPasquale, D., and Wheaton, W. C., 1992, “The Market
for Real Estate Assets and Space: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the American Real Estate

and Urban Economics Association, 20(1):
181~197.
Giannias, D., 1998, “A Quality of Life Based Ranking of
Canadian Cities", Urban Studies, 35(12):
2241~2251.
Gyourko, J. and Tracy, J., 1991, “The Structure of Local
Public Finance and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4): 774~806.
Helsley, R. and Strange, W. C., 1994, “Redevelopment
and the Land Price Gradient", Journal of Urban
Economics, 35(2): 182~200.
Lambiri, D., Bianca, G., and Vincente, R., 2007,
“Quality of Life in the Economic and Urban
Economic Litera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4: 1~24.
Roback, J., 1982, “Wages, Rents and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61): 1257~1277.

도시에 대한 인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71

Rosen, S., 1979, “Current Issues in Urban Economics",
Wage-based Indexes of Urban Quality of Life,
John Hopkins Uni. Press Chap.
Sperling, B., and Sander, P., 2007, Cities Ranked and
Rated, 2nd ed., Willey.

원 고 접 수 일： 2012년
1차심사완료일： 2012년
2차심사완료일： 2012년
최종원고채택일： 2012년

3월
4월
5월
5월

12일
23일
02일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