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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정보 노출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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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Disaster Hazards Information on Residential Property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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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선진국에서는 재해위험과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해위험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둘 사이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재해위
험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상반된 결과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재해위험정보의 노출정도에 따라 침수피해지역을 구
분한 후, 이들 지역과 침수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 간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위계선형모형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록 침수피해지역일지라도 재해위험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지역은 침
수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보다 주거용 부동산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해위험정보가 공개된
침수피해지역은 침수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보다 주거용 부동산가격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재해위험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노출될수록 주거용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합리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재해위험정보가 공유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주제어：재해위험정보, 주거용 부동산가격, 위계선형모형
ABSTRACT：With the increasing natural disaster due to climate change, many studies have been
요약

perform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 hazards and residential property prices in developed
countries. Most of them showed that disaster hazards decrease residential property prices. However,
several studies fou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m or rather disaster hazards
increase residential property pr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isaster
hazards information on the residential property prices in case of Seoul using a hierarchical linear
model. The flood prone areas are classified into the degree of hazard information disclosur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residential property prices within the flood prone area without hazard
information are higher than an equivalent property outside the flood prone area. However, residential
property prices within the flood prone area with hazard information are lower than an equivalent
property outside the flood prone area. The more hazard information is released, the more residential
property prices. This suggests that the disaster hazards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in order to operate
the func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rationally.
Key Words Disaster Hazards Information, Residential Property Prices, Hierarchical Line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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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으
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상기
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지대의 상가 및 주택이 침
수하거나, 산사태로 인한 건물훼손 등의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에 내린 시
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시
광화문사거리와 강남역 일대가 침수된 사건은 대
도시도 재해에 취약할 뿐 아니라 대규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 주었다.
수많은 사람들과 경제활동이 집적된 대도시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더 크며,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
해까지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피해에 항
상 노출되어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격
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재해위험과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해위험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Donnelly, 1989; Speyrer and Ragas, 1991).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재해위험이 주거
용 부동산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Tobin and Montz,
1994).
일반적으로 재해위험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키는 경우, 이는 재해에 대한 위험비용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내재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Harrison et al., 2001). 하지만, 이와 상반
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단지 일부 연구에서

재해발생 후 복구를 통해 주택이나 해당 지역의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Lamond and Proverbs, 2006). 하지만, 최
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또 다
른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주거용 부동산가격은 단순히 해당 부동
산이 재해위험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재구매자들이 이러
한 위험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Troy and Romm,
2004).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재해위험정
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재해이력
보다 이에 대한 정보노출 여부가 주거용 부동산가
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재해위험과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관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동안 많은 실증연구에서
재해를 경험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주거용 부동산가격이 낮게 형성된다는 것을 입증
하였지만, 사람들이 재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관
련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반
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
석은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재해
위험과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재해위험정보의 노출정도를 추가로 고려하
였는데, 이는 재해위험에 대한 잠재구매자들의 인
식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에서 2010년 침수피해를 경험한
주거용 필지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대부분의 자
료는 2010년 기준이며, 주거용 부동산가격 자료만
2011년을 기준으로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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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결정요인

지난 20여 년간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결정요인
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들이 꾸준하게 이
루어져왔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의 경우
기존에 규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결정요인을 찾아
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이들 요인은 크게 물리적 특성, 입지적(접근
성) 특성, 주변지역 특성으로 구분된다.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특
성은 연구대상이 주택일 경우 주택규모(평형), 건
폐율, 용적률(주거밀도), 층수, 복도구조, 난방방
식, 방 수, 욕실 수, 건축연도(노후도) 등으로 구성
된다(조주현, 1998; 김창석․김주영, 2002; 박헌
수 외, 2003; 최명섭 외, 2003; 최열․권연화,
2004; 정수연, 2006; 김용주․김규호, 2007; 허윤
경, 2007; 윤병우․최경욱, 2011; 이성현․전경구,
2012; 전경구, 2012). 그리고 연구대상이 토지일
경우 대지면적, 토지형상, 도로접면, 주택유형 등
이 주로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고려되고 있다(정의철․이창무, 2004; 최열․
이백호, 2006; 노태욱․강창덕, 2009; 이성원․허
식, 2011; 강창덕, 2014). 일부 연구에서는 경관조
망, 소음, 대기질 등의 환경적 요인(오규식․이왕
기, 1997; 윤정중․유완, 2001; 임영태․손의영,
2001; 최종일․심성훈, 2002; 오규식 외, 2005), 잠
재개발밀도와 같은 도시계획적 요인(정의철․이
창무, 2004)도 추가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한편,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
적 특성이란 주로 특정 목적지로의 접근성을 의미

하며, 이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지가변화
를 설명하는 지가경사모형에 기초하고 있다(최막
중, 1994).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서 다핵화됨에
따라 도심 접근성 이외에도 도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과 같은 교통수단으로의 접근성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박헌수 외, 2003; 정수연, 2006; 김
용주․김규호, 2007; 노태욱․강창덕, 2009; 강창
덕, 2014). 더 나아가 학교, 병원, 백화점, 대형할인
매장 등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공원, 하
천 등 여가공간에 대한 접근성도 추가되고 있다
(박헌수 외, 2003; 최명섭 외, 2003; 김진유․이창
무, 2005; 오규식 외, 2005; 최열․이백호, 2006;
김용주․김규호, 2007; 송호창 외, 2008; 윤병우․
최경욱, 2011).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
특성으로 가장 많이 주목되고 있는 요인은 교육환
경이다(정수연, 2006; 윤병우․최경욱, 2011; 전
경구, 2012). 특히 전경구(2012)는 해당 주거지가
속한 지역의 교육성과(서울대진학률, 대학진학률
등), 교육시설(우수 고등학교, 학원비율 등) 등을
주요 교육환경 요인으로 손꼽았다. 더나아가인구
및 고용밀도(노태욱․강창덕, 2009; 강창덕, 2014),
쾌적성(김진유․이창무, 2005), 복합적 토지이용
(노태욱․강창덕, 2009), 도시기반시설(이성현․
전경구, 2012; 전경구, 2012), 통근네트워크(강창
덕, 2014) 등도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
는 지역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재해위험 요인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못하였
다. 최근들어 기후변화로 인해도시에서도 자연재
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
하는 경우 재해위험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점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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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것으로보이며, 이는 주거용 부동산가격 형성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2. 재해위험과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관계

주거용 부동산이 산사태나 침수로 인해 손상되
면 이에 대한 수선․복구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가 반복될수록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유지․
보수비용도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재해위험에
노출된 주거용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수행된 재해위
험(특히 홍수위험)과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관계
를 분석한 실증연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Shilling et al., 1985; MacDonald et al.,
1987; Donnelly, 1989; Speyrer and Ragas, 1991;
Harrison et al., 2001).
하지만,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해위험이 주
거용 부동산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거나, 오히려 주거용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경
우도 나타나고 있다(Zimmerman, 1979; Babcock
and Mitchell, 1980; Bialaszewski and Newsome,
1990; Tobin and Montz, 1994).
이렇게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Tobin and Newton(1986)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
하락한 부동산가격(효용)의 회복상태는 해당 지

(a)

(b)

출처: Lamond and Proverbs(2006: 367~369)

역의 공간적, 시간적, 수문학적 특성에 따라서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더 나
아가 Lamond and Proverbs(2006)는 재해피해와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첫째, 재해가 발생한 초기에 부동산가격이 일시
적으로 하락했다가, 이후 원래 가격으로 회복되는
경우(a)이다. 이는 오랫동안 재해 피해가 없던 지
역에 일시적으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에 대
한 사람들의 기억이 지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 둘째,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부동산가격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b)이다. 이는 모
든 구매자가 특정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재해가 발
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위
험성이 부동산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재해가 발생하
더라도 가격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재해
로 인해 하락한 부동산가격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c)이다. 이는 기존에 재
해가 발생한 적이 없던 지역에 새롭게 재해가 발
생한 후, 이로 인해 거주자들의 기대치가 낮아진
경우에 발생한다. 넷째, 재해가 발생한 초기에 부
동산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이후 종전가
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회복되는 경우(d)이다.

(c)

<그림 1> 재해 발생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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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피해 발생 전보다 더 양호한 상태
로 주택을 복구하거나, 이를 계기로 그 지역의 방
재능력이 향상되었을 때 나타난다.
(c)와 같이 재해가 발생한 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그동안 많은 실증연구에 의해 입증되었으
며, 그 원인 또한 명료하다고 할 수 있으나, (a),
(b), (d)와 같이 가격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
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
게 설명해준 실증연구들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Troy and Romm(2004)의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의 일부를 제시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캘리포니아
자연재해 정보공개법(California Natural Hazard
Disclosure Law)의 시행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헤도닉가격모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재해위험정보 공개 여부
와 관계없이 단순히 재해위험지역 여부가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해위험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을 재해위험정보 공개 이전에 거래
된 부동산(주택)과 이후에 거래된 부동산으로 구
분하여 분석한 결과, 재해위험정보 공개 이후에
거래된 주거용 부동산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
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법률의
시행으로 재해 관련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재해위험비용이 주거용 부동산가격
에 내부화되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Pope(2008)
도 1996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주거용 부동
산 정보공개법(Residential Property Disclosure
Act)의 시행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Troy and Romm(2004)과 유사한 결
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를 보면 재해위험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재해위험요소가 주거용 부동
산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시 잠재구매자에게 재해위험정보를 공개하는 법
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사례 연구와 같이 관련 법 시행 전․후의 영향력
을 분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해
가 발생한 이후 발간되는 신문기사를 통해 주거용
부동산의 잠재구매자들이 특정 지역에 대한 재해
위험을 인지하게 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재해위험
정보가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자료

1. 연구방법
1) 모형 설정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은 Lancaster(1966)와
Rosen(1974) 등이 제시한 헤도닉가격모형(HPM:
hedonic price model)이다. 재해위험과 주거용 부
동산가격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
도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하여 횡단면 자료를 분
석하였다. 헤도닉가격모형은 특정 재화의 가격이
재화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특성가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거래
될 수 없는 여러 특성의 잠재가격(implicit price)
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모형의 일반적인 형태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P(Z)는
주거용 부동산가격, S는 주거용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L은입지적 특성, E는주변지역특성, ε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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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항을 말한다.
P(Z) =  (S, L, E) + ε

1

<식 >

도 가격모형을 추정할 때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가격 변수 특유의 이분산성과 자기
상관성 때문에 계수추정이 편기되는 경향이 있다
(Orford, 2000). 따라서 모형을 추정할 때 일반적
인 회귀모형보다는 종속변수 또는 오차항의 공간
효과(spatial effect)를 고려하는 공간회귀모형
(spatial regression model)이나 오차항과 설명변
수의 임의효과(random effect)를 고려하는 위계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이 선
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지의 물리적 특성이나 입지적
특성과 같은 개별 요인뿐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특성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에서 다층구조의 공간자료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였다. 즉, 위계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필지특성 요인(1수준)뿐 아
니라 해당 필지가 속해 있는 지역특성 요인(2수
준)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2수준의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종속변수의 분산
을 더욱 많이 설명할 수 있으며, 필지특성 수준과
지역특성 수준의 설명력을 분리하여 추정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수준별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시킴으로써 회귀계수를 정확
하게 추정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이희연․
노승철, 2012).
구축된 위계구조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위계선
형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장 단순
헤 닉

한 무제약모형(unconditional model)부터 시작하
여 점차 모수를 추가시키면서 단계마다 모형의 적
합도 검정을 통해 모형을 확대해나가는 상향식 방
법을 적용하였다. 단계별 모형을 간략하게 수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계: 무제약모형>

2

< 단

<식 >

        

: 표본 전체평균,  : 2수준 지역 간 평균의 차이
: 1수준 필지 간 차이


 



2 계: 1수준 설명변수 투입, 임의절편모형> <식 3>

<단

            


: 1수준 설명변수(p)

3 계: 2수준 설명변수 투입, 임의절편모형> <식 4>

<단

                
 

: 2수준 설명변수(q)

1단계에서 사용되는 무제약모형은 앞으로 분석
하게 될 수준별 설명변수들이 얼마나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가의 기준이 된다. <식 2>에서 두
오차항의 합(   )은 종속변수의 총 분산으
로, 집단 내 상관(ICC: Intraclass correlation) 값
을 통해 수준별 분산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
서 ICC 값은 위계선형모형 설정의 타당성을 판정
하는 단서가 된다. ICC 값은 <식 5>와 같이 2수준
의 분산을 1수준과 2수준 분산의 합계로 나눈 것
으로, 이 값이 0.05(5%) 이상이 되어야 위계선형
모형을 사용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이 값이 0.05 미만이면 단일 수준의 회귀모형을 사
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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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C= 
      

  
 

<식 5>

: 2수준의 집단 간 잔차 분산
: 1수준의 개인 간 잔차 분산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절편이 집단 간에 다르
지만 기울기는 고정된 것으로 보는 임의절편모형
(random intercept)을 설정한다. <식 3>은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1수준 설명변수(필
지 특성 변수)들을 투입한 것이다. 이때 더미변수
는 중심보정을 하지 않지만, 연속변수는 집단평균
중심보정을 하여 투입한다. <식 4>는 주거용 부동
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2수준 설명변수(지역 특
성 변수)들을 투입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용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1수준과 2수준의 설명변
수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설명변수들의 기울기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임의계수모형(random
slope model)까지 확장하여 추정하지는 않았다.
2) 변수 선정

본 연구의 위계선형모형에서 사용된 종속변수
는 필지별 주거용 부동산가격이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표준지 및 개별공
시지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
별공시지가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2>는 2011년
서울시 필지별 주거용 개별공시지가의 공간 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종속변수인 필지별 부동산가격
이 정규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 값의 정규화를
위해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변형하였다.
1수준의 개별필지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로
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고려되었던 토지특성 변수
와 접근성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토지특성을 나타

<그림 2> 서울시 주거용 토지가격의 공간 분포

내는 변수로는 법정용적률, 대지면적, 토지형상
(더미), 도로접면(더미), 주택유형(더미)을 사용
하였다. 용적률과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관계를 분
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건축물의 현재 용적
률을 활용하였다(조주현, 1998; 김창석․김주영,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최
대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개발밀도를 나타내는 법
적 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기준)을 선정하
였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개발할 때
최대유효이용의 원리에 따라 해당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밀도를 결정하게 된다(정의철․
이창무, 2004). 하지만, 법적 용적률과 같은 밀도
규제는 최적밀도 이하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의 범위가 증가
할수록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지게 되며, 그
만큼 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법적 용적률이 점점 증가하여 최적밀도를
초과하게 되면 건축비용만 더 소요되어 부동산가
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지면적의 경우 넓은 대지면적을 가진 필지일
수록 개발 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으므로 주
거용 부동산가격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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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을
지닌 부지는 토지분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
생할 수도 있다.
토지형상은 정방형, 가로장방, 세로장방, 사다
리형, 삼각형, 역삼각형, 부정형 및 자루형(참조변
수)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
하였다.1) 토지형상이 정방형에 가까울수록 토지
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
축도 용이하여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반면, 부정형에 가까운 필지는 건
축에 제약이 따르므로 부동산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다.
도로접면은 광대로, 중로, 소로, 세로 및 맹지
(참조변수)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
로 처리하였다.2) 도로접면은 도로사선제한 등의
형태로 개발밀도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주거
용 부동산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폭이 넓은 도로에
접한 지역일수록 개발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유형은 단독(참조변수), 연립, 다세대, 아
파트, 주상복합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다.3)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도
를 기점으로 단독주택의 선호는 급격히 줄고, 아
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으며(민병호․제
해성, 1999), 아직까지도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외
국과 달리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호도의 차이는 주
거용 부동산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주택유형 간 가격 차이를 유발할 것으
로 예상된다.
접근성 변수로는 중심업무지역으로부터의 거
리, 지하철역으로부터의 거리, 도로로부터의 거리,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의 거리를 사용하되, 종속
변수와 마찬가지로 각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하였
다. 우선 중심업무지역(도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산정하기 위해 도심(서울시청 일대), 강남(강남역
일대), 여의도(금융감독원 일대)를 3대 중심업무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접근성
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
제하였다. 한편, 지하철역으로부터의 거리와 도로
로부터의 거리는 지하철과 승용차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수록 주거용 부동산가격은 하
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현재 서울시의 교
통수단분담률은 지하철 36.2%, 버스 28.1%, 승용
차 24.1%, 택시 7.2%, 기타 4.4% 순이므로 지하철
역 접근성이 도로 접근성보다 주거용 부동산가격
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근접할수록 도시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발
제한구역으로부터의 거리도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재해위험변수는
알 져

1) 토지형상 범주의 구분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에서 분류된 토지형상 구분(정방형, 가로장방, 세로장방, 사다
리형, 삼각형, 역삼각형, 부정형, 자루형)을 참조하였다.
2) 도로접면 범주의 구분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에서 분류된 도로접면 구분(광대로, 중로, 소로, 세로, 맹지)을
참조하였다.
3) 주택유형 범주의 구분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에서 분류된 주거용 토지이용상황 구분(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과 상업용 토지이용상황 구분(주상복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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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침수피해를 입은 주거용 필지와 나머지 주
거용 필지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일
반적으로는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부동산가격이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
여준 연구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쉽사
리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록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일지라도 구매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공받지 못할 경우, 향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주택가
격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해위험정보의 노출에 따른 영향
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침수피해를 입은 주거용
필지를 재해위험정보 노출이 있는 행정동에 속한
필지와 나머지 필지로 구분하였다. 더 나아가 재
해위험정보의 노출 정도의 차등화를 위해 재해위
험정보 노출이 있는 주거용 필지를 재해위험정보
(언론보도)가 1~4회 노출된 필지와 5회 이상 노
출된 필지로 다시 구분하였다. 5회 노출을 기준으
로 재분류한 이유는 침수피해를 입은 주거용 필지
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정보의 노출횟수와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낼 경우 <그림
3>과 같이 재해위험정보가 많이 노출될수록 주거
용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 여
기서 5회 정도 노출된 지점이 변곡점으로 나타났
기 때문이다. 서울시 2010년 침수피해지역과 이들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정보 노출정도를 지도화하
면 <그림 4>와 같다.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2수준 변수로는 선행연구
들을 참조하여 인구밀도, 고용밀도, 공원면적(1인
당), 대형할인마트 수(1,000명당), 서울대학교 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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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보도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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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해위험 노출정도를 언론보도횟수로 전제하고 해당
필지 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임.
<그림 3> 재해위험정보 노출과 부동산가격의 관계

<그림 4> 서울시 침수피해지역의 재해위험정보 노출정도

학률을 선정하였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말해주므로 주
거용 부동산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고밀 상태일 경우 인구밀도가 높을
수록 교통혼잡과 같은 외부불경제가 발생하여 오
히려 주거용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
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용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
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 수요도 많을 것이
라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직장과 근
접하여 거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고용밀도가
높은 지역은 거주수요가 많아 주거용 부동산가격

) 침수피해지역 내 주거용 부동산가격과 언론보도횟수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0.25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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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게 형성되지만, 이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은 교통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다
른 지역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직주불일치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보
면 도심 주변의 고용밀도는 매우 높은 반면 인구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직주분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명진․정지은, 2011). 서울시처럼 다
핵공간구조를 가진 도시의 경우 인구밀도와 고용
밀도의 공간분포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미치
는 인구밀도와 고용밀도 변수의 영향력은 다른 방
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생활편익시설도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인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차원의 생활편익
시설변수로 인구 1,000명당 대형할인매장 수와 1
인당 공원면적을 포함시켰다. 이는 대형할인매장
의 경우 인접한 지역일수록 주거용 부동산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최명섭 외,
2003; 최열․이백호, 2006). 한편, 공원은 쾌적성
(amenity)이라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제공하여
주거용 부동산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만(노태욱․강창덕, 2009), 이와 반대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전경구,
2012). )
서울시의 주거용 부동산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
향을 주는 중요한 지역특성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교육환경이다. 소위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다
른 지역에 비해 주거용 부동산가격이 높은 이유
5

가운데 하나가 그 지역의 교육환경 때문이라는 것
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서울대 진학률이 높
은 지역일수록 주거용 부동산가격이 높게 나타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기타 교육환경 요인
인 사교육비 지출과 학원 비율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연, 2006; 전경구, 2012).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진 서울
대 진학률만을 교육환경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단, 자치구 단위로 서울대 진학률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행정동 단위로 분석하였
으며, 이를 위해 행정동별 일반계 고등학교의 서
울대 진학자 수를 집계한 후, 행정동별 고등학교
개수로 나누어 서울대 진학률을 산출하였다.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토지정보시스
템(KLIS)의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연속 지적
도, 기사통합검색서비스(KINDS)의 신문기사 자
료, 국가통계포털(KOSIS) 및 서울시가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이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의 경
우 2011년(1월 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외 연속 지적도, 각종 토지의 개별특성을 나타
내는 자료, 침수피해 관련 신문기사, 지역적 특성
을 나타내는 각종 통계자료는 2010년 자료를 활용
하였다.
필지별 특성과 관련된 자료는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 생활편익시설 변수로 모형에 투입된 대형할인매장, 공원 이외에도 병원, 약국, 보육시설, 학교(초/중/고) 등을 모형에 포함해보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제외하였다. 이는 서울시와 같이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도시의 경우 병원, 약국, 보육시설, 학교 등의
공급량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기반시설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예를 들면, 단순히 고등학교 수가 많은 것보다 서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요인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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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인 필지만을 대상으로 하되, 개별공시지
가 전산자료에 포함된 토지특성조사 자료를 활용
하였다. 즉, 면적,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
건 등의 토지속성자료에서 일부 속성을 선택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각종 거리
를 계산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와 연속
지적도를 결합하였다. 두 자료 간 기준연도의 차
이 때문에 모든 필지가 결합되지는 못하였으며,
주거용 필지 총 526,262개 가운데 약 99%에 해당
하는 521,063개의 필지가 결합되었다. 이를 대상
으로 해당 목적지와 모든 주거용 필지 간의 직선
거리를 ArcGIS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침수피해를
입은 주거용 필지의 경우 서울시의 2010년 침수흔
적도 전산자료를 연속 지적도와 결합한 후, 서로
중첩되는 주거용 필지 32,789개를 추출하는 과정
을 거쳤다. 이와 별도로 재해위험정보와 관련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세 단계의 과정을 거
쳤다. 먼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서
비스(KINDS)에서 전국 종합 일간신문 10종을 대
상으로 ‘서울/홍수/피해’를 키워드로 하여 신문기
사 총 498건(2010년 1월 1일~12월 31일)을 추출
하였다. ) 이렇게 추출된 기사 가운데 침수피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침수피해지역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50건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날짜별로 기사를 분류한 후, 해당 날짜에 여러 신
문을 통해 중복되어 보도된 위치정보는 1회 보도
6

로 간주하여 행정동별로 집계하였다. )
한편,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변수들은 424개 행정동 단위에서 구축되었
다.8) 분석자료는 국가통계포털과 서울통계 온라
인서비스 및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에서 구득하였
다. 이후 행정동 단위의 통계자료와 법정동 단위
로 구축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속성자료
를 연계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법정
동-행정동 코드변환자료를 활용하여 행정동 코드
로 단일화하여 변수를 구축하였다.
7

Ⅳ.

모형의 추정결과 및 풀이

1. 기초통계

위계선형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보면 <표 1>과 같다. 서울시 521,063개 주거용 부
동산의 평균 토지가격(2011년 1월 1일 기준)은 약
2,288,65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격이 가
장 높은 필지는 약 9,950,000원/㎡이며, 가장 낮은
필지는 23,400원/㎡이다. 또한, 평균 법적 용적률
과 대지면적은 각각 215%, 261㎡로 나타났다.
각 더미변수의 평균값은 코드값이 ‘1’인 필지 수
와 ‘0’인 필지 수를 평균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전
체 필지에서 해당 속성을 가진 필지의 비율을 나
타낸다. 서울시 주거용 부동산의 주택유형은 단독
주택이 약 6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연립주택이 약 2%로 가장 적다. 도로접면은

) 본 연구에서 검색한 전국 종합 일간신문 10종은 문화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동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세계일보이며, 각각 30건, 61건, 54건, 45건, 30건, 76건, 46건, 47건, 61건, 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7) 위치 정보가 법정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행정동으로 변경하여 집계하였다(예: 신영동 → 부암동).
8) 지역특성 변수들을 25개 자치구 단위가 아닌 424개 행정동 단위로 구축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경우 동일한 자치구 내에서도 행정동별로
이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간적으로 집계된 자료가 가지는 생태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미시
적인 공간단위를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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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위계선형모형에 투입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변수

종속

명
변수

1
수
준

설

2
수
준

변수

평균

표준편차

주거용 토지가격
2,288,656.59 869,512.77
법적 용적률
215.00
80.11
대지면적
261.03 2,273.15
단독(참조변수)
0.66
0.47
연
립
0.02
0.14
주택
다세대
0.14
0.34
유형
아파트
0.04
0.19
주상복합
0.15
0.35
대로
0.02
0.13
중로
0.04
0.20
토지 도로
특성 접면
소로
0.13
0.34
세로/맹지(참조변수)
0.81
0.39
정방형
0.15
0.36
가로장방형
0.12
0.33
세로장방형
0.25
0.43
토지
사다리형
0.28
0.45
형상
삼각형
0.01
0.11
역삼각형
0.00
0.02
부정형/자루형(참조변수)
0.18
0.38
중심업무지역으로부터의 거리
5,915.56
2,752.97
지하철역으로부터의 거리
618.87
422.61
접근성
도로로부터의 거리
440.92
339.07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의 거리
2,291.18 1,587.67
침수피해지역(언론보도 없음)
0.05
0.21
0.01
0.09
재해 침수피해지역(언론보도 1~4회)
위험 침수피해지역(언론보도 5회 이상)
0.01
0.08
침수피해 없는 지역
0.94
0.24
인구밀도
23,808.04 11,895.47
고용
밀도
9,219.42 10,995.95
지역
대형할인매장
0.01
0.02
특성
공원면적
2.89
13.94
서울대 진학률
1.90
5.65

세로/맹지인 필지가 81%로 가장 많고, 대로에 접
한 필지는 2%에 불과하다. 토지형상의 경우 전체
주거용 부동산의 52% 정도가 개발에 용이한 정방
형,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으로 나타났다.

최대값

최소값

단위

9,950,000.00 23,400.00 원/㎡
800.00
50.00
%
392,652.00
0.10 ㎡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5,227.69
25.50 m
5,347.92
3.39 m
3,207.87
1.79 m
6,787.74
0.00 m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1.00
0.00 dummy
58,732.61
371.55 명/㎢
91,518.18 224.05 명/㎢
0.22
0.00 개/1,000명
196.63
0.00 ㎡/명
76.00
0.00 명/개

도심, 강남, 여의도 등 중심업무지구에서 각 주
거용 부동산까지의 평균거리는 약 5,915m로 나타
났으며,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의 평균거리는 약
2,291m로 나타났다. 교통수단 중에서는 지하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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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의 평균거리가 약 618m인 반면, 도로로
부터의 평균거리가 약 440m로 나타나, 지하철역
보다 도로 접근성이 더 양호함을 말해준다.
침수피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주거용 부동산
의 약 94%가 2010년 발생한 홍수로 인한 침수피
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피해를 입
은 나머지 6%의 지역 중에서 관련 피해에 대한
언론보도가 존재하는 지역은 약 29%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시민
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침수피해를 입은 지
역이라도 이에 대한 위험비용이 부동산 가격으로
자본화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특성 변수의 기초통계를 보면 서울시 424
개 행정동의 평균 인구밀도는 약 23,7808명/㎢, 평
균 고용밀도는 약 9,219명/㎢이다. 대형할인매장
은 평균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1개로 나타났으며,
1인당 공원면적은 평균 2.89㎡로 나타났다. 서울
대 진학률은 평균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1개당
1.9명이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진학하는 행정동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 1개당
76명이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간에 편
차가 매우 심함을 말해준다.
2. 모형의 추정결과 및 풀이

위계선형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무제약모형을 보면 1수준 오차항 분산이
0.04505, 2수준 오차항 분산이 0.13182로 나타나

분산은 0.17687이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가
격에 영향을 주는 지역요인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ICC 값은 0.745[=0.13182/(0.04505+0.13182)]로
산정되어,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74.5%가 지역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서울시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이는 필
지의 개별특성 요인보다 지역특성 요인에 의해 좌
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9)
2단계에서 1수준의 설명변수를 투입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든 변수들은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1수준 변수들
의 계수값은 고정계수가 되어 다음 단계에서도 거
의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 그러나 1수준과 2수준
의 분산은 투입되는 변수들에 따라 계속 변하게
된다. 1수준의 설명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1수준
분산은 0.04505에서 0.02136으로 52.6%가 감소하
였으며, 2수준 분산은 0.13182에서 0.10822로
17.9%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투입된 1
수준 설명변수가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을 상
당 부분 설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3단계에서 2수준의 설명변수(지역수준)를 투
입한 결과 인구 1,000명당 대형할인매장 수만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
머지 2수준 설명변수들은 모두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수준 변수들을 투입한
경우 1수준 분산은 0.02136으로 동일하지만 2수준
분산은 0.10822에서 0.08821로 18.5%가 더 줄어들
었다. 이는 2수준의 변수가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이를 추가로 설명해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총

9) 주거용 토지가격을 대상으로 분석한 강창덕(2014)의 연구에서도 ICC 값이 0.71~0.76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주택(아파트)가격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ICC 값이 0.35로 나타나고 있다(정수연, 2006; 이성현․전경구, 2012; 전경구, 2012). 이렇게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ICC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주택과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주택의 경우 주택규모(평형), 건폐율, 용적률, 층수, 복도구조, 난방방식, 방 수, 욕실 수, 건축연도(노후도) 등 가격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1수준의 요인이 매우 다양한 반면, 토지의 경우 대지면적, 토지형상, 도로접면 등으로 1수준 요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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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위계선형모형의 추정결과
구분

무제약모형

절편

ln(법적 용적률)
ln(대지면적)
연립
다세대
주택
유형
아파트
주상복합
대로
토지 도로
중로
특성 접면
소로
정방형
1
가로장방형
수
세로장방형
토지
준
형상
사다리형
삼각형
역삼각형
ln(중심업무지역으로부터의 거리)
ln(지하철역으로부터의 거리)
접근성
ln(도로로부터의 거리)
ln(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의 거리)
침수피해지역(언론보도 없음)
재해 침수피해지역(
론보도 1~4회)
위험 침수피해지역(언언론보도
5회 이상)
ln(인구밀도)
ln(고용밀도)
2
수 지역
ln(대형할인매장)
준 특성
ln(공원면적)
ln(서울대 진학률)
1수준
분산
2수준

2수준의 변수까지 투입되어 추정된 임의절편모
형을 토대로 추정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계수를 보면,
법적 용적률이 1% 증가하면 주거용 부동산가격
이 0.2% 증가하고, 대지면적이 1% 증가하면

14.677471***

0.04505
0.13182

임의절편모형
(1수준 변수 투입)

14.514381***
0.204155***
0.013632***
0.030973***
0.005672***
0.181804***
0.253499***
0.310713***
0.219292***
0.109639***
0.080198***
0.080939***
0.082132***
0.055323***
0.022809***
-0.048940***
-0.051087***
-0.040221***
-0.002628***
0.028489***
0.017753***
-0.017080***
-0.020499***

0.02136
0.10822

임의절편모형
(2수준 변수 투입)

14.514245***
0.204154***
0.013631***
0.030970***
0.005672***
0.181834***
0.253495***
0.310729***
0.219288***
0.109640***
0.080206***
0.080945***
0.082137***
0.055330***
0.022815***
-0.048934***
-0.051088***
-0.040221***
-0.002628***
0.028489***
0.017752***
-0.017081***
-0.020507***
-0.084905***
0.115846***
0.023659***
0.027213***
0.077248***
0.02136
0.08821

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형상은 정
방형에 가까울수록, 도로접면은 광대로, 중로, 소
로, 세로/맹지 순으로, 주택유형은 주상복합, 아파
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순으로 주거
용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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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접근성 변수들의 경우 중심업무지구로부터 거
리가 1% 증가할수록 주거용 부동산가격이 0.0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철역
과 도로로부터의 거리도 1% 증가할수록 각각
0.04%, 0.02% 정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하철의 교통수단분담률이 승용차
보다 더 높은 서울시의 특성상 지하철역 접근성의
영향력이 도로 접근성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예상했던 바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의
거리는 1% 증가할수록 0.03% 정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추정결과는 다음
과 같다. 이미 고밀상태인 서울시의 경우 인구밀
도가 높을수록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밀도는
인구밀도와 다르게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편익시설인 대형할인매장도 주거용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면적이 넓을수록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전경구
(2012)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처럼 분석의 공간
단위에 따라 공원면적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은 자치구보다는 행정동 단위로 공원의
이용권역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
다. 반면, 서울대 진학률 변수는 자치구 단위로 분
석한 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장 초점을 둔 재해위험변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매우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재해위험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침수피해지

역의 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가격보다 평균적으로
1.8%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해위험정보 노출이 1~4회인 침수피해지
역의 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가격보다 평균적으로
1.7% 정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정보 노출이 5회 이상인 침
수피해지역의 주거용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2.0%
로 추정되어 재해위험정보 노출이 1~4회인 침수
피해지역의 주거용 부동산가격보다 더 낮게 형성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침수피
해지역일지라도 재해위험정보의 노출 여부에 따
라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
며, 재해위험정보가 노출이 된 지역 중에서도 노
출 횟수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하락폭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침수피해지역 주민들이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연재해위
험지구 지정을 반대하거나 관련 언론보도를 자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
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Ⅴ.

결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대도
시에서의 피해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구
가 조밀한 도시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주거용
부동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수행된
여러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가격
역시 재해위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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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재해위험과 주
거용 부동산가격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재해
위험정보가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선행연구
들과는 차별적으로 동일한 재해위험지역에서도
재해위험정보의 노출정도에 따라 부동산가격 형
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해위험정보를
담고 있는 신문기사 자료를 검색하여 행정동별로
재해위험정보의 노출정도를 집계한 후, 이에 따라
침수피해를 입은 주거용 필지를 3단계로 구분하
였다.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주거용 부동산 가격
에 영향을 미치는 필지 및 지역특성 변수를 투입
하여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재해위험정보와 관련해서
는 비록 침수피해지역일지라도 재해발생에 대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유되지 않은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오히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해발생에 대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유된 침수
피해지역의 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침수피해를 입
지 않은 지역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하락폭은 재해위험정
보가 많이 노출될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재
해위험비용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내재화되어야
만 부동산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거용 부
동산에 대한 재해이력정보를 공개하는 법률이 마
련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재해위험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해당 정보가 주택구매자
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특정 지역에서의 재해위험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
해위험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2011년 이후
침수지역에 대한 지가변화를 살펴본다면 더욱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이 아닌 횡단면 분석만을 실
시하였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는 시간의 흐
름에 따라 필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되는 경우 필지
가격의 변동을 정확하게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를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재해발생 이후 재해위험정보
가 공개되거나, 재해로 인한 피해가 복구됨에 따
라 궁극적으로 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변화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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