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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the eco-friendly factors on the apartment housing price rise 

and to suggest the desirable way of marketing strategy for apartment housing. For the analysis, the data of 

apartment sites in Seoul had been collected from September 2006 to February 2007.  The data consisted of 95 

apartment sites in Seoul.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s, crosstabs, and discriminant analysis by SPSS/PC 

for Window. Following result was obtained. The eco-friendly apartment housing price rate in Seoul was 

determined by eco-friendly landscape, green space rate, house unit size, installment sale price per pyeong, floor 

space index, distance from subway station when it was not considered the impact of building age, construction 

company's brand,  and autonomous districts.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marketing strategy of housing construc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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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사회의 경제성장과 소득수 의 향상에 따라 환경에 

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양호한 경 을 지닌 쾌 한 주

거환경에 한 선호도가 많이 증가되었고 그 수요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주택시장에서의 경쟁우 를 해 

쾌 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한 경 략이 필요하게 

되었고, 특히 친환경 공동주택이라는 마  략이 주택

산업에서 요한 성공요인으로 두되었다. 수요에 비해 

공 이 부족했던 과거의 주택시장에서 주택건설업체는 

마  략의 필요성이나 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

으나 2000년  이후 수요자 심으로 주택시장이 변화됨

에 따라 주택의 기획  매단계에서 다양한 마  

략이 요구되었다.

 거주자들이 쾌 한 주거환경에 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경 이 우수하거나 공원이나 녹지가 풍부한 곳 

는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치한 공동주택은 이를 비

교우  아 트로 활용하여 분양 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

히 단지 내 조경이 잘된 아 트가 입주 후 단지의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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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부각되면서 매매가 상승률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한 부동산 조세가 강화됨에 따라 2개 이상의 주택을 소

유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지면서 1

개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거환경이 좋고 한 투자가

치를 높일 수 있는 공동주택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상

된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아 트 마  략 

수립시 소비자들의 이러한 인식을 고려하고 이에 합한 

상품개발  매 고를 효율 으로 사용함으로써 비용

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아 트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격상승률을 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아 트의 건물특성, 단지특성, 토지이용

특성, 교통특성, 생태환경, 실내 환경, 기타 특성이 가격

상승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것은 아 트 수요자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업체에서도 계획  분양방향을 수립하

는데 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  범 는 2001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 31까지 공된 400세  이상 되는 아 트로 하

다. 그 이유는 친환경의 개념이 2000년 부터 아 트 설

계  자재 등에 목되어 건설되었으며, 한 단지 총세

수가 400세  이상 되어야 아 트 단지로서의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자들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에 걸쳐 상 아 트 단지들의 도면수집, 



판별분석을 이용한 친환경 아파트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 길기석・이주형

Journal of the KIEAE Vol. 7, No. 3  2007. 0612

장답사, 조사 상 단지 주변의 공인 개사  아 트 

리사무소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한 자료는 계량화하여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하여 기 인 경향을 살펴보고, 아 트 가

격상승률과 친환경 변수들과 교차 분석(Crosstab 

Analysis)을 하여 친환경 조경계획  녹지 공간율 등에 

따른 가격상승의 정도를 악하 다. 그리고 아 트 가

격상승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층수, 단 세  규모, 단지 

총세 수, 단지의 향, 녹지 공간율, 용 률, 건폐율, 지하

철역과의 거리, 도시  지역 심과 단지 심과 거리, 친

환경 평면계획, 친환경 조경계획을 독립변수로 하 으며, 

추정방법은 별분석을 이용하 다. 

2. 문헌고찰

 주택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 에 향을 미치는 

주택의 효용성, 상  희소성, 유효수요 등의 상호작용

에 의하여 발생하며, 가격 형성 제요인의 변동에 따라 부

단히 형성ㆍ유지ㆍ수정 는 괴되는 바, 이 발생요인에 

향을 주는 요인을 가격결정요인이라고 한다(하성규 

2001). 주택가격은 지리  치와 같은 자연  요인, 공공

시설 등과 같은 사회  요인, 그리고 행정  요인에 의해 

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지역  특성으로 나타나며, 

이와 함께 주택의 면 , 높이, 층, 향, 일조, 통풍, 설계ㆍ

설계의 양부, 시공의 질,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의 제 요인

에 의하여 개별물건의 구체 인 가격으로 결정된다. 그리

고 주택가격은 주택수요와 주택공 에 의해서도 결정된

다. 결국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주택의 수요, 공 , 

주택의 물리  요인, 입지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요인을 으로 보고

자 하기 때문에 이들 연구들을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허세림(1994)은 서울의 아 트 시장을 상으로 아 트 

가격에서 차지하는 아 트 특성, 지역특성, 환경특성 등 

주택특성변수들의 잠재가격을 추정한 결과, 평수, 방의 

수, 화장실ㆍ욕실 수, 건축년도와 같은 주거특성변수로부

터 가장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지역

특성에서 교육의 질  교통의 편리성도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특성  기오염의 정도

가 아 트 가격결정에 지 않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종엘(1997) 연구에서는 입지가 주택가격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의 

향요인을 학군, 편리성, 노후정도, 규모로 보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군에 따라 주택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주택의 치와 주택가격은 반비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에 향을 주는 특성으로 주택의 물리  특성 

외에 단지특성과 지역  특성에서 환경 항목들을 고려하

는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주택산업연구원의 “아 트 특성

에 따른 가격결정모형 연구”(1998)을 보면 물리  특성

(평수, 향, 층, 방ㆍ화장실ㆍ욕실 수)외에 단지특성으로 

건축년도, 주차사정, 녹지ㆍ조경 상태, 노인정, 아 트의 

유지 리를 포함시켰으며, 지역  특성에도 산, 강, 경 , 

교육의 질, 의료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이용편리성, 통

근ㆍ통학의 편리성, 충교통, 도심까지의 거리, 안 성

(범죄사고), 지역주민 특성, 기오염도 등과 같이 환경 

특성을 포함해서 주택가격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토

하 다. 

 임 진(1998)도 “주거환경이 아 트 가격에 미치는 향

에 한 동태분석”에서 주거 환경의 인식변화가 주택가격

에 미치는 향을 실증ㆍ분석하 다. 분석결과 환경이 양

호한 곳의 아 트가 근성이 좋은 곳의 아 트 가격보

다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 다. 과거에는 도시 심지의 아

트 가격이 높아졌으나 사회ㆍ경제수 이 높아짐에 따

라 환경에 한 심이나 욕구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특성이 아 트 가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다

른 연구로는 윤정 (2001)의 “도시경 의 조망특성이 주

택가격에 미치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산, 하천, 

공원 등 도시경  자원들의 조망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 경 상을 조망할 수 

있으면서, 보다 넓게 조망가능한 아 트 일수록 가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경(2002)은 주거입지이론과 

체가치이론을 토 로 수도권지역을 상으로 주택가격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첫째 수도권 체주택가격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은 서울과의 물리  근성으로서 도심과의 거리가 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권 주택가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철역, 등학교, 종합병원의 근성

외에 주택주변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수도 나타났다. 이번

송등(2002)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

다. 서울시내 4,700여 단지의 아 트 가격, 규모, 건축년

도, 난방방식, 건설회사 명성, 공기오염도, 공원 면  비

율, 도로연장 비율, 병상 침실개수, 지역변수, 조망 등을 

이용해 아 트 가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

면 주택 규모가 크고, 한강조망이 보일수록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 에 의해 아 트 가격이 향을 받는

다는 윤정 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신동민(2002)도 주거환경을 신규주택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 선호도를 분석하 다. 신규주택 수요에 

한 사회경제  특성으로는 직업, 성별, 연령, 가장의 학력, 

 거주형태, 직장의 치, 가계소득, 주택가격 등을 변수

를 사용하 다. 분석결과 주택의 수용에 직  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거환경요인, 투자요인, 개인 환경요인으

로 나타났다. 선호요인 15개에 하여 가 치를 주어서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의사를 가진 소비자가 주택을 구입

할 때 요하게 요리하는 요소는 화 가능자산, 주변

지역 개발가능성, 통근용이성, 교통 편의성, 교육환경이었

으며, 가치상승에 한 기 요인이 높았다. 이 연구에서

는 주택구입 향요소에 개인 융상태, 주택마련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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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향, 남서향, 단지면 , 용 률, 철역

과의 거리, 로 면, 기입주, 건설회사 

지명도, 산, 하천, 근린공원

우경

(2002)

주택

가격

도심과의 거리, 철역, 등학교, 종합병원의 

근성, 주택주변의 오염물질 배출 시설 수  

이 번 송 

(2002)

주택

가격
주택 규모, 한강조망

신동민

(2002)

주택

가격

화 가능자산, 주변지역 개발가능성, 통근

용이성 장애교통 편의성, 교육환경, 주거환경

주택산업

연구원

(2005)

주택

선택

투자가치, 랜드, 주택특성, 단지특성, 입

지특성의 순이며, 주택특성은 향, 평면계

획, 첨단설비, 인테리어, 단지특성은 안

성, 단지환경, 단지규모, 공동시설, 단지계

획, 입지특성은 교육, 교통, 쾌 성

다음으로 주택의 주거환경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가격 상승성보다 주거환경이 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산업연구원(2005)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주택구

입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입지특성, 주택가격 상승 망, 

아 트 랜드, 단지특성, 주택특성의 5가지로 구분하고, 

이 요인들을 세부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이 연구에

서 나타난 주택구입 결정요인들은 맑은 공기, 공원, 녹지, 

단지 내 조경이나 녹지 공간 등과 같은 주거환경요인들

로 나타났다. 이는 입지특성이 주택구입자들에게 차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반 한 결과로 단된다. 분

석결과를 보면 최근 주택거주자들이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환경과 교육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주택규

모가 클수록 쾌 성, 교통, 생활편익시설, 이웃에 한 고

려의 요도가 증가하며, 반면 교육의 요도는 낮아지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연령 에 따른 변화로 단된다. 가

구유형별로는 신혼부부 가구는 쾌 성, 교통의 순으로, 

취학  가구와 취학자녀 가구의 경우 교육, 쾌 성 순으

로, 부부가 40  이상인 기구와 취학 후 자녀가구의 경우

는 쾌 성, 교통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웰빙, 

건강, 친환경에 한 요성을 인식하여 친환경 주택에 

한 수요증 를 반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

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아 트 가격에 요한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련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변수들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연구들의 분석결과는 

상당부분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즉, 주택가격 결정요인

에 하여 건물특성, 단지특성  주변특성을 갖고 용

기법을 달리하여 다양한 분석을 하 다. 이는 주택가격상

승에 한 행태분석 역시 건물특성, 단지특성  주변특

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은행 국주택 가격

동향조사에서는 가격동향을 월별 주택가격지수로서 표

하며, 달에 비해 몇 %의 상승 한 하로 표 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신문에서도 주택가격의 변화를 2003년 

2월 비 2007년 2월에 서울시가 83.7%올랐다고 표 하

고 있다(이데일리 2007년 2월23일). 이것은 일반국민들에

게 주택가격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가격상승률 는 하락

률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

에서 나타난 주택가격 신 주택건설사의 아 트 분양측

면에서 략을 수립하는데 가장 요하며, 한 주택소비

자들에게 설명하기 쉬운 주택가격 상승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존연구에서 검토한 독립변수들  주택건설사가 

분양측면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경과연수, 건설사 랜드, 

그리고 지역특성을 제외한 변수들과 주택공사 친환경 건

축물 인정심사기 (공동주택)에서 제시한 친환경 항목들

을 참조하여 <표 2>와 같이 선정하고 이에 한 평가기

들을 설정하 다.

 공동주택 분양가는 단 세 별로 분양가격을 조사하여 

분양면 으로 나 어서 평당 분양가를 구했으며, 공동주

택은 층, 층, 고층별로 가격차이가 있으나 층수만을 

조사하 다. 단지 총세 수는 단지 내 복리시설의 규모나 

리비 등과 연계되므로 규모 일수로 아 트의 가격상

승과 한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공동주택 

단지의 향은 고층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향과 

비남향의 차이는 주택가격에 큰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로서 남향의 경우 아주 양호(5 )로 보고, 동남향과 

서남향은 양호(4 ), 동향은 보통(3 ), 서향은 불량(2 ), 

북향은 아주 불량(1 )으로 하 다. 주택의 선정시 주요 

요인인 입지특성은 교통 편리성, 주변쾌 성, 생활편익시

설, 교육환경으로 구분하 다. 교통 인 성은 교

통수단이나 주요도로와 150m이내에 인 한 경우이며, 주

변쾌 성은 공원이나 녹지, 한강 등과 인 한 곳, 생활편

익시설은 500m이내에 형 상가나 병원 등이 있는 경우, 

교육환경은 500m이내에 학교 등의 시설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로 하 다. 단지가 4개 항목을 만족하면 5 , 3개를 

만족하면 4 , 2개를 만족하면 3 , 1개를 만족하면 2 , 

1개도 만족하지 않으면 1 으로 하 다. 

 토지이용에서 도에 요한 변수인 용 률, 건폐율도 

조사항목으로 포함하 으며, 커뮤니티 센터는 단지 내 주

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계

획된 건물로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집회

시설, 취미실, 독서실, 강의실 외에 앙 장, 노천극장, 

테마 장 등이 포함되며, 세  당 면 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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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단   주요내용

가격 분양가                                    만원/평

건물

층수                                         층

단 세  규모
      평      세          평         세         

      평      세          평         세

단지

단지 총세 수                총                     세

단지의 향
산출기  용 는 향을 남향, 동남향, 동서향, 동향, 서향으로 

구분하여 평가

입지특성

토지

이용

용 률                                         %

건폐율                                         %

커뮤니티 센터  시설                                    ㎡(단 세 당)     

교통
교통에의 근 성

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 ,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산출기  용 (1.0 - 0.2)

도시 심  지역 심과 단지주출입구 거리        km(도시 심  지역 심과 단지출입구 직선거리)

실내

환경

가변형 평면 

수납공간

개폐가능한 창면                             자연환기 설계정도(㎡) 

세 간 경계벽 두께                             경계벽 차음성능(cm)

1층 장애자용 시설(램 , 난간, 엘리베이터 등)                             노약자ㆍ장애자 배려여부

생태

환경

녹지공간율                              단지의 녹지공간비율(%) 

우수침투용 포장재                              설치여부

녹지축 연계성                             녹지축 길이  장변폭 등

수생비오톱                                         조성여부

육생비오톱                                         조성여부

인공환경녹화                            조성여부(벽체  옥상녹화)

표 2.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단지 내의 녹지 공간  녹지공간의 친환경  조성여부

가 가격에 요한 향을  것으로 단하여서, 녹지공

간율과 친환경 조경여부를 조사하 다. 친환경 조경은 육

상 비오톱, 수생 비오톱, 연계된 녹지축 조성, 우수침투용 

투수성 포장면,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 녹화기법 

용 등의 5가지 항목으로 검토하 다. 평가는 친환경 조경

계획 4가지를 배려한 것은 아주 양호(5 ), 3가지를 배려

한 것은 양호(4 ), 2가지 배려한 것은 보통(3 ), 1가지

를 배려한 것은 불량(2 ), 하나도 배려하지 않은 것은 

아주 불량(1 )으로 하 다. 항목별 평가기 은 주택공사 

친환경 인증센터 평가지표를 용하 다. 아 트 평면계

획은 세 원 구성이나 기호에 따라 다양한 평면구조를 

원할 수 있으므로 가변벽체나 수납공간의 배려, 환기설계

의 정성, 차음성능, 노약자 배려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 

평면계획을 평가하 다. 친환경 평면계획은 가변형 벽체, 

수납공간, 환기설계, 세 간 경계벽, 노약자 장애자 배려

의 5개 항목 모두 평가기 에 만족하는 것은 아주 양호(5

), 4가지 만족은 양호(4 ), 3가지는 보통(3 ), 2가지는 

불량(2 ), 1개 만족은 아주 불량(1 )으로 하 다. 각 항

목별 평가도 주택공사 친환경 인증센터의 평가기 에서 

1  산출기 을 용하 다. 

3. 별분석

 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은 2개 이상의 모집단으

로부터의 표본이 섞여 있을 때 개체에 해 그것이 어느 

모집단에 속해있는지를 별하기 하여 함수를 만들어

서 별작업을 실시하거나, 기존의 자료를 이용해 개체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분석방법이다. 부분의 범주

형 분석방법은 종속변수가 남자  여자, 고   , 

가능  불가능과 같이 두개 그룹으로 나 는데, 별분

석은 종속변수를 세 그룹 이상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별분석에서는 소속집단이 이미 알려진 개체에 해 변수

를 측정하고, 이 변수들의 선형함수를 작성해 별에 유

용한 변수인 별함수로 변환한다. 별함수가 정해지면 

집단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개체에 해 별 수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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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 이를  기 으 로 어 느 집단 에 속 하는지  별할  수 

있다 .  

 두 그룹의 별분석을 변수가 두 개일 때(p=2)의 를 

들어 그림으로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

이 만약 A, B 두 집단을 독립변수인 X1이나 X2  한 

개의  변수만으로 분류할 경우 C1, C2의 분포와 같이 

복부분이 많아 각 사례가 속할 집단을 정확히 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X1, X2 두 변수를 결합하여 Z와 같은 새

로운 선형조합을 만들어 집단을 분류한다면 X1, X2  

하나만을 가지고 집단을 분류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할 

것이다. Z는 독립변수들(X1, X2)의 값을 기 로 만들어진 

별함수이며, 이것을 이용하 을 때 측이 틀릴 확률이 

C3 와 같이 크게 어든다. 이와 같이 별함수를 이용할 

때 별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별함수가 집단내 분

산을 최소화시키는 신에 집단간 분산을 최 화시키도

록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두집단 별분석의 도해

-----<식1>

 의 별함수를 통해 각 집단내의 개체마다 별 수

를 모두 구하고, 집단마다 별 수의 평균을 구한 것을 

집단의 심(centroid)이라 하여 이들 심 간의 거리가 

집단간에 분류가 잘 되었는가를 단하는 척도가 된다. 

즉 집단간의 심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개체의 

분류가 잘 된 것이다. 한 이 심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체를 어느 집단에 분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계 이 

된다.  

 별분석은 이론 으로 독립변수의 정규성(normality)과 

두 그룹의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이 같다는 가정

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가정이 다소 배되더라도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표본의 크기가 클 때는 (n ≤ 

50)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최동석, 2006). 

4. 자료의 분석 

4.1 자료의 기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조사자가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6개월에 걸쳐 서울지역 아 트 95개 단지

를 방문하여 수집한 것이다. 서울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재 서울의 아 트 단지는 2,652개 다. 본 

연구의 상 아 트는 서울지역에 있는 2,652개 단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입주한 단지 총세 가 400세  

이상인 95개 단지이다. 95개의 조사 상 아 트 단지는 

서울지역 체 아 트 단지의 3.6%에 해당한다. 그리고 

단 세 는 단지별로 1세  이상을 포함하여 총 337개 단

세 를 분석하 다. 주택매매가격은 2007년 2월 재 

국민은행 부동산 매매가격을 사용하 다. 매매가 상승률

은 아 트 평당 매매가격에서 분양시 평당 분양가격을 뺀 

액을 경과연수로 나  값으로 하 다. 이 때 경과연수

는 공 후 기간에서 2년을 더한 값으로 하 다. 이는 일

반 으로 입주자들이 최  분양 후 2년 정도 경과한 후에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조사 상 아 트

의 특성변수에 한 기 분석은 <표 3>과 같다.  

 조사 상 아 트의 일반매매가는 최소 13,950만원, 최  

352,500만원이며, 평균은 65,392만원이며, 평당 매매가는 

최소 664만원, 최  4,905만원이며, 평균은 1,655만원으로 

나타났다. 평당 분양가는 최소 406만원, 최  1,528만원으

로서 분양가 비 매매가 상승률은 최소 4.43%에서 최  

60.04%이었다. 단 세  규모는 최소 20평에서 최  89평

이며, 층수는 평균 22.5층이고 최소 5층에서 최  29층으

로서 고층아 트가 많은 편이다. 아 트의 경과연수는 

최소 0.7년, 최  6.1년이었으며, 단지세 수는 최소 414

세 , 최  5,387세 이며, 평균세 수는 1,195세 이었다. 

용 률은 최소 124.29%, 최  411.11%이며, 건폐율은 최

소 12.93%, 최  31.68%로 조사되었다. 

 커뮤니티 시설은 1세  당 최소 0.14㎡, 최  7.19㎡이었

으며, 평균은 3.12㎡이었다. 녹지공간률은 최소 16.38%, 

최  45.85%이며, 평균은 30.85%로 조사되었다. 지하철역

과 가장 가까운 단지는 최소 73m, 최  3,148m이었으며, 

평균은 766m이었으며, 지역 심과 단지출입구의 거리는 

최소 70m, 최  2,010m이었으며, 평균은 466m로서 부

분의 단지는 지역 심과 거리가 멀지않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단지의 향은 단지 내 각 동의 향을 계산하여 이를 평균

한 값으로 하 다. 3개 단지(3.4%)는 동이나 서향에 가까

웠으며, 5개 단지(5.7%)는 정남향은 아니고 남향에 가까

운 향이었으며, 43개 단지(48.9%)는 동남향이나 서남향보

다 동쪽이나 서쪽으로 치우친 향이었으며, 37개 단지

(42%)는 동남향이나 서남향보다 남쪽으로 치우친 향이었

다. 이 조사 상 아 트는 동남향이나 서남향을 심으

로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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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일반 매매가(만원) 337 13,950 352,500 65,392.66 46068.317

평당 매매가(만원) 337 664.29 4,905.66 1,655.4179 662.06231

평당 분양가(만원) 337 406.01 1528.30 678.8359 191.54903

매매가 상승률(%) 337 4.43 60.04 26.4853 10.79548

경과 년수(년) 337 .7 6.1 3.502 1.2939

단 세  규모(평형) 337 20 89 37.20 11.430

층수(층) 95 5 29 22.47 3.388

단지 총세 수 95 414 5387 1195.84 936.051

용 률(%) 95 124.29 411.11 286.7872 44.48447

건폐율(%) 95 12.93 31.68 19.7493 2.94418

커뮤니티시설(㎡) 95 .14 7.19 3.1261 .98150

녹지공간율(%) 95 16.38 45.85 30.8478 5.55891

친환경 평면계획 337 1 5 2.43 .943

친환경 조경계획 95 1 5 2.84 1.118

지하철역과의거리(m) 95 73 3,148 766.31 614.646

지역 심간거리(km) 95 .07 2.01 .4668 .32801

단지의 향 95 3.25 4.69 4.0789 .28270

입지 특성 95 1.5 5.0 3.488 .7980

 
 

매매가상승률

계10.0

이하

10.01

-20.0

20.01

-30.0

30.01

-40.0

40.01

이상

녹지

공간율

25.00

이하

빈도 1 25 15 3 0 44

녹지공간

율의 %
2.3% 56.8% 34.1% 6.8% .0% 100%

체 % .3% 7.5% 4.5% .9% .0% 13.2%

25.01

-30.0

빈도 6 14 18 9 1 48

녹지공간

율의 %
12.5% 29.2% 37.5% 18.8% 2.1% 100%

체 % 1.8% 4.2% 5.4% 2.7% .3% 14.4%

30.01

-35.0

빈도 2 48 54 53 29 186

녹지공간

율의 %
1.1% 25.8% 29.0% 28.5% 15.6

% 100%

체 % .6% 14.4% 16.2% 15.9% 8.7% 55.7%

35.01

-40.0

빈도 4 5 9 19 3 40

녹지공간

율의 %
10.0% 12.5% 22.5% 47.5% 7.5% 100%

체 % 1.2% 1.5% 2.7% 5.7% .9% 12.0%

40.01

이상

빈도 0 4 6 5 1 16

녹지공간

율의 %
.0% 25.0% 37.5% 31.3% 6.3% 100%

체 % .0% 1.2% 1.8% 1.5% .3% 4.8%

체

빈도 13 96 102 89 34 334

녹지공간

율의 %
3.9% 28.7% 30.5% 26.6% 10.2

% 100%

체 % 3.9% 28.7% 30.5% 26.6% 10.2
% 100%

표 4. 녹지공간율에 따른 매매가 상승률

표 3. 조사 상 아 트 특성변수의 기 통계량

 친환경 평면계획을 보면 가변형 벽체, 수납공간, 환기설

계, 세 간 경계벽, 노약자 장애자 배려의 5개 항목을 

부 반 한 아주 양호한 곳이 7개소(2.2%), 양호 38개소

(12.2%), 보통 95개소(30.4%), 불량 130개소(41.7%), 아주 

불량 42개소(13.5%)로 조사되었다. 조사 상 아 트의 친

환경 평면계획을 보면 평균이 2.48로서 반 으로 보통 

이하라고 볼 수 있다. 친환경 조경계획은 육상 비오톱, 

수생 비오톱, 연계된 녹지축 조성, 우수침투용 투수성 포

장면,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 녹화기법 용 등의 5

가지 항목으로 평가하 다. 조사 상 단지  4가지를 배

려한 곳은 3개소(3.4%), 3가지를 배려한 곳은 25개소

(28.4%), 2가지를 배려한 곳은 27개소(30.7%), 1가지를 배

려한 곳은 20개소(22.7%), 1가지도  배려하지 않은 

곳은 13개소(14.8%)를 조사되었다. 친환경 조경계획의 수

도 평균 수가 2.87로서 친환경 평면계획과 마찬가지

로 보통 이하 다. 

 아 트 단지의 입지특성을 교통편리성, 주변쾌 성, 생

활편익시설, 교육환경으로 평가하 다. 조사 상 아 트 

 4가지 모두 만족하는 단지는 2개소(2.3%)이었으며, 3

가지를 만족하는 단지는 32개소(36.4%), 2가지를 만족하

는 단지는 38개소(43.2%), 1가지를 만족하는 단지는 15개

소(17%), 1가지도 만족하지 않는 단지는 1개소(1.1%)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 상 아 트 단

지는 평균 으로 2개에서 3가지를 만족하는 지역에 입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격특성에 있어 조사 상 아 트의 분양가 비 연간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최소 4.43%, 최  60.04%, 평균 

26.48%이며, 이는 2001년부터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지역 아 트의 연간 평균 상승률 11.01%의 2.4배 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2007). 이러

한 결과는 조사 상 아 트가 입주한지 몇 년 되지 않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를 보면 녹지공간율이 30.01-

35%의 범 에 있는 단 세 가 가장 많으며, 한 매매

가 상승률도 10.01 - 20%에서부터 40.01%이상까지 다양

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녹지공간율이 35.01 -40.00%

의 범 에 있는 단 세 는 매매가 상승률이 30.01%이상 

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 다. 그러나 녹지공간율이 

40.01%이상 되는 아 트의 단 세 에서는 매매가 상승

률이 20.01 - 30% 범 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조경이 잘 되어있는 아 트는 매매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조경 수가 높은 단

지의 14개 단 세 는 매매가 상승률이 30.01% 이상되는 

것이 64.3%인 반면, 친환경 조경이 잘 되지 않는 단지는 

매매가 상승률이 20% 이하인 것이 50%를 넘었다. 친환

경조경이 잘 되어있는 단지의 단 세  일수록 차 매

매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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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ks 

람다

F 자유도1 자유도2 유의

확률

평형 .936 11.274 2 329 .000

평당 분양가(만원) .924 13.503 2 329 .000

층수 .975 4.210 2 329 .016

단지세 수 .994 .974 2 329 .379

용 율 .967 5.609 2 329 .004

건폐율 .941 10.241 2 329 .000

커뮤니티시설(㎡) .993 1.213 2 329 .299

녹지공간율(%) .931 12.152 2 329 .000

친환경평면계획 .948 8.995 2 329 .000

친환경조경계획 .932 12.084 2 329 .000

지하철역과의거리(m) .970 5.053 2 329 .007

지역 심간거리(km) .995 .799 2 329 .451

향(R) .975 4.247 2 329 .015

입지특성 .987 2.239 2 329 .108

 

 

매매가 상승률(%)
계10.0

이하
10.01
-20.0

20.01
-30.0

30.01
-40.0

40.01
이상

단

주거

규모

30평 

이하

빈도(개) 9 37 25 12 7 90

단
주거의%

10% 41.1% 27.8% 13.3% 7.8% 100%

소계 % 2.7% 11.0% 7.4% 3.6% 2.1% 26.7%

31

-40평

빈도(개) 2 32 37 35 14 120

단
주거의%

1.7% 26.7% 30.8% 29.2% 11.7% 100%

소계 % .6% 9.5% 11.0% 10.4% 4.2% 35.6%

41

-50평

빈도(개) 2 27 27 25 8 89

단
주거의% 2.2% 30.3% 30.3% 28.1% 9.0% 100%

소계 % .6% 8.0% 8.0% 7.4% 2.4% 26.4%

51평

이상

빈도(개) 0 3 13 17 5 38

단
주거의%

.0% 7.9% 34.2% 44.7% 13.2% 100%

체 % .0% .9% 3.9% 5.0% 1.5% 11.3%

빈도(개) 13 99 102 89 34 337

단
주거의%

3.9% 29.4% 30.3% 26.4% 10.1% 100%

계 % 3.9% 29.4% 30.3% 26.4% 10.1% 100.0
%

 

 

매매가상승률
계10.0

이하
10.01
-20.0

20.01
-30.0

30.01
-40.0

40.01
이상

친
환
경

조
경

계
획

1

빈도 2 23 10 12 2 49

친환경조경
계획의 %

4.1% 46.9% 20.4% 24.5% 4.1% 100%

체 % .6% 6.8% 3.0% 3.6% .6% 14.5%

2

빈도 7 24 32 14 4 81

친환경조경
계획의 % 8.6% 29.6% 39.5% 17.3% 4.9% 100%

체 % 2.1% 7.1% 9.5% 4.2% 1.2% 24.0%

3

빈도 2 26 34 22 13 97

친환경조경
계획의 %

2.1% 26.8% 35.1% 22.7% 13.4% 100%

체 % .6% 7.7% 10.1% 6.5% 3.9% 28.8%

4

빈도 2 21 26 36 11 96

친환경조경
계획의 % 2.1% 21.9% 27.1% 37.5% 11.5% 100%

체 % .6% 6.2% 7.7% 10.7% 3.3% 28.5%

5

빈도 0 5 0 5 4 14

친환경조경
계획의 %

.0% 35.7% .0% 35.7% 28.6% 100%

체 % .0% 1.5% .0% 1.5% 1.2% 4.2%

체

빈도 13 99 102 89 34 337

친환경조경
계획의 % 3.9% 29.4% 30.3% 26.4% 10.1% 100%

체 % 3.9% 29.4% 30.3% 26.4% 10.1% 100%

표 5. 친환경 조경계획에 따른 매매가 상승률

 단 주거 규모에 따른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표 6>과 

같다. 단 주거 규모를 분양면  34평( 용면  25.7평)을 

기 으로 구분하면 분양면  30평 이하가 90세 (26.7%), 

31-40평이 120세 (35.6%), 41-50평이 89세 (26.4%), 51

평 이상이 38세 (11.3%)이었다. 30평 이하의 아 트는 

조사 상의 51.1%가 20%이하의 31-40평의 아 트는 

28.3%, 41-50평은 32.5%, 51평 이상은 7.9%만이 20% 이

하의 매매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단 주거 규모에 따른 매매가 상승률

단 주거의 규모와 매매가 상승률의 범주를 보면, 단 주

거의 규모가 클수록 매매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수 이 향상될수록 좀 더 넓은 주

거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4.2 평가모형 

 아 트 가격 상승률을 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자 별분석을 하 다. 별분석은 특정 아 트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상승률이 조사 상 아 트의 평균 가격 상승

률보다 높을지 는 낮을지 여부를 측하기 하여 독

립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이다. 주택 

건설사가 마  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분석하기 하여 일반 으로 아 트 가격 상승률에 향

을 주는 경과연수, 지역, 그리고 건설사의 랜드를 제외

한 변수들을 선정하 다. 아 트 가격 상승률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로서 평당 분양가, 층수, 단 세  규모, 단

지 총세 수, 단지의 향, 입지특성, 용 률, 건폐율, 커뮤

니티시설 면 , 녹지공간률, 지하철역과의 거리, 지역 

심과의 거리, 친환경 평면계획, 친환경 조경계획을 독립

변수로 하고, 아 트 가격 상승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별분석을 하 다. 가격 상승률의 범주는 한국부동산 종합

정보시스템의 자료에서 2001년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서울시 연간 평균 아 트 가격상승률인 11.01%를 기 으

로 하고, 11.01%이하,(일반 아 트 평균 가격상승률 이하) 

11.011%에서 조사 상 아 트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인 

22.485% 집단(일반평균 상승률 이상이나 조사 상 아

트의 평균 상승률 이하)까지, 그리고 22,4851% 이상의 집

단(조사 상 아 트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 이상)으로 구

분하 다. 

 분석결과 독립변수들의 집단평균의 동질성에 한 검정

결과는 <표 7>과 같다. F통계량의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은 독립변수들은 평형, 평당 분양가, 용 률, 건폐율, 녹

지공간율, 친환경 평면계획, 친환경 조경계획, 지하철역과

의 거리 등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7. 가격 상승률에 따른 독립변수들의 동질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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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된

독립

변수들

Wilks 람다

통계량
자유도

1

자유도

2

자유도

3

정확한 F

통계량
자유도

1

자유도

2

유의

확률

평당 

분양가
.924 1 2 329.000 13.503 2 329.000 .000

친환경 

조경계획
.870 2 2 329.000 11.784 4 656.000 .000

녹지공간률 .847 3 2 329.000 9.454 6 654.000 .000

단 세

규모
.824 4 2 329.000 8.256 8 652.000 .000

용 률(%) .798 5 2 329.000 7.785 10 650.000 .000

지하철역

과의 거리
.774 6 2 329.000 7.365 12 648.000 .000

 함수

1 2

단 세  규모(평) .040 -.041

평당 분양가(만원) .001 .004

용 률(%) -.005 .014

녹지공간율(%) .063 .073

친환경 조경계획 .435 -.026

지하철역과거리(m) .000 .001

(상수) -3.533 -8.028

 함수

1 2

단 세 규모(평) .440 -.454

평당 분양가(만원) .200 .737

용 률(%) -.238 .617

녹지공간률(%) .340 .392

친환경 조경계획 .475 -.028

지하철역과의 거리(m) -.237 .531

매매가 상승률

범주화 집단

함수

1 2

1.00 -.847 .445

2.00 -.127 -.270

3.00 .491 .195

 단계  선택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각 단계마다 진입하는 변수에 한 

Wilk의 람다 통계량과 정확한 F 통계량에 의한 유의성 

검정결과에 의한 것이다. 평당 분양가가 가장 먼  진입

하 고, 친환경 조경계획, 녹지공간율 순으로 6개 독립변

수들이 진입되었다.  

표 8. 단계  선택법에 의해 진입된 독립변수들

 본 연구에서는 분류집단이 3개 이므로 두 개의 별함

수가 도출되었다. 고유값을 보면 함수 1이 총 별력의 

71.7%를 설명하고, 함수 2가 28.3%를 설명하고 있으며, 

별함수의 별력은 모두 0.000이므로 별력이 모두 유

의하다. 별함수 1은 친환경 조경계획, 평형, 평당 분양

가, 녹지공간률 등이 상 계가 높으며, 함수 2는 평당 

분양가, 지하철역과 근 성, 용 률 등과 상 계가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함수 1의 별력이 높으므

로 함수 1의 독립변수들을 검토하 다. 

<표 9>의 표 화 정  별계수는 각 독립변수들이 상 

집단을 별하는데 얼마나 요한 가를 나타낸다. 이들 

값은 -1에서 +1범  내에서 존재하며, 계수의 값이 클수

록 함수 내에서 높은 별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분

석결과에 의하면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집단 는 낮은 집

단에 포함될 여부를 설명하는 변수로는 친환경 조경계획, 

단 세  면 , 녹지공간률, 지하철역과의 거리, 용 률, 

평당 분양가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조경계획이나 녹지

공간율이 요하게 나타난 것은 주거의 선택에 있어서 

외부환경이 요하게 인식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

이며, 단 주거 규모가 크고, 평당 분양가가 높을수록 가

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 상 아 트가 2001

년 이후 입주한 아 트로서 단 주거의 규모가 크고, 평

당 분양가를 높게 분양한 것이 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단지의 도와 련 있는 용 률이 높을수록 가

격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단지 

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와 일치하 다. 그

러나 지하철역과 가까울수록 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것

으로 구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서울지역을 상으로 

수행된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9. 표 화 정  별함수 계수

표 10. 정  별함수 계수

 (표 화하지 않은 계수)

 <표 10>의 정  별함수 계수를 이용한 본 연구의 

별 함수는 다음과 같다.

D1 = -3.533 +0.04×단 세  규모 + 

0.001×평당분양가 - 0.005×용 률 

+ 0.063×녹지공간률 +0.0435×친환

경조경계획  +지하철역과의 거리

 아 트 단 세 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 가를 별하기 

해서는 각 단 세 의 독립변수들을 의 함수에 입

하여 별 수를 구하고, 이 수를 이용하여 어느 집단

에 속하는 지를 별하게 된다. 1집단, 2집단, 그리고 3집

단에 속하는 지를 별하는 심 은 <표 11>과 같다.  

표 11. 함수의 각 집단 심

 

 단 세 의 집단분류는 <표 12>의 피셔의 분류함수 계

수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는 피셔의 선형 별함

수로서 각 아 트 단 세 에 해 세 가지 집단별로 분

류함수 계수를 독립변수 값에 곱한 후 부 합해서 분류

수( 별 수)를 계산한 다음 이  최 수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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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 상승률로 분류한 집단

1.00 2.00 3.00

단 세 의 규모(평) .012 .070 .075

평당 분양가(만원) .019 .017 .019

용 율(%) .190 .176 .179

녹지공간율(%) 1.051 1.044 1.117

친환경 조경계획 1.461 1.793 2.050

지하철역과의거리(m) .005 .004 .004

(상수) -55.826 -52.216 -58.231

 매매가상승률로 

분류한 집단

측 소속집단
체

1.00 2.00 3.00

빈도

1.00 32 8 6 46

2.00 39 82 44 165

3.00 23 21 79 123

%

1.00 69.6 17.4 13.0 100.0

2.00 23.6 49.7 26.7 100.0

3.00 18.7 17.1 64.2 100.0

표 12. 분류함수 계수

 <그림 2>는 함수1과 함수2에 의해 분류된 집단의 산포

도이다. 이 산포도로서 각 집단의 심 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집단이 어느 정도로 정확히 분류되었는지를 시각

으로 단할 수 있다. 

그림 2. 집단 산포도

 <표 13>은 별함수식이 얼마나 실제의 집단을 잘 구분

하 는지를 보여주는 타당성 검증의 분류표이다. 이것은 

실제 소속집단과 별식에 의해 분류된 집단을 교차시켜 

주는 것으로 률은 분류된 표본을 체 표본수로 나

 값이다. 본 결과에서 매매가 상승률이 1집단(일반 아

트 매매가 상승률 이하)을 올바르게 측할 확률이 세 

집단  가장 높은 69.6%로 나타났다. 그리고 2집단은 가

장 낮은 49.7%로 나타났다. 이 별함수의 체 률은 

61.2%로서 세 집단이 우연히 분류될 확률보다 약 2배 정

도 높은 수치이다. 일반 으로 별함수의 률이 각 

집단이 우연히 분류될 확률보다 25% 이상 높으면 타당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과 3집단은 우연히 분류될 확률

보다 30%이상 높으나, 2집단은 우연히 분류될 확률보다 

불과 16.4% 정도 높으므로 2집단의 분류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 트 매매가 상승률

이 지역조건, 건설사의 랜드, 정부의 주택정책, 그리고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되므로 매매가 상승률이 2

집단에 포함되는 것이 크게 변화되기 때문으로 단된다.  

집단의 범주를 조정하여 별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1, 2

집단의 측력을 높이면 3집단이 측력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별함수 체 률은 우연

히 분류될 확률보다 27.9% 높게 나타났으므로 집단을 분

류하여 매매가 상승률을 측한 것이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3. 별함수의 정확도

5. 결 론 

 수요에 비해 공 이 부족하던 과거의 주택시장에서 주

택건설업체들은 마  활동의 필요성이나 요성을 크

게 인식하지 못하 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수요자 

심으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주택의 계

획  설계단계에서도 마  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입주자들이 환경의 요성을 고려하면서 쾌 한 주

거환경에 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

은 주택시장에서의 경쟁우 를 해 쾌 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친환경 공동주택을 공 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

근에 주택에 한 조세가 강화됨에 따라 1가구 1주택이 

일반화될 것이 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주거환경

도 좋지만 매매가격도 상승하여 투자효과를 볼 수 있는 

주택을 선호할 것이므로 아 트 마  략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별분석을 이용하여 아

트의 건물특성, 단지특성, 토지이용특성, 교통특성, 생

태환경, 실내 환경, 기타 특성이 아 트의 가격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아 트 가격 상승률에는 큰 향을 

주나 건설업체에서 아 트의 마  계획을 수립방향과

는 직 인 련성이 없는 건물의 경과연수, 건설사의 

랜드, 그리고 지역특성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분석결

과 도출된 별함수의 체 률은 61.2%로서 세 집단

이 우연히 분류될 확률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여서 

타당성 있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아 트 매매

가 상승률에 향을 주는 요 독립변수로서 나타난 친

환경 조경계획, 단 세  규모, 녹지 공간률, 용 률, 지

하철역과의 거리, 평당 분양가 등은 앞으로 주택건설업체

가 아 트 분양 시 특히 고려해야 할 항목이라고 단된

다. 친환경 조경계획이나 녹지 공간률이 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입주자들이 주거의 선택에 있어서 외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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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단

주거의 규모가 크고, 평당 분양가가 높을수록 매매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생활수 이 높아짐에 따라 

좀 더 큰 단 주거에 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이며, 

한 고 자재의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단지의 도와 련 있는 용 률이 높을수록 가

격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단지 

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와 일치하 다. 그

러나 지하철역과 가까울수록 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것

은 구시 사례에서는 나타났으나 서울지역을 상으로 

수행된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아 트 매매가 상승률에 향을 주

는 요변수들인 친환경 조경계획, 단 세  규모, 녹지

공간률, 용 률, 지하철역과의 거리, 평당 분양가는 주택 

건설사에서 주택사업의 계획이나 마  략 시 기

인 의사결정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택시

장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거환경과 소비

자들이 주택선택 시 고려하는  하나의 요한 요소인 

가격상승률을 반 함으로써 효과 인 아 트 분양마

을 가능  한다.

 향 후 연구에서 는 매 매가 상승률 의 집 단을 정확히  분류

할 수 있는  변 수(경제성 장율, 조세 부담률 , 물 가상승 률 

등)들의 보완   선 정을 통해  측률을 높 이는 것이 필

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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