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35 •

                                  

접수일(2020년 7월 13일), 수정일(2020년 9월 21일), 게재확정일(2020년 9월 22일)

†
본 논문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2020년 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음.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교신저자(e-mail: henrykang@inu.ac.kr)

자원 ․ 환경경제연구  제 29권 제 3호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ume 29, Number 3, September 2020 : pp. 335~362
DOI: https://doi.org/10.15266/KEREA.2020.29.3.335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한 수도권매립지 유발 

비효용(disamenity)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

강희찬*

요 약 : 본 논문은 Box-Cox 전환을 이용한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유발되

는 비효용(악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잠재가격)과 수도권매립지로부터의 거리 조건의 변

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이격거리를 환경변수로 활

용하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특성변수가 매립지에서 반경 5km 이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악취는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한 기상·환경적 영향에 따라 변

동하며, 피해 정도나 표현방식도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술선호법 대신 현시선호법 방법론 중 헤도닉가격모형을 선택하였으며, 발생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Box-Cox 전환을 통해 다양한 함수형태를 검증하여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악취원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한계가치(잠재가격)는 추정모형의 함수형태에 따라 0.227~ 

0.533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주택특성요인이 동일할 때, 악취원에서부터 이격거리가 1km 

떨어지는 것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액은 함수형태에 따라 20,143천 원~ 62,092천 원으로 계산

되었으며, 일반적 Box-Cox 모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불의사액은 연간 3,874천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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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sing the Hedonic pricing model using Box-Cox transformation, this paper estimated the 

marginal effect (implicit price) of odors from landfill in the metropolitan area on housing prices and the 

willingness to pay for changes in certain odor conditions. This paper utilized the proximity from the 

landfill in the metropolitan area as a environmental variable, and analyzed the effect of various housing 

characteristic variables on the sale price of apartments within a radius of 5 km from the landfill. In 

particular, because odors factor have various heterogeneity, we applied hedonic price models instead of 

stated-preference methods with various types of functional forms through Box-Cox transformation, 

considering the heterogeneity of each region. Estimates show that the marginal value (implicit price) for 

the distance from the odor source was 0.227 to 0.533 depending on the function type of the estimated 

model. In addition, when other house factors are the same,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for a distance 

of 1km from the odor source was calculated to be 16.79 to 51.76 thousand dollar depending on the type of 

function. Finally for the general Box-Cox model, the annual WTP was estimated to be 3,229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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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한 수도권매립지 유발 비효용(disamenity)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 337 •

I. 서 론

‘감각공해’는 다른 환경오염과 달리 그 영향이 우리의 생활 영역을 침범해 오감에 직

접 와닿는 공해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감각공해는 악취, 소음, 빛공해 등이 있다. 이 중에

서 해결책이 가장 까다로운 것이 악취문제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악취문제는 객관적인 

농도(혹은 발생량)와 실제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개인의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

문이다. 우선 같은 악취 농도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고, 표현 방식

도 매우 다양하다. 즉 악취는 감각의 영역이기에 개인의 체감 정도를 객관화 혹은 수치화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뿐 아니라, 악취는 발생지로부터 같은 범위 내에 있더라도 주

변지형, 해당 일의 온도, 습도, 기압, 강수 등의 기상조건에 따라 피해 정도는 다르게 나타

난다. 이러다 보니 객관적인 수치로 악취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피해 주민들의 실제 

체감 정도는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편, 악취는 다양한 원인물질에서 발생한

다. 대표적으로는 유기산류, 알코올류, 아민류, 방향족화합물류, 알데하이드류, 에스테

르류, 황화수소류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1,000여 종에 이른다. 이러한 복잡한 특성들 때

문에 수질, 대기질 등 환경분야의 다른 영역과 달리 악취분야에서 악취 저감에 대한 환경

적 편익 추정 연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달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기질의 경우

처럼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객관적인 관련 질병(비용)에 대한 데이터

를 바탕으로 대기오염의 보건상의 피해비용을 추정하는 연구가 대표적이지만 악취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악취라는 비재화는 실제 구체적인 질환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구토감, 두통, 불쾌감, 혐오감 같은 심리적·감정적 비효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악취라는 비시장재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대표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기에 비

시장재화접근법에 의해 그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악취는 악취의 종류, 

발생 및 확산방식, 이를 결정하는 발생 및 피해지역의 지리적·기상학적 특성, 계절적 요

인, 피해 혹은 노출 빈도 및 기간과 같은 객관적 자료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피해 받는 개

인의 신체적 특성·감각 민감도 등 다양한 선호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함께 포함한

다. 이러한 이질성들은 비시장재화접근법의 활용에도 상당한 제약을 유발시킨다. 이러

한 이질성은 가상적 재화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진술선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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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d preference method)의 경우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악취라는 비시장

재는 일반 시장재와 달리 거래 경험이 없어 가격 정보량이 부족하기에, 가상적인 시장을 

상정하고 그들의 비시장재화에 대한 지불의사액(WTP)을 묻게 되면 정확한 선호표시를 

유도하기 어렵게 된다. 일반적으로 진술선호법의 가장 중요한 가정 중의 하나는 선호의 

동질성(homogeneity)이다(Slovic, 1995). 이에 반해 현시선호법(revealed preference 

method)1)은 시장에서 사람들의 실질적인 선택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비시장재화에 대한 선호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가상적 응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

재적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Hicks, 200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시선호법 중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악취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택

가격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특성변수들이다. 특히 본 논문의 특별한 관심은 주

택특성변수 중 악취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 부지경계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통해, 이격거리 변화에 따른 악취의 잠재가격(한계가치)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이격거리가 1킬로미터 혹은 100미터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추가로 지불하고자 하

는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계산하고자 한다. 또한 악취에 대한 가치평가의 이

질성 문제를 Box-Cox 변환을 통한 다양한 함수형태를 상정하여 해결해 보고자 한다. 이

러한 접근은 악취 피해와 주변 피해 주민의 지불의사액 추정은 해당 연구 지역(Study 

site)에 한정해야지 타지역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다양한 악취

의 종류, 주변 환경, 피해 주민의 감각의 차이 등의 특수성과 지역성을 고려할 때, 이는 하

나의 함수의 형태나 여기에서 도출된 추정치(파라미터)를 타지역에 일반적 적용은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2) 

II. 선행연구 및 본 논문의 차별성

악취와 같은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가치추정은 기본적으로 사람

들의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는 것이며, 이는 악취 저감과 같은 

1) 현시선호법은 관찰 가능한 데이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는 부존가치 등은 추정할 수 없음. 

2) 본 논문의 결과에 대한 가치이전(Value transfer)이나 함수이전(Function transfer) 기법의 활용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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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질을 높이기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 금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악취저

감과 같은 환경 피해 혹은 외부성의 금액상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조건부가치추정법, 선택실험법과 같은 진술선호방법(Stated Preference Method)

과 헤도닉가격모형, 여행비용모형, 회피비용모형과 같은 현시선호방법(Revealed Preference 

Method)이 대표적이다. 

Djemaci(2015)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통해 알제리 Isser시(市)의 고형폐기물 관리에 

대한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면서, 지불의사액에 악취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켰다. 

Fonta et al.(2007)도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통해 나이지리아 Enugu State의 고형폐기물 

효율적 관리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고, 악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헤도닉가격모형에 대해서는 Rosen(1974)이 일반 효용극대화 접근을 통해 재화에 내

재된 특성의 잠재가격을 도출한 이후 이 방법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었

다. 헤도닉모형은 Lancaster의 소비자이론, 즉 소비재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 묶음으로 각 특성들은 서로 분리 가능하고 각각 평가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 즉 하나의 소비재는 다양한 특성들의 합으로, 각 특성은 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특성의 가치의 합이 해당 소비재(일반적으로 주택)의 가치로 나타나게 된

다는 것이다. 

헤도닉가격모형은 이후 환경요인(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도 널리 이

용되었다. 소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Huges and Sirmans, 1992; 

Levesque, 1994; Uyeno et al., 1993), 탄광지역 주변 주택가격 연구(Palmquist et al., 

1997), 해안가 지역의 주택가격 연구(Smith and Palmquist, 1993; Lansford and Jones, 

1995), 대기오염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Chau et al., 2006; Chekmezova, 2007) 

등이 대표적이다. 폐기물매립지와의 인접거리가 유발하는 비효용(disamenity)에 대한 

논문들(Ready, 2005; Bouvier et al., 2000; Preez, 2009; Kei, 1995)도 존재한다. 이 비효

용에는 악취를 포함한 대기오염, 소음, 지하수오염 등이 포함된다. Ready(2005)는 기존 

헤도닉가격모형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매립지 주변의 부동

산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나 소형 규모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미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을 

발견했다. Bouvier et al.(2000)은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Pepperell 매립지에서 1마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부동산 가치가 6% 증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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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있다. Preez(2009)는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남아공화국의 New Brington의 

매립지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100미터 멀어질수록 0.44% 증가한다고 평가했다. 

Kiel(1995)는 미국 보스톤 지역의 유해폐기물매립장으로부터 1마일 멀어짐에 따라 주

택가격은 3,800~6,500달러가 상승한다고 평가하였다. 

국내에서는 허세림·곽승준(1994)은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면서 환경특성(분진)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김진

우·이창무(2005)는 어메니티 요소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몇몇 연

구는 소음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이성태·이광석, 2008; 임영태·

손의영, 2001). 김광임(1996)은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 특히 

김포군에 대한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여 매립장으로부터 1km 멀어짐에 따라 매립장을 

기피하는 지불의사액이 16%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주택

수요모형에서 로그모형, 세미로그모형만을 적용하였다. 

기존 헤도닉모형 분석은 대체로 대기오염, 소음, 어메니티 등 환경변수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추정하는 데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크게 주목 받지 못한 악

취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주택가격에 내재된 악취원으로부터의 거

리가 사람들의 지불의사액(WT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데 그 차별성을 갖고 

있다. 기존 헤도닉가격모형을 활용한 논문에서 매립지와의 근접거리를 매립지에서 유

발되는 비효용(외부효과)에 대한 가치추정을 위한 대리변수로 삼았던 거와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변수를 악취에 대한 가치추정을 위한 변수로 설정했다는 데 차이점

이 있다.

본 논문에서 매립지와의 근접거리(Proximity)를 악취의 대리변수로 선택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기존 연구들(Ready, 2005; Bouvier et al., 2000)에서 분석한 다른 국가의 매립

지와 달리 한국의 수도권매립지는 세계적으로도 기술적용 및 운영에 있어 매우 높은 수

준으로 평가되며,3) 매립지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

다. 수도권매립지공사(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악취, 대기오염, 소음, 수질 등 주요 

환경변수에 대해 모든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악취에 대한 부분

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통계치로 확인된 악취문제는 발생하

3) 기존 연구들에서 분석한 매립지는 미국(펜실베니아주, 메사추세츠주 등), 아프리카(남아공)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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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지만, 다른 환경피해와 달리 악취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정보공개로 얻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발생한 민원은 모

두 악취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환경피해와 관련된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다. 둘째, 다른 

환경요인에 대한 영향 평가와 달리 악취는 부지경계를 기준으로만 측정되며 그것도 1년

에 한 번만 측정된다. 따라서 현재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복합악취 농도 측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악취 피

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립지와의 근접거리

는 다른 환경문제보다는 악취에 대한 대리변수라고 가정한다.

한편 본 논문이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은 기존 연구들에서는 Box-Cox 모형 분석을 통

해 환경요인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한계가치(잠재가격)에 대한 분석

에 할애하였으나 해당 환경요인의 특정한 변화에 따라 주변 주민의 명시적으로 지불의

사액(WTP)을 추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Box-Cox 전환을 통한 자유로

운 함수형태를 상정하고, 각 함수형태별 한계가치(잠재가격)뿐만 아니라 특정 환경오인

(이격거리)의 변화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식을 유도

하고, 이를 통해 각 함수형태별 수도권매립지와의 이격거리 변화에 따른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는 데 차별성을 둔다. 

III. 분석 모형과 방법

1. 분석 대상 및 자료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103만m
2 
규모의 제3-1매립장에 2018년 9월부터 폐기물(생활 

및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4) 제1매립지는 1992년부터 매립되어 1999년에 작업

이 종료되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제2매립장(378만m
2
)은 2000년부터 생활 및 건설

폐기물 약 8,100만 톤을 매립하고 2018년 10월에 매립이 종료5)되었다. ｢폐기물처리시

4)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지자체는 2015년 6월 29일 수도권매립지를 3-1매립장 매립완료까지 연장 사용하기

로 합의하고 3-1매립장 매립완료(2025년으로 전망) 이전에 자체적인 대체 폐기물 처리장을 마련하기로 합의.

5)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이 종료되는 제2매립장에 3년간 안정화기간을 거쳐 공원과 복합체육시설 등을 조성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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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 27조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

하고, 직접영향권은 대체로 이주(移住)를 권장하고, 직접영향권 밖 2km 내의 지역을 간

접영향권6)이라 칭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악취 농도 측정7) 및 악취저감대

책8)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은 동쪽으로는 검단산업단지와 아파트 단지, 

서쪽으로는 서해바다, 남쪽으로는 청라지구, 북쪽으로는 김포 아파트 단지가 주변지역

에 포함된다. 2km 내 피해주민 인구분포를 보면, 인천 서구에 148,963명으로 전체의 

85.4%로 구성되고, 김포에 25,467명으로 14.6%에 이른다. 

<그림 1> 수도권매립지 입지 및 주변 지역

6) 환경부고시 제2006-225호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은 인천광역시 검단1동, 검암·경서동, 경기 김포

시 양촌면이 포함됨.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6조｣

8) 환경부가 밝힌 악취저감대책은 매립가스 배관 교체, 매립가스 소각, 매립가스 발전시설 가스 누출 부분 시설 교

체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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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수도권매립지9) 주변 주택은 수도권매립지 경계로부터 밖 5km 

내에 위치10)하며, 이들 아파트는 반경 2km 간접영향권과 그 외곽에 존재하며, 수도권매

립지는 실제 가시권 밖에 있지만,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본 연구에 포함되는 지역은 인천시 서구(검암동, 경서동, 금곡동, 오

류동, 왕길동, 청라동) 일부와 김포시 양촌읍이 포함된다. 

<표 1> 분석 대상 아파트 

지역 동 아파트명 면적(m
2
)

매립지로부터 

거리(km)
*

인천 서구

검안동

서해그랑블 90, 106 4.70

마젤린21 109, 153 4.45

신명스카이뷰 3차 80, 109 4.49

신명스카이뷰 79, 109 4.57

삼보해피하임1차 92, 108 4.52

경서동

태평샹베르1차 79, 109, 139 2.86

우정애쉐르 79, 110 2.72

가이아상페르2차 79, 109 2.86

인천경서아시아드대광로 109, 115, 171 4.12

금곡동

하나 76, 108, 128 3.26

검단우방아이유쉘 79, 114 3.64

동남 77, 110 3.18

오류동

힐스테이트 2단지 111, 130, 164 1.81

풍림아이원 109 2.01

힐스테이트 3단지 1차 110, 130 1.97

왕길동

검단자이 1단지 113, 115, 162, 163 1.86

드림파크어울림 1단지 111, 132, 164 1.82

검단자이2단지 111, 161 1.84

드림파크어울림 2단지 111, 133 1.90

9) 수도권매립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 검암, 경서동 일원과 경기 김포시 양촌면 해안 간척지 일원에 

2,463km
2
 면적. 

10) 본 연구에서 설정한 5km는 인천 서구에 2019년 수도권매립지 주변 악취 민원을 신고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정

한 거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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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 대상 아파트 (계속)

지역 동 아파트명 면적(m
2
)

매립지로부터 

거리(km)
*

인천 서구

왕길동

유승 76, 109 2.96

검단풍림아이원 81, 109 3.09

원흥 76, 88, 105, 164 3.19

동남디아망 112 3.28

검단e-편한세상 109, 142, 158, 180 3.52

신명스카이뷰드림 127 3.40

청라동

모아미래도 95 3.09

센텀대광로제비앙 105 3.13

한양수자인레이크블루 115 3.21

한라비발디 115 3.31

한화꿈에그린 130, 146, 163, 178 3.60

푸르지오 125, 151, 187 3.89

하우스토리 131, 154 4.02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촌골드젤리자연엔데시앙 109, 112 3.80
*

주1: 매립지로부터 거리(km)는 수도권 제2매립장과 제3-1매립장 경계로부터 가까운 거리를 선택. 

주2: 본 연구에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파트와 일반 주택(혹은 다세대주택)의 이질성으

로 인한 부동산 가격 차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함.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주민보상지원기금을 조성하여 매립지 주변 주민에 대한 악취 피

해를 보상하고 있다. 주민보상지원기금 제도는 힉스보상에 근거하여, 외부효과로 발생

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악취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여 완전하게 보

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보상 규모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

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피해는 악취 이외에도 미세먼지, 

소음, NOx의 피해 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악취 이외의 다른 환경피해는 그동

안 환경부와 인천시의 자구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고, 악취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11)

우선 종속변수가 되는 아파트 매매가는 부동산 전문 사이트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9

11) 환경부(2004), ‘수도권매립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악취 이외의 소음, 수질, 토양 등은 매립지

에 의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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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실거래 가격을 평균하였으며, 설명변수 중 주거특성을 나

타내는 전용 면적(m
2
), 방의 개수, 준공 후 연수 등도 같은 사이트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

역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고속도로까지의 거리12)(km), 가까운 지하철까지 거리13)

(km)는 google earth에서 거리정보를 확보하였고, 중학교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교알리

미 사이트14)에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구분하였다. 환경특성인 매립지 부지경

계로부터의 근접거리(km)는 google earth에서 거리정보를 확보하였다. 

<표 2> 헤도닉모형 변수 설명 및 기초 통계량

변수 설명
평균값

(n=75)
표준편차

종속변수 price
2019년 5월~2020년 4월 간 

아파트 거래가격 평균값(억 원) 
3.477 1.84

설명변수

주거특성

size m
2

120.24 28.80

room 방의 개수 3.32 0.55

age 준공 후 연수 12.56 6.19

지역특성

highway 고속도로까지 거리(km) 2.23 0.79

subway 가까운 지하철까지 거리(km) 1.26 1.29

middle 중학교 학업성취도(0~1) 0.79 0.05

newtown 뉴타운 더미변수(newtown=1) 0.19 0.39

환경특성 LF 매립지 부지경계로부터 거리(km) 3.19 0.88

2. 모형

악취저감이라는 공공 서비스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시장재화이다. 이

러한 비시장 가치를 추정하는 경제학적 접근법 중 현시선호 접근법15)에 있어서 대표적

인 기법인 헤도닉가격모형을 활용하였다. 헤도닉가격모형은 개인들이 구매하는 상품의 

12)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진입구까지의 거리를 측정. 

13) 가장 가까운 지하철 입구까지 거리 측정. 

14) schoolinfo.go.kr, 학업성취도 자료는 2016년 자료 활용. 

15) 경제학적 접근법 중 현시선호 접근법에는 수요함수 접근법, 생산함수 접근법, 여행비용 평가법, 헤도닉가격모

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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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에 공공재의 수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악취 저감과 같

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시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그 대체시장(주택시장)

을 이용하여 주택가격에 반영된 비시장재화의 가치(혹은 비가치)를 간접적으로 측정하

는 것이다. 사람들은 악취가 덜한 환경을 더 좋아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악취가 덜한 환

경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한 가치가 주택가격에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른 조

건이 동일하다면 악취가 덜한 곳의 주택가격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높게 형성될 것이

다. 

Haab and McConnell(2002)에 따르면, 판매자가 여러 주택특성(    , 여기서 

는 특성 개수)을 갖는 상품(주택)을 판매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구매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헤도닉가격 균형은 달성된다. 단, 정보에 관한 불확실성이나 숨겨

진 내용을 없다고 가정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주택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고, 수량

에 대해서도 동의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균형 헤도닉가격함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주택가격을 나타내고, 는 주택특성 벡터이며, 는 헤도닉함수의 형태를 결정짓는 

모수벡터가 된다. 

    (1)

식 (1)은 단순하게    로 표현한다. 

주택시장에서 구매자가 한 개의 주택을 구매하려 할 때, 주택소유자와 구매자 간에 경

쟁적인 가격 협상이 이뤄지는 경우에 헤도닉가격함수가 도출된다. 균형상태는 구매자

가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한 유지된다. 다음과 같은 선호함수를 갖고 있는 

가구를 가정해 보자.     , 여기서 는 복합재화를 나타내고,  는 주택의 특

성 벡터가 되며, 는 이 가구의 선호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모수가 된다. 예산제약은 

    가 되는 데, 복합재화의 가격은 1로 표준화하였다. 예산제약하에 효용극대

화하게 되면 각각의 주택 특성에 대한 최적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소득의 한

계효용이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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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로부터, 한계지불의사액(marginal WTP)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헤도닉가격모형 적용에 대표적인 한계는 가격함수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Box-Cox 변환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함수형태를 설정하고,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가장 작게 만드는(혹은 

우도함수를 가장 크게 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하여 가장 적합한 함수형태를 결정하는 방

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Haab and McConnell(2002)에 따르면, 함수형태에 자유도를 높이면 필연적으

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교차항(interactive term)까지 포함한 함

수형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도 교차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Box-Cox 모형을 상정한다. 

일반 Box-Cox 모형(The general Box-Cox)은 식 (4)와 같다. 


    

  
  ⋯ 

    (4) 

여기서 Box-Cox 변환은 종속변수 가 독립변수   ⋯  의 함수라고 할 때, 다음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for  ≠ 

ln  for   

  













  
for  ≠ 

ln  for   

함수의 형태는 파라미터 값인  에 의해 결정되며, 각 파라미터 값에 따라 ‘선형’, 

‘로그’, ‘준로그’, ‘좌항 Box-Cox’, ‘우항 Box-Cox’, ‘공통파라미터함수’ 등 특별한 함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보통은 ‘일반 Box-Cox 모형’을 추정한 후, 파라미터에 대해 제약

을 두고, 우도비 검정(LR test)을 통해 보다 단순한 함수형태를 찾아가는 방식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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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선형모형’과 ‘일반 Box-Cox 모형’의 경우 두 모수가 1로 같다는 제약

(    )을 두고, 검정 결과 적절한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면, 두 모형 중 더 간단한 공통 파라미터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방식이다. 

<표 3> 모형 구분

Model Theta and Lambda

선형함수 모형(Linear model)     

로그함수 모형(Log model)     

준로그함수 모형(Semi-log model)    and   

좌항 Box-Cox 모형(LHS only model)      and   

우항 Box-Cox 모형(RHS only model)    and    

공통 파라미터 모형(Same lambda model)     

일반 Box-Cox 모형(General Box-Cox model)      and    

본 논문에서 사용한 추정식은 아래 식 (5)와 같다. 


   

  




      

  
  

  
 


  

  
 

  

(5) 

여기서   (전형적인 정규분포하며, 분산은 상수)이고, 들은 변형된 변수의 선형 

추정량이 된다. 

IV. 분석 결과

1. 검정

여기서는 다양한 추정모형의 함수형태에 대해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해 적합한 모형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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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모형과 일반 Box-Cox 모형]

일반적인 Box-Cox 모형에 두 개의 제약 (   and   )을 통해 선형함수로 전환

한 경우 로그우도함수 값을 라고 하고, 제약이 없는 경우 값을 라고 할 경우 

 ln 


는 자유도가 2인 카이제곱분포( )한다. 

이 경우  ln 


  ln     이 되어 
 의 임

계치인 9.2를 넘지 않아 두 모형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된다. 두 모형

이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정계수( )를 비교하여 더 나은 모형을 

찾는다.

[선형모형과 좌항 Box-Cox 모형]

좌항 Box-Cox 모형에 하나의 제약 (   )을 통해 선형함수로 강제한 경우, 

 ln 


는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하게 된다. 

이 경우  ln 


  ln     이 되어, 
 의 

임계치인 6.6을 넘지 않아 두 모형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더 나은 모

형은 결정계수를 비교하여 찾는다.

[선형모형과 우항 Box-Cox 모형]

우항 Box-Cox 모형에 하나의 제약 (  )으로 선형함수로 강제한 경우, 검정통계량

은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분포하고,  ln 


  이 되어, 
 의 임계치

인 6.6을 넘지 않다. 선형모형과 우항 Box-Cox 모형은 통계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더 나은 모형은 결정계수를 비교하여 찾는다.

[선형모형과 공통 파라미터 모형]

공통 파라미터 모형에 하나의 제약 (  )을 한 경우, 검정통계량은 자유도가 1인 카

이제곱분포하고,  ln 


  이 되어 
  of 6.6을 넘기 때문에, 두 모형

은 통계적으로 같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검정결과 선형모형보다는 더 자유도가 높은 

공통 파라미터 모형이 더 나은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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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파라미터 모형과 일반 Box-Cox 모형]

일반 Box-Cox 모형에 한 개의 제약 (  )을 한 경우, 검정통계량은 자유도가 1인 카

이제곱분포하고,  ln 


  가 되어 
 의 임계치인 6.6을 넘지 않기 때

문에, 두 모형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은 모형은 로그우도

함수값이나 결정계수를 보고 판단한다. 

[준로그모형과 좌항 Box-Cox 모형]

서로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는 준로그모형과 좌항 Box-Cox 모형을 비교하면, 좌항

Box-Cox 모형에 하나의 제약 (  )을 통해 준로그함수로 강제한 경우, 검정통계량은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분포하고,  ln 


  ln     

이 되어, 
 의 임계치인 6.6을 넘지 않아 두 모형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은 모형은 추정결과에서 로그우도값이나 결정계수를 보고 판단한다. 

[로그모형과 공통 파라미터 모형]

또 따른 유사성을 갖는 로그모형과 공통 파라미터의 경우, 공통 파라미터 모형에 하나

의 제약(  )을 통해 로그모형으로 강제한 경우, 검정통계량은 자유도가 1인 카이제

곱분포하고,  ln 


  ln     가 되어, 
  of 

6.6을 넘지 않아, 로그모형과 공통 파라미터 모형은 통계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

라서 더 나은 모형은 로그우도함수값이나 결정계수를 통해 판단한다.

검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선형함수 모형과 공통 파라미터 모형의 비교에서 선형함수 

모형은 기각되지만 선형함수 모형이 다른 박스콕스모형들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으므

로, 추정결과를 함께 비교하여 결정계수나 로그우도함수값이 높은 모형을 선택하고, 그 

외 로그함수 모형, 준로그함수 모형과 다양한 일반 Box-Cox 모형의 추정결과도 함께 비

교하여 더 나은 모형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

2. 추정결과

추정결과 비교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결정계수( )를 기준으로 볼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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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적절한 헤도닉가격함수는 ‘일반 Box-Cox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함수의 값

도 일반 Box-Cox 모형의 경우 가장 큰 값(-14.653)으로 나타났다. 일반 Box-Cox 모형

(Box-Cox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방의 개수(), 학업성취도(), 상수

() 추정량이 선형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일반 Box-Cox 모형의 경우, 종속

변수의 파라미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0.242이고, 독립변수의 파라미터()도 0.74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앞서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같다고 할 수 없는 선형모형과 공통 파라미터 모형

(Box-Cox3)의 경우 공통 파라미터 모형의 결정계수가 더 크고, 모든 변수에 대한 추정량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선형모형의 경우 항상 그렇지 않다.

다음으로 함수형태가 유사할 수 있는 로그함수와 공통 파라미터 모형(Box-Cox3)을 

비교해 보면, 값이나 값이 거의 0에 가까운16)     로 나타나게 되어 두 모

형에 거의 차이가 없고, 이는 결정계수의 값도 유사하다는 것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한

편, 함수형태가 또한 유사할 수 있는 준로그함수와 좌항 Box-Cox 모형(Box-Cox1)을 비

교해 보면, 값이 -0.218이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 그러나 결정계

수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치도 두 모형 간에 미세한 차이가 나며, 

학업성취도()에서 좌항 Box-Cox 모형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우항 Box-Cox 모형(Box-Cox3)에서는 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결정계수도 적

으며, 우도함수값도 가장 작게 나타났다. 또한 고속도로까지 거리(), 지하철까

지 거리(subway), 학업성취도() 추정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적합한 

모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일반 Box-Cox 모형에서는 값이 0.749이고, 

는 -0.242로 나왔으며, 둘 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일반 Box-Cox 모형의 추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든 주택의 특성 변수들에 대해

서 유의한 추정치가 도출되고, 전용면적이 클수록, 방의 개수가 많을수록, 신규 아파트

일수록, 뉴타운일수록, 고속도로와 지하철까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근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주택가격은 높게 나타났다. 

16) 값이나 값이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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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선택된 함수의 추정 결과 

변수 선형 로그 준로그 Box-Cox1 Box-Cox2 Box-Cox3 Box-Cox4

newtown
3.44

***

(7.21)

0.810
***

(12.11)

0.8
***

(10.45)

0.587
***

(10.13)

3.03
***

(6.36)

0.727
***

(12.10)

0.586
***

(10.97)

size
0.021

***

(5.11)

0.616
***

(6.90)

0.006
***

(8.24)

0.004
***

(8.35)

0.0002
***

(5.92)

0.794
***

(6.91)

0.014
***

(8.28)

room
-0.0008

(-0.00)

0.347
***

(2.88)

0.033

(0.98)

0.033

(1.29)

-0.038

(-0.67)

0.373
***

(3.11)

0.065
*

(1.96)

LF
0.477

***

(4.76)

0.228
***

(4.28)

0.127
***

(7.93)

0.097
***

(8.02)

0.158
***

(5.52)

0.207
***

(3.94)

0.114
***

(7.39)

age
-0.062

***

(-3.77)

-0.162
***

(-6.17)

-0.026
***

(-10.14)

-0.022
***

(-11.17)

-0.004
***

(-4.12)

-0.169
***

(-6.15)

-0.037
***

(-10.69)

highway
-0.177

(-1.36)

-0.273
***

(-6.47)

-0.108
***

(-5.16)

-0.092
***

(-5.86)

-0.038

(-0.66)

-0.273
***

(-6.82)

-0.118
***

(-6.57)

subway
-0.343

**

(-2.32)

-0.150
***

(-5.86)

-0.117
***

(-4.94)

-0.092
***

(-5.16)

-0.062

(-0.98)

-0.132
***

(-5.95)

0.112
***

(-5.92)

middle
3.943

(1.61)

1.237
***

(3.37)

0.688
*

(1.75)

0.465

(1.56)

2.417

(0.91)

1.110
***

(3.39)

0.639
***

(2.28)

constant
-2.789

(-1.29)

-1.786
***

(-4.76)

-0.025

(-0.07)

0.175

(0.67)

1.913
***

(3.60)

-2.123
***

(-5.17)

0.445
***

(5.06)

R
2

0.8877 0.9409 0.9535 0.9546 0.8916 0.9404 0.9556

λ

(p-value)
- - - -

2.049

(0.353)

-0.072

(0.488)

0.749
**

(0.000)

θ

(p-value)
- - -

-0.218
**

(0.031)
-

-0.072

(0.488)

-0.242
**

(0.016)

Log

-likelihood
- - - -15.548 -68.913 -26.612 -14.653

주: 괄호 ( )는 t값을 나타냄. ① Box-Cox1: LHS only, ② Box-Cox2: RHS only, ③ Box-Cox3: 

same lambda

3. 한계가치와 지불의사액(WTP)계산

<표 4>에서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매립지 경계선에서부터의 이격거리()에 대

해서는 거리가 멀수록 주택가격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러한 매립지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얼마만큼의 주택가격 상승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서, 한계가치(marginal value)17)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계가치의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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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모형의 함수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각 함수형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추

정치가 있지만, 매립지 경계까지 거리 변수()의 추정치는 모든 함수형태에 대해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한계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단, 여기서 는 주택가격의 표본

평균값이고, 는 수도권매립지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표본평균값이 된다.

<표 5> 한계가치 계산 방식

모형 한계가치(



)

선형모형(Linear model) 

로그모형(Log model)  ∙










준로그모형(Semi-log model) 

좌항 Box-Cox 모형(LHS only model) 





우항 Box-Cox 모형(RHS only model) 





공통 파라미터 모형(Same lambda model) 







일반 Box-Cox 모형(General Box-Cox model)  ∙











이러한 한계가치를 이용하여 수도권매립지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변화

(discrete change)에 대해, 실제 주택 거주자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내재적 지불의

사액을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거리(100미터 혹은 1킬로미터)만큼 

멀어지는 경우, 지불의사액을 계산하였다. 기본적으로 지불의사액(WTP)은 다른 주택

의 다른 특성변수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경계로부터의 거리

에 대한 주택가격과 변한(혹은 변했다고 가정하는) 매립지로부터의 거리변수에 대응하

는 주택가격 간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6)과 같다. 

      (6) 

17) 한계효과는 주택특성변수들의 단위당 잠재가격(implicit price)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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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주택가격함수이며,  는 변한 이격거리변수에 대응하는 주택가격, 

 는 현재 이격거리에 대응하는 주택가격이 된다. 

   
   ⋯ 

    

   
   ⋯ 

   

(7) 

만일 선형의 경우(즉,     )에는  ∆×18)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로그함수의 경우  ∆





가 되고, 준로그의 경우에는  

∆가 된다.19) 

이제 Box-Cox 모형에서는 계산이 다소 복잡해진다. 식 (7)을 다시 정리해 보면 

식 (8)과 같다. 나머지 주택특성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했으므로 상쇄된다.

         
  

  (8) 

식 (8)을 Box-Cox 변환에 따라 정리하면, 

  



  

  
  

 

와 같이 되고, 이를 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가 

되고 최종적으로 주택가격함수(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 

결과적으로 지불의사액()은 다음과 같다. 

       

  

  
 





 

 (10)

18) ∆





19) 자세한 도출 과정은 ‘부록’ 참조.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한 수도권매립지 유발 비효용(disamenity)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 355 •

이러한 함수형태별 지불의사액 계산은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표 6> 지불의사액 계산

모형 지불의사액(WTP)

선형모형(Linear model) ∆

로그모형(Log model) ∆









준로그모형(Semi-log model) ∆

좌항 Box-Cox 모형(LHS only model) 

∆








우항 Box-Cox 모형(RHS only model) 









공통 파라미터 모형(Same lambda model) 













일반 Box-Cox 모형(General Box-Cox model) 














이제 <표 5>와 <표 6>을 통해, 본 논문에서 추정한 헤도닉가격모형의 추정값과 표본

평균값을 적용하여 한계가치와 지불의사액을 나타내면 <표 7>과 같다. 여기서 수도권

매립지로부터의 이격거리 변수의 추정치()는 각 함수형태별 <표 4>의 추정결과이다. 

한계가치는 로그모형과 공통 파라미터 모형의 경우 적게 나타났고, 우항 Box-Cox 모

형이 가장 큰 값이 도출되었다. 앞서 추정결과에서도 우항 Box-Cox 모형은 결정계수도 

가장 작고, 우도함수 값도 가장 작게 도출된 것에서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낮은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한계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다소 어렵다. 나머지 선형, 준

로그, 좌항 Box-Cox, 일반 Box-Cox 모형의 한계가치 값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아래 한계가치의 추정결과가 기존의 연구와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파악해보자. 정

수연(2004)에서는 이중로그모형을 이용하여 노원구 상계동 쓰레기 소각장 인근 아파트 

가격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격거리가 1% 증가할 때 아파트가격이 0.252% 상승한 것으

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본 연구와 동일하지 않지만, 본 연구의 로그모형(θ=λ=0)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한계가치가 0.247로 분석되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이격거리가 



강희찬

• 356 •

1% 증가하면 아파트가격은 0.24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손철·신상영(2007)도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아파트 가

격에 대한 연구에서 준로그모형을 이용하여 자원회수시설로부터 거리가 1m 멀어짐에 

따라 약 1.56만 원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추정하였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준로그의 경우(θ=0, λ=1) 수도권매립지로부터 100m멀어질수록 4.427백만 원의 추정

치가 나온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이격거리 변화에 따른 편익 계산(1킬로미터 / 100미터)

모형 추정치() 한계가치
WTP(천원)

(1km)

WTP(천원)

(100m)

선형 θ=λ=1 0.477 0.477 47,700 4,770

로그 θ=λ=0 0.228 0.247 24,781 2,478

준로그 θ=0 λ=1 0.127 0.443 44,247 4,427

LHS only θ=-0.218 λ=1 0.097 0.445 48,158 4,482

RHS only θ=1 λ=2.049 0.158 0.533 62,092 5,419

Same lambda θ=-0.072 λ=-0.072 0.207 0.227 20,143 2,238

일반 Box-Cox θ=-0.242 λ=0.749 0.114 0.400 41,455 4,016

다른 주택특성변수가 동일할 때,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이격거리가 1km 떨어진 주택

에 대해 20,143천 원~62,092천 원의 추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특성변수 값이 동일한 경우, 악취 발생원에서 100m만큼 이격거리가 멀어질 경우, 추가 

지불의사액은 2,238천 원~5,419천 원으로 나타났다. 1km와 비교하여 지불의사액이 단

조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것은 비선형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각 함수형태별 지불의사액의 95% 신뢰구간은 Krinsky and Robb(1986)의 절차에 따

라 계산하였다. 지불의사액의 95%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국토교통부(2019)에 따르며, 자가의 경우 평균 거주기간이 10.7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 Box-Cox 모형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이격거리가 1km 떨

어지는 경우에는 1인당 가구의 연간 지불의사액은 3,874천 원인 것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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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이격거리 변화에 따른 편익 및 신뢰구간 계산(1킬로미터) 

WTP 표준오차 z p-value 95% 신뢰구간

선형 47,700 10,014.63 4.76 0.000 [28,076 67,333]

로그 24,781 5,779.80 4.28 0.000 [13,414 36,070]

준로그 44,247 5,579.92 7.93 0.000 [33,337 55,210]

LHS only 48,158 6,491.29 7.42 0.000 [35,435 60,881]

RHS only 62,092 11,246.84 5.52 0.000 [40,049 84,136]

Same lambda 20,143 5,268.05 3.82 0.000 [9,817 30,468]

일반 Box-Cox 41,455 6,017.22 6.89 0.000 [29,661 53,248]

주: 95% 신뢰구간은 Krinsky and Robb(1986) procedure를 활용하여 계산.20)

V. 시사점과 한계

본 논문은 Box-Cox 변환을 통한 헤도닉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에 내재된 환경요

인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매립지와 주변 지역의 아파

트 가격수요함수에 대한 정확한 추정모형 선택을 위해 선형, 로그, 준로그를 비롯하여 

다양한 Box-Cox 모형을 적용하였고,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모형은 일반 Box-Cox 모형

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모형별로 한계가치를 기준으로 특정 이격거리 변화에 따른 주

변 주민의 지불의사액 계산을 위한 식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발

생하는 악취 감소에 대한 주택 거주자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주택특성변수가 동일할 때, 거리가 1km 멀어지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함수형태에 

따라 최대 20,143천 원에서 최대 62,092천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가장 제약이 없는 일반 

Box-Cox 모형으로 추정했을 때, 연간 지불의사액은 3,874천 원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이격거리에 변화에 

따른 복합악취 농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이격거리가 현재에

서 1km 떨어지는 것이 얼마만큼의 복합악취 농도를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료

20) 지불의사액 계산과정은 추정된 모수의 비선형 함수를 이용하므로, delta method와 같이 신뢰구간이 대칭

(symmetric)으로 나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비선형 함수에 대한 지불의사액 계산과 같이 비대칭형

(non-symmetric)의 신뢰구간인 경우에는 Krinsky and Robb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Park et 

al., 1991; Haab and McConnel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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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보되어야 한다. 만일 향후 이러한 실측치 자료가 확보될 경우에는 악취 농도 변화

(저감) 1단위(혹은 %) 변화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의 지불의사액을 정확히 계

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악취 저감을 위한 특정 공공투자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지

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 이러한 실측치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는 명확하다. 우선 헤도닉가격함수의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은 한

국의 주택시장이 완전경쟁을 통한 균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얻은 수도

권매립지 악취 피해지역의 주택가격이 균형상태에 있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둘째, 앞

서 수도권매립지의 다른 환경요인인 소음, 공해, 수질오염 등이 수도권매립지 공사의 지

속적인 감축 노력을 통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악취에 대한 지불의사

액만 추정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추정한 악취 저감에 대한 지불의사액에는 악취 이

외에도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이격거리가 멀어짐에 따른 다른 환경 요인의 개선효과와 

심미적(감정적) 효과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헤도닉가격모형이 가지

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 추정한 지불의사액

의 정책적 활용에 있어서 제한적인 해석이 있어야 함을 지적한다. 셋째, 본 논문에서 사

용한 주택가격 및 특성 자료는 아파트에 한정하며, 전·월세는 제외하고 매매의 경우에만 

한정하였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거주자 전체 데이터에 대한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주택특성들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아닌 주택가격에 내제된 악취와 관련된 환경특성에 대한 지불의사액

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의 차이와 거래형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질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성을 훼손하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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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한계가치(Marginal Value) 계산

- 선형모형 : 



 

- 로그모형(Lo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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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로그모형(Semi-log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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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항 Box-Cox 모형(Left hand side onl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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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항 Box-Cox 모형(Right hand side onl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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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파라미터 모형(Same lambda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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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Box-Cox 모형(General Box-Cox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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