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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개별 상업용 건물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들과 주거지 개발패턴이 해당 건물가

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물리적 도시공간구조가 부동산시장, 특히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용도간 근접성을 체크하였다.

연구 결과, 용도혼합이 오프스 건물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뉴 어버니즘에서 강조하는 복합용

도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GIS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들이 경제

사회변수와 같은 대리변수를 사용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또한 토지이용

에 따른 2차원분석이 아니라, 각 건물의 높이를 계산하여 3차원 분석을 함으로써 공간의 이용과 함께 밀도까지 고려한 

방법론을 사용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오피스 가격, 용도혼합, GIS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urban space structure on real estate markets, especially on 
commercial real estate markets. Based on a large scale of GIS dataset, volumes of each land use type are 
examined. This vast dataset enables 3-dimensional analysis of land use in the entire Seoul area, overcom-
ing the limits of previous research relying on simple 2-dimensional analysis. After then, the Herfindahl 
index is used to calculate the level of mixed-uses.
It analyzes whether a building price is influenced by circumjacent commercial buildings and its residen-
tial development pattern. The regression outcomes verify that a nearby area’s development patterns make 
an impact on an office building price. It shows the possibility that a new-urbanism’s argument can be 
actualized.

Key Words : office price, mixed-land use,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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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많은 도시들이 기존 도시의 경계를 넘어 급격히 

팽창하면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과 같은 많은 부

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도시의 수평적 확산으

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서로 다른 

용도 - 주거지, 업무용지, 상업용지 등을 근거리

에 배치하여 자동차 이용을 감소시키고 보행이 편

이한 환경을 조성하며 물리적, 기능적으로 통합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토지이용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물리적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에 대

한 수요 변화와 더불어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리적 도시공간구조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가 거주민들의 통근시간과 

거리 또는 쇼핑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Bhat and Guo, 2007; Cairns, et al., 2008; Cer-
vero and Duncan, 2006; Cervero and Radisch, 

1996; Frank and Pivo, 1994; Ewing and Cervero, 
2002.) 등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하지만, 물

리적 도시공간구조와 부동산시장 간의 관계, 특히 

상업용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시장 간의 관계를 규

명하는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는 물리적 도시공간구조가 부동산 시장, 

특히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상업용 

오피스 건물의 주변지역 토지이용패턴(상업용 건

물과 주거지 개발패턴)이 해당 건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상업용지 개발패턴과 주거지 개발패턴을 측정

하기 위해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용도간 근

접성을 체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오피스 건물

간 밀집도(proximity among office buildings)와 밀

도(building density)가 오피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

는가와 2) 복합용도개발(주거지와 오피스 건물간 

밀집도)이 오피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서울지역에서 이루어

진 오피스 건물거래를 바탕으로, 지리적 연구범위

는 서울지역으로 한정하여 1) 오피스 건물 거래 자

료, 2)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도

를 바탕으로 한 토지이용도, 3) 사회 경제 인구 통

계자료를 활용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1) 도시공간구조의 영향

지난 수십 년간 오피스 교외화 현상(Office sub-
urbanization)은 미국과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관

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외지역 오피스 지역

(office districts, 이하 오피스 타운)은 오피스 타운

의 크기, 건물 밀도, 그리고 입지에 따라 여러 다

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Archer and Smith, 

2003; Garreau, 1991; Giuliano and Small, 1991; 
Gordon and Richardson, 1996; Lang, 2003; Pivo, 
1990).

고층건물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중심지(Cen-
tral Business District)와 비슷한 모습의 교외지역 

오피스 타운(Concentrated office district) 이 있는

가 하면, 저층건물 위주로 건물간 집적도가 약하

며 고속도로선상에 존재하는 오피스 타운(Dis-
persed office district)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오피스가 분산되어 분포하는 경우에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교통접근성 제약이 심하고 오피스 타

운 건설시 기반시설 건설비용이 과다하다는 단점

이 존재한다(Burchell, 1997; Leinberger, 2008). 
또한 해당 지역의 경기가 둔화되는 경우 오피스가 

분산되어 분포하는 지역은 오피스 임대료와 가격 

하락의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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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rcher and Smith, 1992). 
한국의 경우, 도시공간구조(오피스 건물간 밀

집도 또는 오피스와 주거지간 밀집도) 가 오피스 

건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경우는 드물

다. 다만 종로 CBD, 강남 오피스 타운(Gangnam 
Business District: 이하 GBD), 여의도 오피스 타

운(Yoido Business District: 이하 YBD)를 비교한

다면, GBD지역 건물가격의 평균상승폭이 종로 

CBD와 YBD의 가격상승폭보다 일반적으로 높

다. GBD 지역이 오피스 건물과 주거지, 그리고 

리테일 상업지(백화점) 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데 

비해 CBD는 주거 기능이 약하며, YBD는 리테일 

상업기능이 약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간 구조가 

일정부분 건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추론은 가능하다. 

오피스를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는 다음과 같다. 

여홍구·정선아(2002)는 2000년 이전을 대상으

로 서울시 오피스 공간분포와 입지특성을 연구하

였다. 서울시의 오피스가 CBD, GBD, YBD의 세 

군데에 집적하고 있음을 밝히고 각 오피스 권역

의 입지특성을 기술하였다. 이충재(2009)는 2003
년에서 2007년까지의 오피스 빌딩 소득수익률 자

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오피스 시장을 권역별로 구

분하여 수익률을 추계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CBD, GBD, YBD 지

역에 입지한 오피스의 수익률이 모두 정(+)의 효

과를 보이는 바, 오피스 건물에 집적 경제가 발생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지역 공통적으로 지하

철역 거리, 보안시스템, 용적률, 공실률, 영업경

비비율, 이자율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시적으로는 세 지역이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는

데, GBD 권역의 경우 지하철역 거리와 공실률의 

영향이 타지역에 비해 적은 것을 보아 임대 여건

의 우월성을 보여주었다. 이현석·박성균(2010)은 

2009년 오피스 임대료를 종속변수로 하여 공간자

기상관을 고려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건

물 경과년수, 전용률, 대지면적, 빌딩의 등급 및 

소유형태 등이 임대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딩에 등급을 나누어서 등급별로 분석

을 한 결과, 프라임 등급의 경우 상당한 차이를 보

이기 때문에 오피스 시장 분석시 빌딩의 등급에 

따른 분석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진·서

충원(2009)은 서울시 3대 오피스 권역에서 공간자

기상관이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CBD와 GBD지역의 임대

료 프리미엄을 분석함으로써 오피스의 집적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오피스 하부시장 간 특성가

격의 이질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함으로써 서울

시 3대 오피스 권역을 더미변수로 처리하던 기존 

연구관행에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기존 국내 연구들은 주로 오피스 매매가

격 및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오피스 연구에서 매우 중

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기존 연구에서 

간과해 오던 부분인, 오피스가 위치한 지역의 오

피스 건물들과 주거지, 리테일 상업지 개발패턴이 

오피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는 도

시공간구조가 오피스 건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써 오피스 매매가격 및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연

구와 차이를 갖는다. 

2) 오피스 타운 연구

미국 대도시들 주변의 오피스 타운 형성과 성장

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Garreau(1991) 
는 교외지역에 오피스와 리테일 상업지가 공간적

으로 밀집되는 현상을 ‘edge cities’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Pivo(1990)는 6개 대도시(LA, Hous-
ton, Seattle, Denver, Toronto, and San Fracisco) 
지역 연구를 통해 1960~1980년대를 거치면서 교

외지역의 오피스 타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

으며, 일부 교외지역 오피스 타운은 기존시가지 

CBD보다 규모가 더 크게 성장한 것을 관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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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해당 지역의 집적 경제 이익이 기존 CBD
를 능가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Archer and 
Smith, 2003). Archer and Smith 역시 오피스 타운

의 규모가 커질수록 타운내에 위치한 오피스 건물

들의 렌트가 더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3) 집적 경제 이익과 입지 분석

오피스 시장의 공간 분석 이론은 입지론에서 시

작하였으며 Alonso(1964)의 단핵도시모형(mono-
centric model) 은 기업 입지를 분석한 입지전적인 

연구이다. 도시내 직장이 CBD에 위치한다고 가

정하면, 노동자들은 교통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다 

더 많은 렌트비용을 지불하고라도 CBD근처의 집

에 거주하고자 한다. 기업의 경우 역시 CBD가 제

공하는 특화된 서비스(집적 경제 이익) 를 향유하

기 위하여 더 많은 렌트비용을 지불하고 CBD근

처에 입지하고자 한다. 즉 거리 비용과 집적 경제

이익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업들의 공간적 입지

가 결정된다(Fujita and Thisse, 2002). 
오피스 기업들이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에 위치

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상당한 규모의 집

적 경제 이익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집적 이익

은 기업들이 공간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위치함으

로써 상호 정보를 교류하며 기술혁신과 정보 확산

의 이익을 공유하며, 특화된 노동시장에 접근성

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집적 이익은 일부분 

대면접촉(face-to-face interactions)에 의해서 나타

나며, Saxenian(1994)는 대면접촉을 통한 정보 교

류와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이 실리콘 벨리를 정보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

음을 밝혔다. 

4) 오피스 가격 및 렌트 이론

공간요인(spatial factors)을 이용하여 오피스 가

격 및 렌트를 설명하는 많은 논문들이 있다. Clapp 

(1980)은 CBD까지의 거리, 통근 시간, 두 블록내

의 오피스 면적 변수를 이용하여 오피스 렌트를 

분석하였는데, 이 모든 변수들이 렌트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예를 들어, CBD까지

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렌트비가 상승하는 것은 기

업들이 집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Wheaton(1984)은 오피스가 위치한 타운의 규모

가 오피스 렌트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오

피스 타운의 규모가 클수록 타운내 렌트가 비싼 

것을 보여주었다. 오피스 타운의 규모가 클수록 

오피스 타운이 오피스 기업들에게 더 많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렌트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오피스 타운 규모의 

영향 역시 대면접촉 방식의 영향을 보여준다(Bol-
linger, Ihlanfeldt, and Bowes, 1998). 

Sivitanidou(1995)는 기업의 편의성과 기업 내 

거주자(노동자)의 편의성을 조사하였다. LA CBD
까지의 거리, 오피스 타운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수, 가까운 공항까지의 거리를 통해서 기업의 편

의성을 검증하였고, 교육 지출 정도, 범죄율, 해변

까지의 거리, 리테일 종사자 수를 통해서 거주자 

편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CBD까지의 거리

와 교통 접근성이 오피스 렌트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또한 거주자 편의성(리테일 종사자, 

교육 지출 정도, 범죄율) 역시 오피스 렌트에 영향

을 준다고 한다. Sivitanidou의 다른 연구들(1996, 
1997) 역시 리테일 편의성은 오피스 렌트에 큰 영

향을 준다고 한다.

Bollinger et al.(1998)은 접근성, 집적 경제 이익, 

오피스 집중도 변수들을 바탕으로 미국 애틀란타 

지역의 오피스 렌트의 공간적 차이점을 연구하였

다. 그들의 연구는 공간적 변수들이 오피스 렌트

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오피스 근무자들이 애틀

란타 전역 대비 해당 오피스 타운에서 근무하는 

집중도, 그리고 고위직 오피스 근무자들의 집중도 

모두 렌트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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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대면접촉의 집적 경제 이익이 렌트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3. 기초 통계 및 현황

1) 자료 출처

오피스 건물의 토지매매가격 결정요인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이다. 일단 오

피스 건물 거래 자료로 CBRE의 데이터를 사용했

다. CBRE 자료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거래된 

대규모 오피스 건물들의 가격, 연면적, 층수, 준공

연도 등의 정보를 갖고 있다. 해당 오피스 건물들

의 주소를 바탕으로 GIS 수치지도를 생성하였다. 

이 오피스 GIS 수치지도를 기점으로 서울시 건축

물 GIS자료와 겹쳐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과 용도혼합을 계산하였다. 

주거용 건물, 오피스, 리테일의 연면적 자료

는 서울시 건축물대장 GIS자료를 활용하였는데, 

2009년 서울시 건축물 GIS 자료는 각 건축물의 대

지면적을 폴리곤 형태로 보여준다. 서울 시내 60
만여 개별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큰 규

모의 GIS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GIS 데이터베이

스는 건축물의 층수, 준공연도 등 다양한 변수들

이 존재한다. 다만, 일부 주거용 건물의 경우, 층

수 등 정보가 빠진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는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을 적용하여 층수를 계

산하였다. 

2) 변수 설정

(1) 종속변수

2009년에서 현재까지 거래된 오피스 건물의 제

곱미터당 토지매매가격을 2009년을 기준으로 하

는 실질가격으로 계산한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

였다.

그림 1은 종속변수인 서울시 오피스 건물 매매 

데이터를 지도화한 것으로 2009년 이후 거래된 오

피스 건물들이 주로 종로, 강남, 여의도 3개 지구

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개 지

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종로CBD 지역이 강남

GBD 지역에 비해 집중도가 높고 여의도YBD 지

역 역시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밀집한 경

향을 보인다. 강남GBD에 비해 집중도가 높은 것

이 종로CBD 지역의 오피스 건물 매매 가격이 높

은 이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강

남GBD 지역도 테헤란로 선상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 건물은 ㎡당 6000만원 이상의 높은 

매매가격을 갖고 있다. 3개 지구를 제외한 기타 지

역에서는 거래 자체가 드물게 이뤄지고 있고 집중

도도 매우 낮다. 매매 가격 역시 ㎡당 1500만원 이

하의 건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오피스 건물은 종로, 강남, 여의도 3개 지

구에 집적해 있고 집적의 정도가 매매 가격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설명변수

설명변수로 토지이용별 건물 연면적, 건축경과

년도, 허핀달 인덱스, 지역 더미 변수 등을 사용하

였다.

건물 연면적은 토지이용 현황을 좀 더 구체적

으로 설명하기 위해 토지이용별로 구분하여 계산

하였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뉴 어버니즘에서 추

구하는 복합용도개발(Mixed-Use Development)
는 일반인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Working, 
living, and shopping within a walking distance)여
야 한다.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를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중심으로부터 1km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오피스 건물의 가격은 오피스 건물로부터 1km 범

위 내에 얼마나 많은 주거 건물(주거용도의 총 연

면적), 오피스 건물(오피스 용도의 총 연면적), 그

리고 리테일 쇼핑 건물(쇼핑 용도의 총 연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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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좌우된다고 본 것이다. 만약 이를 단순히 토

지 면적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오류에 직면할 수 

있는데, 다음의 예와 같다. A건물과 B건물이 주변 

1km 범위 내에 주거건물의 토지면적과 오피스 건

물의 토지면적이 동일한 경우, 토지면적을 기준으

로 그 영향을 비교하면 주거용건물이 A건물과 B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

면적이 두 지역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A건물에 위

치한 주거건물은 대부분 초고층 아파트인데 비해, 

B건물 주변에는 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존재한다

고 하면, A건물 주변에 위치한 거주민들의 수가 B
건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주

거용 건물의 존재가 A건물 또는 B건물에 미치는 

정도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좀 더 올바

른 관측을 위해서는 단순한 토지면적보다는 건물 

총연면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건물들이 각기 다양한 토지이용(주거, 오피스, 

리테일쇼핑)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용도들의 혼합정도(Mixed-Use Level)가 어떠하

냐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혼합정

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허핀달 인덱스(Herfindahl 
Index)를 사용하였다. 허핀달 인덱스는 인덱스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특정 개체(본 연구에서는 특

정 토지이용용도)가 대부분인 지역을 의미하며 0
에 가까울수록 모든 개체(모든 토지이용용도)가 

골고루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허핀달 

인덱스의 값이 낮을수록 혼합정도가 더 좋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허핀달 인덱스의 산출 공식은 다음

과 같다. 

그림 1. 서울시 오피스 건물 매매의 GIS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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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N
∑
i=1

Si
2

(Si는 i용도 토지가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를 들어, 오피스 건물 연면적 비중이 0.8, 주
거용 건물 연면적 비중이 0.1, 리테일 건물의 연면

적 비중이 0.1 인 A지역과 각 용도별 연면적 비중

이 각각 1/3, 1/3, 1/3로 균등하게 혼합된 B지역

이 있다고 하자. 이때 A지역의 허핀달 인덱스 는

0.82+0.12+0.12=0.66 이고 B지역의 허핀달 인덱

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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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 약 0.33이다. 결과적

으로 혼합이 잘 된 지역일수록 낮은 허핀달 인덱

스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림3과 

그림4를 보면 허핀달 인덱스의 적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그림 3은 테헤란로 데이콤 빌딩 주변 

건물용도 현황이고 그림 4는 여의도 와이즈와이 

빌딩 주변 건물용도 현황을 나타낸다. 그림을 비

교하면 데이콤 빌딩 주변 건물용도가 좀더 혼합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강남소재 데이

콤 빌딩의 반경 1km 허핀달 인덱스는 0.26이고 여

의도 소재 와이즈와이 빌딩의 반경 1km 허핀달 인

덱스는 0.51으로써, 혼합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의 

허핀달 인덱스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오피스 건물의 토지매매가격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써 건축년도와 함께 종로지역

(CBD), 강남지역(GBD), 여의도지역(YBD)과 기

타지역을 지역더미로 사용하였고 해당동 인구수, 

총종사자수, 오피스와 리테일 종사자수를 추가하

였다. 이상의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오피스 건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은 대부분 

종로CBD, 강남GBD, 여의도YBD 지역으로 오피

스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경 1km 이

내 오피스 연면적이 주거용 건물이나 리테일 연면

적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혼합용도 인덱스는 지

그림 2. 용도별 연면적을 고려한 GIS 3D 데이터 

(blue: 오피스, green: 주거용 건물, yellow: 리테일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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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정의상 3개 용도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보

다 전체 용도를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 더 혼합된 

용도를 갖게 되므로 당연히 더 낮은 값을 보이게 

된다. 

추가적으로 평당 매매가격에 대한 지역별 기초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오피스 밀집 지역인 종로CBD 지역

이 가장 높은 오피스 매매 가격을 보임으로써 기타 

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매매 가격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중심지인 강남GBD 

그림 3. 테헤란로 데이콤 빌딩 주변 건물용도 현황

그림 4. 여의도 와이즈와이 빌딩 주변 건물용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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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두 번째로 높은 오피스 매매 가격을 보이

고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YBD 지역이 그 다음이

다. 강남GBD 지역은 특히 높은 표준편차를 보임

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오피스 매매 가격의 차

이가 큰 오피스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회귀모형 및 결과

1) 실증분석

서울시 오피스 평당 매매가격 결정모형에 대한 

다양한 분석 결과는 표3과 표4, 표5에 제시되어 있

다. 

Model1을 보면 연면적이 증가하면서 평당 토지

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이 크다

면 일반적으로 대형 건물일 수 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대형건물이 소형건물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높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대형건물 건

설시 엘리베이터와 철근구조 등 소형건물에 비해

서 건설단가가 더 높을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어메

니티가 건물내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본 연구의 연구 시점이 2008년 세계 금융 위

기 이후에 거래된 오피스 건물들의 사례를 살펴본 

점을 고려하면 다음의 해석 역시 가능하다. 세계 

금융 위기의 본질이 부동산의 위기에서 출발하였

고 금융위기로 발전하면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경

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PF 시장의 문제점

들이 명확하게 들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한국의 금융기관들 역시 부동산에 투자한 회사들

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유동성의 위기를 겪

고 있다면, 대형 건물에 비해 소형 건물에 대한 투

자를 선호할 수 있다. 금융위기 상황하에서 유동

성 위기가 오면 대형건물보다 건물가격이 작은 소

표 1. 변수 기초통계
(단위: ㎡, 원)

변수 변수 설명 평균값 표준편차

priceperland(종속변수) 매매 실질가격(토지) 35,911,780 24,756,111

grossfloor 건축 연면적(Gross Floor Area. GFA) 42,424 79,701

gfa_1km_resi 반경 1km 이내 주거용 건물 연면적 1,469,375 828,577

gfa_1km_ofc 반경 1km 이내 오피스 연면적 1,834,261 1,138,409

gfa_1km_retail 반경 1km 이내 리테일 연면적 840,424 368,946

Herfindahl 혼합용도 인덱스1(전체 대상 허핀달 인덱스) 0.333 0.059

Herfindahl3uses
혼합용도 인덱스2(주거용 건물, 오피스, 리테일을 대상으로 

한 허핀달 인덱스)
0.461 0.089

yearconstruction 건축년도 1996 9

pop_dohng 해당동 인구수 22,535 11,773

emp_dohn 해당동 종사자수 52,428 41,447

Ofc_total 해당동 오피스 종사자수 22,538 23,333
Ret_total 해당동 리테일 종사자수 5,943 4,079

표 2. 지역별 평당 매매가격 기초통계

지역 평균값 표준편차

CBD 43,947,619 18,622,906

GBD 38,954,925 29,376,774

YBD 31,240,168 17,526,330
other 20,499,802 14,45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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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건물이 판매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

재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

도가 높고 대형주택 가격의 하락이 심화하는 것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부

동산 투자를 고려한다고 할 때, 부피가 큰(투자가

격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건물보다는 부피가 작은 

소형 건물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러한 환경에서 오는 차이가 연면적과 토지가격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Model1뿐 아니라 Model2~Model7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인다. Model1에서 건물특성을 나타내는 

준공연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Model2에서는 2008년 이후의 오피스 거래를 알

아본 자료의 속성을 고려할 때, 매 년도별로 차이

를 통제하기 위하여 년도 더미(Year dummy)를 추

가하였다. 그 결과, 특히 2010년과 2012년은 2009
년에 비해 오피스 거래가격이 매우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2009년 대비 실

질가격이 평당 1,310만원, 그리고 2012년은 2009
년 대비 1940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리고 오피스 건물이 종로, 또는 강남, 여의도, 

기타지역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

을 크게 받을 것이다. 따라서 관측하지 못한 차이

점을 통제하고자 지역더미(Submarket dummy)
를 추가한 경우, 표 3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종로

CBD지역에 비해 강남GBD지역은 977만원가량, 

여의도YBD지역은 1,260만원가량 낮으며(유의수

준1%), 기타지역에 위치한 오피스 건물들은 평균

적으로 2,520만원 낮은 것(유의수준 1%)으로 나타

났다.  

Model3에서 개별 오피스건물의 주변토지이용

현황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

물 주변 1km 내 주거용 건물 연면적의 영향은 

Model4, Model5와 함께 10% 유의수준에서 정(+)

의 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1km 내 오피스 건물 연

면적이 높을수록 오피스 거래가격은 상승한다. 예

를 들어, 1km 주변에 오피스 공간이 1제곱 킬로미

터(330평) 증가할수록 오피스 토지가격은 1,200
만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피스 건

물들이 대거 밀집된 클러스터 지역에 위치할수록 

오피스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밀집된 

지역이 대면접촉의 기반을 더 제공할 가능성을 고

려하면, 1km 내 오피스 연면적 변수는 집적경제

표 3. 실증분석 세부결과(Model1, Model2)

Variable
Model1 Model2

Coef. t-value Coef. t-value

상수 -2.55e+08 -1.11 -5.86e+08 -7.69

건축 연면적(GFA) -53.65007 -2.20 -48.93991 -1.96

건축년도 147227.9 1.28 322029.2 8.34

연도별

매매가

2010 -1.31e+07 -0.95

2011 -4699786 -0.73

2012 -1.94e+07 -2.18

지역별

GBD -9771501 -5.72

YBD -1.26e+07 -27.17
other -2.52e+07 -27.63

* 연도별 매매가 더미 기준: 2008년, 지역별 더미 기준: CBD 

* R-Sq: Model1-0.028, Model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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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

에 더해 1km 내 리테일 쇼핑시설이 많을수록 오피

스 거래가격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 

Model4와 Model5에서는 혼합용도가 오피스 매

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km 지역 

내의 여러 토지이용용도들의 현황이 얼마나 잘 융

합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허핀달 인덱스를 사용

했을 때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허핀달 인덱스값이 낮아질수록(0
에 가까울수록) 오피스와 리테일 쇼핑, 주거 및 기

타 용도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잘 융합된 것을 의

미한다. 허핀달 인덱스가 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서로 다른 용도들이 잘 융합될수록 오피스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뉴 어버니

즘에서 주장하는 복합용도개발의 장점을 본 연구

에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Model5에서는 단순

히 오피스용도와 주거, 리테일쇼핑 용도만을 고려

했을 때의 허핀달 인덱스를 살펴본 것이다. 세 가

지 용도만을 고려했을 때의 허핀달 인덱스는 10% 

유의수준에서 토지용도가 잘 혼합될수록 오피스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모델에서는 거주지용도와 오피스건물, 리

테일쇼핑용도와 같은 토지이용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와 같

이 자세한 토지이용변수(특히, 개별 오피스 건물

로부터 특정범위내 위치한 특정용도건물의 연면

적)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토지이용의 대리

변수(Proxy variable)로 오피스종사자, 거주민, 소

매업종 종사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

한 종사자 및 거주자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를 바

탕으로 하며, 통계청 자료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과 같은 행정구역에 기초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가 많다. 예를 들어, 개별 건물이 위치한 동의 종

사자수 또는 거주자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가능하다. 첫째, A와 B 건물 모두 

건물 특성이 동일하다고 할 때, A 건물이 속한 동

표 4. 실증분석 세부결과(Model3, Model4, Model5)

Variable
Model3 Model4 Model5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상수 -8.40e+08 -18.75 -8.77e+08 -10.13 -8.77e+08 -10.01
건축 연면적(GFA) -61.8874 -2.82 -65.37953 -3.17 -66.30823 -3.21

건축년도 422546.9 21.05 450867.8 10.00 447964 9.80
주거용 건물 연면적(1km 이내) 4.732405 1.65 4.719187 2.19 4.577324 1.81

오피스 연면적(1km 이내) 12.49265 7.14 12.47057 11.74 12.669 10.95
리테일 연면적(1km 이내) 12.36791 4.63 10.14249 2.56 10.38745 2.95

혼합용도 인덱스1 -4.91e+07 -3.28
혼합용도 인덱스2 -2.36e+07 -1.91

연도별

매매가

2010 -1.41e+07 -1.22 -1.39e+07 -1.14 -1.39e+07 -1.14

2011 -5285762 -1.57 -5352522 -1.33 -5226340 -1.32

2012 -1.89e+07 -5.58  -1.92e+07 -4.87 -1.89e+07 -4.67

지역별

GBD 6282467 2.26 2281546 0.53 2750092 0.59

YBD 1779337 1.11 2144662 0.91 -31150.57 -0.01
other 4691861 1.02 5598023 1.42 4478448 0.99

* 연도별 매매가 더미 기준: 2008년, * 지역별 더미 기준: CBD
* R-Sq: Model3-0.357, Model4-0.362, Model5-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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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서울 시내 중심)와 B 건

물은 면적이 아주 큰 동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둘

째, A와 B 건물 모두 건물 특성이 동일하고 같은 

동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A 건물의 해당 동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해당 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비해 B 건물은 같은 동

의 경계 바로 안쪽에 위치하면서 인접동과 지리

적으로 가깝기에 인접동의 지역적 특성을 더 많이 

받는 경우이다. 이때 과연 B 동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해당 동 변수 값을 쓰는 것이 적

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Model6과 Model7은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볼 수 있는 예라 여겨진다. Model6에서는 오피스 

건물이 위치한 동의 인구와 총 종사자수를 고려하

였는데, 두 변수 모두 양의 관계를 보여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Model7에서는 1km 

범위 내 주거지 연면적 대신 인구, 오피스 연면적 

대신 오피스 종사자수, 리테일쇼핑용도 연면적 대

신 소매업종사자수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하

지만, Model7에서도 세 변수 모두 토지가격과 양

의 관계를 보여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

다. 

5. 결론

본 연구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GIS기술

을 이용하여 공간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한 것

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의 하나인, 공간

구조 자체를 측정하기 보다는 경제사회변수와 같

은 통계변수를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했

을 경우의 문제점을 넘어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대도시권 차원의 도시공간구조를 

광역차원(Marcro-level)에서 분석한 것이 많은데 

비해, 미세차원(Micro-level)에서 특정 오피스 건

물의 주변지역 공간구조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

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정교한 GIS 데이터

표 5. 실증분석 세부결과(Model6, Model7)

Variable
Model6 Model7

Coef. t-value Coef. t-value

상수 -5.35e+08 -3.83 -5.36e+08 -3.69
건축 연면적(GFA) -49.26938 -2.10 -50.77253 -1.98

건축년도 292257 4.12 292053.3 3.89
해당동 인구수 520.818 0.57 463.3976 0.52

해당동 종사자수 83.89296 0.74
해당동 오피스 종사자수 43.40674 0.25
해당동 리테일 종사자수 726.9898 0.98

연도별

매매가

2010 -1.21e+07 -1.10 -1.25e+07 -1.15

2011 -5545693 -1.06 -6281123 -1.39

2012 -1.59e+07 -2.03 -1.69e+07 -2.55

지역별

GBD -1.92e+07 -0.97 -1.75e+07 -0.91

YBD -3.16e+07 -1.67 -2.81e+07 -1.65
other -3.50e+07 -1.21 -3.25e+07 -1.14

* 연도별 매매가 더미 기준: 2008년, 지역별 더미 기준: CBD 

* R-Sq: Model1-0.222, Model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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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분석을 통해서 토지이용현황(도시개발패

턴)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을 함으로써, 광역차원 

연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특히 각 개별 필지의 토지이용을 확인하여 해당 

건물의 용도를 크게 거주, 오피스, 리테일쇼핑, 기

타로 분류한 후 이들을 단순히 2차원적 분석에 머

문 것이 아니라, 각 건물의 높이를 계산하여 3차원

분석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

별 각 대지면적이 아닌 연면적을 계산할 수 있었

다. 이는 공간의 이용정도와 그 밀도까지 고려한 

방법론이다.

둘째, 3차원 자료와 혼합용도 측정 변수를 통해 

용도 혼합이 오피스 건물과 같은 부동산시장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허핀달 인덱스를 사용하

여 토지이용 혼합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용도혼합은 오피스 건물가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뉴어버니즘에서 강

조하는 복합용도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커뮤니

티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뉴어버니즘은 교외화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

으며 복합용도개발, 대중교통 중심, 보행자 우선, 

소셜믹스, 근린주구 등의 계획원칙을 통해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1999). 뉴어버니즘 계획요소의 하나인 

복합용도개발의 효과에 대해, 주변 토지의 복합적 

이용이 1~2인 가구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증적 연구가 존재하며(Yan Song et al., 

2004), 이 연구에 의하면 공원과 상업용도 그리

고 서비스산업이 주변에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상

승한다고 한다. 또한 Cervero(1996)는 복합용도이

용과 통근 수단 선택을 실증 분석하면서 복합용도

이용이 보행을 촉진함을 밝혔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역시, 복합용도개발의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

다. 복합용도개발이 오피스 건물가치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은 복합용도개발의 효과가 서울 오

피스 시장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속가능

한 복합용도개발의 유효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뉴

타운 건설과 같은 도시계획 개발에 있어서 복합용

도개발 방식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도화된 GIS 기술을 사용한 토

지이용현황분석과 도시 공간구조 연구의 세밀한 

계량화를 통해 도시 및 지역계획에서 향후 도시의 

미래 모습에 어떤 용지가 필요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개발 및 계획의 견지에서 적정

한 용지 공급을 통한 적정 수준의 개발 방식을 유

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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