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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2013년 개별공지시가 자료를 활용하여 대구시 중구를 사례로 대도시 도심의 토지용도별 지가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가구조가 토지용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심의 지가는 좁은 공간에

도 불구하고 필지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이것은 상업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가의 거리조락 역시 상업용지는 매우 크게 나타나지만,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는 거리조락 현상

이 거의 없다. 주거용지와 주상복합용지는 지가최고점(PLVI)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지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분화구 현

상이 발견된다. 선형화한 지가함수의 회귀식에서도 상업용지와 업무용지는 지가의 거리 설명력이 크지만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는 거리 설명력도 미미하고, 특히 기울기가 음이 아닌 양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상

정되어 온 지가구조는 상업용지에는 유효하지만,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가함수에 의한 토지용도의 분화 예측은 실제 토지이용 상황에 상당히 부합하여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의 현실적 적

합성이 확인된다.

주요어 : 도심, 토지이용, 지가구조, 지가함수, 개별공시지가

Abstract : Most textbooks of urban geography explain that land value drops down with distance from 
the Peak Land Value Intersection of urban center. However, There is little rigorous empirical work sup-
porting this belief. Using the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data of 2013, this paper examines the 
structure of land value in urban center with a focus on spatial distribution of land value by land use. As 
an analytic result, the structure of land price varies between land uses, significantly being different from 
the classical model of land value in urban space. In residential lands and mixed-use lands for residence 
and commerce, land price gradient as a function of distance from PLVI is positive and a crater phenom-
enon even is identified in spatial distribution of land value. The classical model coincides only with land 
for commerce and office. Nonetheless, predict of land uses by land value function fairly corresponds to 
Alonso’s model.

Key Words :  urban center, land uses, structure of land value, land value function, publicly notified indi-
vidual lan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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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도시는 다종·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

간이지만, 경제활동의 공간배치에는 흔히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된다. 대부분 도시에는 사무기능과 

고차 상업기능이 밀집한 도심이 있고 그 주변에 

주거지역이 형성된다. 도시공간구조라고 하는 이

러한 토지이용구조를 경제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특정입지의 토지가 갖는 효용성, 

즉 가치이며, 구체적으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

가로 표현된다. 도시공간구조 분석에서 지가가 널

리 사용되어 온 이유는 지가가 토지이용과 이용가

치를 반영하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발전적 동태를 

반영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김감영·이윤미, 

2013; 박지은·구동회, 2011).
이와 같은 도시 토지이용에 대하여 우리는 일반

적으로 농업적 토지이용과 같이 도심으로부터 거

리가 멀어질수록 토지의 단위 면적당 지대가 낮아

지며 이러한 경사도의 차이에 따라 사무실과 은

행, 호텔, 그 외 상업시설들이 중심부에 가까운 곳

을 점유하고 그 바깥에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 

배열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설명의 근저는 도

시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도시 내부에서 그 토지가 갖는 위치적 접근성이

며, 접근성이 우수할수록 높은 지대를 얻을 수 있

고, 지가는 그 지대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다는 이

론이다.

특히 도시의 어떤 곳보다 접근성이 우수한 도

시 중심부의 토지이용과 지가구조는 도심의 위치

적 이점에 의해 설명된다(Hartshorn, 1992). 도시 

중심부의 지가 분포에 대한 일반적 모델은 접근성 

이점이 큰 도시 중심부에서 매우 높은 지가가 형

성되지만 지가최고점(Peak Land Value Intersec-
tion, 이하 PLVI)를 정점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거

리 안에서 지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이다. 그

리고 입지경쟁이 치열한 도시 중심부에서 이러한 

지가경사(land value gradient)는 입지활동에서 차

지하는 접근성의 중요도에 따라 용도별로 그 구조

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도심의 중핵부는 지대지불

능력이 가장 큰 상업용도가 점유하게 되고, 그 주

변부는 지가경사가 상업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주거용도나 공업용도가 배열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매우 일반화되어, 역설적

으로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도심에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별로 없다.1) 적어도 최근 우

리나라 대도시 도심의 토지이용과 지가분포를 이

해하는데 일반 모델의 설명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런 점에

서 본 연구는 대구시 도심의 지가구조에 대한 분

석을 통하여 기존의 일반화된 교과서적 설명이 현

실에 얼마나 부합한지 경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가설과 문제의식은 도심의 지가구

조가 그와 같이 일면적이거나 단선적이지 않으며 

토지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은 대구시 중구

를 사례로 대도시 도심의 지가구조에 관한 다음의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도심 내부의 

토지용도별 지가 변동성의 차이 및 거리조락 양상

에 대한 고찰, 둘째, 도심 내부의 지가구조 설명에 

있어 준로그 지가함수 모형과 로그-로그 지가함

수 모형의 적합성 비교 및 토지용도별 지가함수의 

형태와 거리 변수 설명력에 관한 분석, 셋째, 지가

함수에 의한 토지용도 분화 예측 및 실제 토지이

용 상황과의 비교·분석이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대구시 중구의 2013년 

개별공시지가 자료이다. 대구시 중구는 대구시의 

CBD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면적이 대구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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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0.8%, 약 7㎢에 불과한 전형적인 대도시 도

심부 행정구역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개별공

시지가 자료는 총 26,154필지의 토지이용 및 지가

에 관한 자료이며, 개별공지지가 원자료(raw data)
에서 분필, 합필 등으로 수치지도의 위치 정보와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2)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정보가 표준지로 선정된 

일부 토지에 한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비하여 과

세대상이 되는 모든 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을 하는 데 유리하다. 도시

지가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행정동이나 법정

동을 분석 단위로 합계한 지가 자료를 사용하거나 

표준지공시지가를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 자료

는 획득도 쉽지 않고 방대하여 개별공지지가를 분

석 자료로 활용한 연구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가를 분석하는 경우 

자료가 방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은 대단히 어

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도심과 같이 한정된 공간

에 대한 분석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것

이 표준지공시지가보다 훨씬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토지용도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공

지지가의 분류체계를 따른다. 그러나 공시지가에

서 주거용으로 분류하는 주거용 나지와 주거용 기

타는 주거용에서 제외하였다. 이것은 이와 같이 

토지들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

라 단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이라는 이

유에서 공지지가 조사에서 주거용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3) 상업·업무용 나지, 상업·업무용 기

타, 주상복합용 나지, 주상복합용 기타 등도 마찬

가지인데, 공시지가에서는 실제 이용 상황과는 달

리 모두 상업·업무용, 주상복합용으로 대분류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상업·

업무용, 주상복합용에서 제외하고 본래의 나지와 

기타로 대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토지용도를 상업용, 업무용, 주거용, 주상복합용, 

나지, 기타 등 6개의 용도로 분류하며 주거용에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포함

된다. 

논문의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전반

부에서는 먼저 도시지가와 토지이용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 다음 대구시 중구의 전반

적 토지이용상황과 지가분포에 대하여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도심부의 토지이용으로 가장 대비

되는 상업용과 주거용 토지의 지가구조를 중심으

로 상업용, 업무용, 주거용, 주상복합용 간에 거리

에 따른 지가의 분포 특성과 지가의 공간적 변이

에 대한 거리의 설명력을 비교·고찰한다. 아울러 

PLVI로부터 거리에 따른 지가 변화를 측정하는 

로그-로그 모형의 지가함수를 적용하여 토지용도

별 지가구조를 분석한다. 

2.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 

1) 도시지가와 토지이용에 관한 이론

(1) 지대와 토지용도의 결정

도시 토지이용에 관한 고전적 일반 이론은 도

시 주변의 특정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재배작물

의 유형이 농산물 판매가격에서 생산비와 운송비

를 차감한 지대에 의해 달라진다고 하는 폰 튀넨

(von Thünen)의 농업입지모델과 흡사한 논리를 

갖는다. 단핵의 도시공간구조에서 기업과 가계는 

CBD까지의 교통경비나 교통시간 측면에서 교통

비용이 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CBD에 근접한 

토지에 기꺼이 더 높은 가격을 입찰한다. 이때 특

정 토지의 입찰가격은 그 토지의 위치로부터 얻게 

되는 초과 이윤이 ‘0’이 됨으로써 그 입지와 다른 

모든 가능한 입지 간에 차이가 없어지는 데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최대입찰가격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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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교통비를 고려할 때 입찰가격은 CBD에서 멀

어질수록 낮아지고, 토지이용은 최대입찰가격을 

제시하는 용도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교통비가 소요되는 공간에서 소비자 

예산제약의 기본 형태는 등식 (1)과 같다.

y=P(t)q+k(t)+pzz  (1)

여기서 y는 수입, P(t)는 경제활동의 입지로부

터 t만큼 떨어진 토지의 단위 가격, q는 토지의 양, 

k(t)는 거리 t의 통근비용, pz는 복합재 z의 가격, Z
는 복합재의 양이다. 이 등식은 개인이 자신의 수

입을 할당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포함한

다. 토지가격을 중심으로 재정리하면 등식 (2)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통근비가 증가할수록, 즉 

CBD에서 멀어질수록 입찰가격이 낮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Atack and Margo, 1996).

P(t)=
y-pzz-k(t)

q  (2)

W. Alonso의 입찰가격곡선(bid price curve)는 

이러한 논리에 바탕을 두고 토지이용과 지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알론소는 소비자 효용

극대화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 토지의 입찰가격곡

선을 도출하였다(이정전, 1991). 알론소는 본래 농

지에 적용되었던 폰 튀넨의 입지차액지대론을 발

전시켜 도시 내에서 지가와 교통비용 간의 함수 

관계를 설명하였다. 단핵도시를 가정한 이 모형에

서 입찰가격곡선는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하

락하는 지대를 반영한다(채미옥, 1997). 
알론소(Alonso, 1972)의 설명은 이러한 가격경

사가 토지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세 

가지 유형(농지, 주택지, 기업 용지)의 토지이용을 

비교하여 기울기에 따라 도시의 중심부에는 기업

이, 그 바깥에는 주택이, 그리고 그 주변에 농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았다.5) 지가경사에 따라 토지

용도 간에 가격곡선의 교차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어진 지점에서 입찰가격이 가장 높은 용도가 최

선의 토지이용이 된다. 잠재적 토지이용자들의 경

쟁적 입찰에 의해 모든 입지의 가격이 결정되고, 

가장 높은 입찰이 각 입지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찰가격모형은 비교적 쉽고 단순한 논

리로 도시의 토지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교과서

적이라고 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도

시공간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이

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는다(Hartshorn, 

1992). 비판은 우선 다핵화하는 도시공간구조의 

측면에서 제기된다. 도시가 다핵구조일 때, 거리

에 따른 인구밀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지가 역시 

일정한 비율로 변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입찰가격모형에서 유연한 토지이용과 개인 및 

시장 균형에 의해 최적의 이용 조합이 만들어진다

고 가정하지만 시장경제에서 부동산 소유자는 토

지이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최적 할당을 방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점지대나 절대지대의 개념 역시 입찰가격 모

형에서 제시하는 토지할당체제의 불완전성을 제

기한다. 예컨대 자본은 전형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 가장 이윤이 큰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독점지대와 절대지대가 더 중요

하며 입찰가격 모형이 기초하는 차액지대가 덜 중

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Harvey, 1973). 그러나 이

러한 이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입찰가격 모형은 

도시 토지이용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Ahlefeldt, 2011). 이것이 최근에도 많은 

연구들이 입찰가격모형에 입각하여 도시지가와 

토지이용을 분석하는 이유이다. 특히 본 연구는 

도심을 연구지역으로 하는 만큼 단핵적인 모형을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2) 지가함수

토지이용이나 공간구조와 관련된 도시 연구에

서 지가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 자료이다. 이것은 

도시의 시공간적 역동성이 지가에 잘 반영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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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러한 도시지가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는 

분석 도구가 지가함수이다. 그리고 지가함수에서 

지가경사(land value gradient)의 추정은 핵심적 주

제이다.6) 지가경사의 추정은 거리와 지가를 함수 

관계로 보고 준로그(semi-log) 모형 또는 로그-로

그(log-log) 모형을 적용한다. 

준로그 모형은 흔히 인구밀도경사함수로 알

려진 등식 (3)과 같은 Clark(1951)의 음지수함수

(negative exponential function) 모형을 지가 분석

에 적용하여 인구밀도와 마찬가지로 도심으로부

터 거리에 따라 지가가 음지수 형태로 낮아진다는 

것을 가정한다(송병락·밀즈, 1980; 윤갑식·이갑

정, 2013). 이와 같은 준로그 모형은 등식 (3)와 같

은 지수함수식이 되고,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등식 (4)와 같은 선형 함수식으로 바꿀 수 있다. 

Px=P0·e-gx  (3)
lnPx=lnP0-gx  (4)

여기서 Px는 도심의 지가최고점으로부터 거리 x
인 지점의 지가, P0는 도심의 최고지가, g는 지가 

경사도이다.

로그-로그 모형은 PLVI로부터 거리가 일정 비

율 멀어짐에 따라 지가가 일정 비율 낮아진다는 

가정 하에 도심으로부터 x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

의 지가를 등식 (5)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비

선형 모형 역시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등식 

(6)과 같이 된다.

Px=P0·x-g  (5)
lnPx=lnP0-glnx (6)

준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 가운데 어느 것

이 더 우수한지 말하기는 곤란하다. 지가분포와 

경사도가 도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모형이 함의하는 거리와 지가의 기본적

인 관계는 도시공간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더 복

잡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Dale-Johnson and Brz-
eski, 2001). 다만,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대체로 

로그-로그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는 것이다.7) 본 

연구에서도 두 가지 모형을 모두 적용하여 적합도

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로그-로

그 모형이 거리에 따른 지가 변화의 설명력과 통

계적 신뢰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본 연

구에서도 이러한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하여 연

구목적에 제시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도시지가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고찰9)

우리나라의 지가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박지은·구동회, 2011). 특히, 1990년
대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가에 관한 연구가 

크게 늘어났다(이동본, 2008). 상세한 지가 자료

의 획득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됨에 따라 미시적 공간단위 

분석과 시계열 분석 등 다양한 시공간적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구동향을 보면, 다양한 주제들이 다

루어지고 있지만 지가를 지표로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와 지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즉 지

가형성요인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크다. 지가와 

도시공간구조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전술

한 바와 같이 대부분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 전체

를 대상으로 하며 도심 내부의 지가구조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지가연구에서 대부분 도심은 면을 가진 공간

이라기보다는 도시공간구조의 정점으로 인식되

고, 도심 접근성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의 

초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도심 

내부의 지가구조가 갖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심

을 갖지 않는다.

도심은 지가구조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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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구조에 대한 분석은 주로 CBD의 경계를 설

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남

영우(1976)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지가급변점을 

기준으로 CBD를 정하거나 최고지가에 대한 일정

비율로 CBD를 결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박지은·구동회, 2011). 이와 같이 CBD의 범위

를 정하는 과정에서 도심 내의 지가분포 등에 대

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구의 목적이 

CBD 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통해 도심 

내부에서 지가분포와 토지이용패턴 간의 관계 등

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도심의 지가구조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부산시 도심지가의 분포특성을 분석한 이동본

(2008)의 연구는 드물게 도심의 지가와 도심기능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심

기능과 비도심기능의 분포를 기준으로 도심 경계

를 설정하고 블록별로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를 적용, 도심기능과 지가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는

데, 도심기능과 지가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는 것 외에 지가구조와 도심의 토지이용패턴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도심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연구 사례로 여옥

경·이용배(2013)의 서울 부도심(강남과 영등포)

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부도심

의 공간구조적 특성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 즉 지

가형성요인의 분석으로 도시지가에 대한 연구 중 

드물게 개별공지지가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

나 개별 필지 단위로 분석하지 않고 행정동 단위

로 자료를 합계하여 분석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갖는 장점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

지가와 도시공간구조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분석도구는 지가함수이다. 국내에

서 지가함수를 이용해 도시의 지가구조 분석을 처

음 시도한 것은 송병락·밀즈(1980)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송병락과 밀즈의 연구는 1980년대 이

후 우리나라에서 도시지가 연구, 특히 지가함수

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이선주, 2005). 이 연구는 인구밀

도함수와 마찬가지로 지가가 도심으로부터의 거

리와 함수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서울, 부산, 대

구, 인천 등 4개 도시에 대한 준로그 형태의 지가

함수를 추정하였다. 송병락과 밀즈의 연구 이후 

지가함수를 적용한 도시지가에 관한 많은 연구들

이 이루어졌는데, 지가함수를 이용한 연구들은 연

구목적이 지가함수 추정 그 자체 있는 것이 아니

라 지가함수를 통해 도시공간구조의 모습을 보고

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심접근성만을 고

려한 단핵모형 혹은 부도심으로부터의 거리도 감

안하는 다핵모형을 통해 지가의 공간적 변이에 대

한 거리 변수의 설명력을 계산하여 도시구조가 

단핵인지 다핵인지를 고찰한다(김감영·이윤미, 

2013).
지금까지 연구에서 우리나라도 대부분 서구와 

마찬가지로 지가형성에 대한 도심접근성의 설명

력, 즉 지가함수의 설명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작

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송병락·밀즈, 

1980; 김성수, 1989; 조재성, 1995; 채영식, 1997; 
채미옥, 1998; 정현·윤창훈, 2002; 정현, 2003; 
이선주, 2005).10) 이는 우리나라 도시가 공간적으

로 확장하면서 도심 외곽의 지가가 상승하고 부도

심의 성장으로 다핵화되는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11)

토지용도를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는 몇몇 연구

들에서는 토지용도에 따른 지가함수의 설명력 차

이를 볼 수도 있는데, 대체로 주거용지가 상업용

지에 비해 지가함수 설명력이 높다(송병락·밀즈, 

1980; 조재성, 1995; 채영식, 1997; 정현·윤창훈, 

2002; 정현, 2003; 이선주, 2005).12) 즉, 도심으로

부터의 거리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업용지

에 비해 주거용지가 더 크다는 것이다. 주거용지

가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상업용지는 몇몇 

상업중심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단핵모형의 지가

함수 설명력이 낮아졌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연구들과 다른 분석결과를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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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있다. 강창덕(2011)은 1996~2007년까지 

서울시 토지가격에 대한 연구에서 주거용과 상업

업무용 토지를 나누어보면 지가함수가 크게 달라

지며, 상업업무용이 주거용 보다 지가함수의 결정

계수가 훨씬 높게 나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상업업무용 토지의 지가 분포가 주거용에 비하여 

단핵모형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

것에 대해 주거용 토지가격은 도심에서 멀어도 높

은 반면, 상업업무용 토지는 상대적으로 도심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다.13)

이와 같은 상충되는 연구결과는 도시의 규모, 

도시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과 성장 단계, 분석의 

시간적 범위의 차이 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

러나 선행연구의 어떤 결과이든, 그것은 도시 전

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본 연구와 같이 한정

된 도심 내부의 상업용과 주거용 토지의 지가구조

에서도 적합한지 이들 연구로는 분명하지 않다. 

지가함수는 이러한 도심으로부터 거리의 지가

설명력이나 도시공간구조의 단핵 혹은 다핵구조 

문제 외에도 도시공간의 교외화 특성을 진단하는 

분석기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전병혜 등(2008)
은 수원시를 사례로 단핵모형의 지가함수를 통해 

교외화에 따라 도심보다 외곽지역에서 지가의 상

승폭이 증가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윤미(2012)도 우리나라 82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가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각 도시의 교외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김감영·이윤미(2013)
는 단핵모형의 지가함수를 이용하여 앞에서와 같

이 82개 도시의 지가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

에 의하면 모든 도시에서 지가와 거리가 음의 상

관관계를 보여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

라 지가가 감소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나 지가함

수의 설명력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대체로 

수도권 소재의 도시들은 지가함수의 설명력이 낮

은 반면,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의 지방중심도시들

은 지가함수의 설명력이 높았다.

3. 대구시 중구의 토지이용과 지가구조

1) 토지이용 현황

2013년 현재 대구시 중구의 토지이용은 면적 

기준으로 주거용 28.2%, 상업용 29.2%, 업무용 

4.7%, 주상용 5.8%, 공공용지 5.3%, 나지 4.2%, 

기타 22.7%이다. 필지 수로 보면, 주거용이 전체 

26,154 필지의 37.3%로 가장 많고 상업용 토지가 

그 다음으로 35.4%이다. 주거용 필지의 90%는 단

독주택용지이다. 업무용 필지는 1.1%에 불과한

데, 다른 토지용도에 비해 그만큼 필지 규모가 크

다고 할 것이다. 2000년의 토지이용 상황과 비교

하면 주거용, 상업용, 주상용 토지 면적은 줄어들

고 업무용과 나지, 기타 용도의 토지는 증가하였

다. 특히 나지와 기타 용도의 토지가 상당히 증가

한 것은 도심의 토지이용 변화에 주목되는 현상이

다.

상업용 토지가 많기는 하지만 도시의 최고 중심

부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의 비중은 낮은 반면 주

거용도의 토지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

실상 주거용에 가까운 주상복합용도의 토지를 합

산하면 주거용이 대구시 중구의 1/3 이상을 점하

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도심 인구의 분산과 도심 쇠퇴 현상에도 불구하고 

그림 1. 대구시 중구의 토지이용 현황(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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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주거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의

미한다.14)

주거용 토지의 용도를 세분하여 보면, 단독주택

이 전체 주거용 토지의 66.2%, 아파트가 31.5%으

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

택은 각각 0.5%, 1.7%에 불과하다. 지난 2000년

과 비교하면 단독주택은 10% 이상 감소하였고 대

신 아파트로 이용되는 토지가 13% 이상 크게 증가

하였다. 이것은 낡은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지역이 재개발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화되었기 

때문이다.15)

공간적으로는 주거용, 주상복합용과 상업용, 업

표 1. 주거용 토지이용의 주택유형별 비율 (단위: %)

 용도

연도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2000 78.6 1.0 2.6 17.9
2013 66.2 0.5 1.7 31.5

그림 2. 토지용도의 공간적 분포

주거용 상업용

주상복합용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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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간에 분포 패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우

선 상업용지는 PLVI를 중심으로 동측으로는 반경 

500m 이내, 서측으로는 반경 1,000m 이내에 밀

집된 형태를 보인다. 반면에 주거용지는 그 바깥

에 분포하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이다. 주상복합

용도 기본적으로 주거용과 같은 분포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용지의 분포 범위는 상업용지가 

밀집된 공간적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다만, 업무

용지는 상업용지에 비해 필지 수가 훨씬 작고 분

산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 상업용지는 밀집된 

지역 이외에 가로망을 따라 분포하고 있지만 업무

용지는 그와 같은 현상은 없다. 결과적으로 대구

시 중구 토지이용의 공간적 패턴 크게 상업·업무

용지와 주거·주상복합용지를 구분되면서 상업·

업무용지가 도심의 중심부를, 주거·주상복합용

지가 그 바깥의 도심 주변부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업용지의 밀집지역의 도심에서도 중

핵부에 해당한다.

2) 토지용도별 지가 분포

201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대구시 중구의 평

균 지가는 1,428,983원이며 최고지가 22,200,000
원, 최저지가 138,000원이다. PLVI은 상업용지

로 중구 동성로 2가의 중앙대로와 동성로가 교차

하는 지점이다. 전체적으로 평균지가는 업무용지

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상업용지, 나지, 기타용

지, 주상복합용지, 주거용지의 순이다. 주거용지

의 평균지가는 평균지가가 가장 높은 업무용지의 

약 1/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나지의 지가가 주거

용지에 비해서 훨씬 높은데, 이것은 나지 중에 주

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이거나 업무용인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타용지 평균지가가 주거용

지보다 높은 것도 나지와 같은 경우이다.16)

최고지가와 최저지가 간에는 무려 160배가 넘

는 큰 격차가 있다. 면적이 불과 7㎢밖에 되지 않

은 좁은 지역에서 지가의 차이가 160배가 넘는다

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 약간의 차이에도 지

가가 크게 변동하는 도심의 특수한 공간적 상황

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

동과 격차는 일부에 한정되며 가격분포를 세분하

면 지가 50~100만원이 50.7%, 100~250만원이 

29.0%로 50~250만원 사이에 전체 필지의 80% 이

상이 분포한다. 그러나 토지용도에 따라 많은 차

이가 있다. 주거용지는 91.8% 이상이 100만원 이

하이지만 상업·업무용지는 84.8%가 100만원 이

상이다. 

그림 4를 보면 지가의 분산 정도가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에 비해 상업·업무용지나 나지가 작

은 것으로 나타난다. 토지용도에 따른 지가의 분

산 정도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통

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데, 표준편차가 분산의 

정도를 절대적으로 나타내준다면, 변동계수는 사

례 수가 다른 경우에도 분산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표 2. 토지용도별 평균지가 및 최고·최저 지가 (단위: 원)

평균지가 최고지가 최저지가 표준편차 변동계수

전체 1,428,983 22,200,000 138,000 1849785.7 1.29

주거용지 653,942 2,850,000 346,000 177958.7 0.27
상업용지 2,588,483 22,200,000 512,000 2648714.1 1.02
업무용지 2,929,527 11,500,000 645,000 1925354.0 0.66

주상복합용지 886,058 3,030,000 448,000 252842.2 0.29
나지 1,090,718 7,010,000 437,000 757655.8 0.69

기타용지 958,231 7,900,000 429,000 619851.2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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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이희연, 1991). 대구시 

중구의 토지용도별 지가의 변동계수를 보면, 상업

용지가 1.02로 가장 크고 주거용지와 주상복합용

지가 각각 0.27, 0.29로 가장 작다. 업무용과 나지, 

기타용지는 0.65~0.66으로 상업용지보다 작고 주

거용지보다는 크다. 즉, 도심 공간 내에서 상업용

지의 지가 변동성이 가장 크고 주거용지나 주상복

합용지는 상대적으로 지가의 변동성이 작다는 것

이다. 이런 변동성은 상업용지와 업무용지 간에도 

차이를 보인다. 업무용지의 지가 변동계수는 상업

용지의 거의 절반 수준인데, 그만큼 업무용지의 

지가가 상업용지에 비해 가격대의 변동성이 작다

는 것을 나타낸다.

3) 지가의 거리조락 패턴

PLVI로부터 100m 단위의 거리구간별 지가

의 평균값을 보면, 대구시 중구의 지가는 전체

적으로 300~400m 구간까지 지가가 급속히 하

락하고 그 이후 구간에서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평균지가가 100~200m 구간

에서는 0~100m 구간(PLVI로부터 100m 이내

의 거리)의 73%, 200~300m 구간에서는 45%, 

300~400m 구간에서는 29% 수준으로 떨어지는 

반면, 400~500m 구간에서는 0~100m 구간의 

26%, 500~600m 구간에서는 16% 수준으로 낮아

진다. 즉, 가격 하락의 급변점이 있는 300~400m
까지는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의 영향력이 크

게 작용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거리의 영향력이 약

그림 3. 토지용도별 지가 수준 (단위: %)

주)  1: 50만원 이하, 2: 50~100만원, 3: 100~250만원 4: 250~500만원, 5: 500~1,000만원, 6: 1,000~1,500만원, 

7: 1,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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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업무용지

주거용지 주상복합용지

기타용지 전용도

그림 4. 토지용도별 지가의 거리조락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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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가의 거리조락은 토지용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상

업용지는 거리조락에 크게 나타나지만, 주거용지

나 주상복합용지는 거리에 따른 지가 변화가 별

로 없다. 상업용지 지가의 거리조락은 지가의 전

체적인 거리조락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

다. 상업용지의 평균지가는 PLVI로부터 거리에 

따라 100~200m 에서는 0~100m 구간의 75%, 

200~300m에서는 48%, 300~400m에서는 34%
로 급격히 떨어지다가 400~500m에서는 29%, 

500~600m에서는 19%, 600~700m에서는 16%

로 완만하게 낮아지고, 700~800m 구간부터는 

거리가 멀어져도 지가에 큰 변화는 없다. 오히려 

1,200~1,300m 구간에서는 지가가 상승한다. 

업무용지는 PLVI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나

타나지 않는데 지가의 하락 정도가 상업용지에 

비하여 작기는 하여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가

가 낮아지는 추세를 분명히 보인다. 업무용지는 

800~900m 구간부터 지가의 하락이 거의 나타나

지 않으며, PLVI로부터 400m 이상의 구간에서는 

업무용지의 평균지가가 상업용지보다 더 높게 형

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업용지와 업무용지에 비해 주거용

지와 주상복합용지는 평균지가가 매우 낮고 PLVI
로부터 거리가 증가하여도 거의 하락하지 않고 있

다. 환언하면 지가에 미치는 거리의 영향력이 미

미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거용지와 주상복합

용지의 지가가 거리에 따라 전혀 변화가 없는 것

은 아니다. 그림 5처럼 그래프의 Y축 지가 스케일

을 확대하여 보면, 거리에 따라 지가에 상당한 변

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주거용지의 경우 PLVI로
부터 300~400m 구간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거리

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구간별 평균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 주거용지의 최고지가는 PLVI로부

터 약 650m 떨어진 곳에서 나타지만,17) 평균지가

의 최고는 800~900m 구간에서 형성되며 전체적

으로 1,100~1,200m 이후의 구간이 그 앞의 구간

에 비해 더 높은 지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상복합용지의 거리 구간별 평균지가의 분

포도 주거용지와 유사하다. 우선 주상복합용지

의 최고지가는 PLVI로부터 약 450m 이격되어 있

으며,18) PLVI로부터 0~200m 구간에서는 주상

복합용지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평균지가가 

가장 높은 구간은 1,700~1,800m 구간으로 200 

~300m 구간에서 1차 peak, 1000~1100m 구간에

그림 5. 주거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지가의 거리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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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낙타 등 모양의 2차 peak를 거치면서 PLVI로부

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평균지가가 상승하

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는 

거리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PLVI로부터 900 
~1,000m 이내의 제한된 범위에서 나타나며, 대

구시 중구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영향력은 오히려 

역방향으로 도심공동화에 의해 도심의 인구밀도

가 더 낮고 주변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른바 분화구 현상이 도심 주거용지와 주상복합

용지의 지가구조에서는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4. 지가함수: 토지이용과  

지가구조의 관계 

1) 지가함수 모형의 적합성과 설명력

도시 지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 논의한 것처

럼 지가함수는 준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으

로 구분된다. 지가에 대한 설명력에서 어떤 모형

이 더 적합한가에 대하여 일관된 연구결과는 없지

만 대체로 준로그 모형보다 로그-로그 모형의 적

합도가 더 높다는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도 두 모

형의 지가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한 다음, 적합도

가 높은 모형을 적용하여 토지이용과 지가구조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토지용도의 구분 없이 모든 토지에 대하여 

PLVI로부터 거리를 독립변수로 하고 토지가격을 

종속변수로 한 단핵 모형의 지가함수를 적용한 결

과, 로그-로그 모형이 준로그 모형보다 적합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표 3은 준로그 모형과 로그-로

그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준로그 모형과 로

그-로그 모형은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으로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F-값을 보면, 로그-로그 

모형이 준로그 모형에 비해 2배가량 더 커서 모형

의 적합도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의 설

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의 값 역시 준로그 

모형은 0.229. 로그-로그 모형은 0.338로 로그-

로그 모형이 더 크다. 즉, 준로그 모형은 대구시 

중구 전체 토지가격의 변화를 22.9% 설명하지만 

로그-로그 모형은 그 보다 10% 이상 높은 33.8%

를 설명한다는 것이다.19)

이와 같은 준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의 통

계적 유효성과 설명력의 차이는 각 토지용도별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나타난다. 표 3을 보면, 준로

그 모형이든 로그-로그 모형이든 모든 토지용도

에서 1% 유의수준의 통계적 유효성을 갖는다. 그

러나 모든 용도의 토지에서 준로그 모형의 F-값

보다 로그-로그 모형의 F-값과 결정계수 R2의 값

이 이 더 크다. 즉, 모든 용도의 토지에서 로그-로

표 3. 지가함수 회귀모형의 적합성 비교

 회귀모형

토지용도

준로그 모형 로그-로그 모형

R2 F-value 유의확률 R2 F-value 유의확률

전용도 0.229 7765.887 0.000 0.338 13353.979 0.000
상업용지 0.222 2643.094 0.000 0.359 5714.758 0.000
업무용지 0.291 114.691 0.000 0.376 168.356 0.000
주거용지 0.005 50.338 0.000 0.005 51.395 0.000

주상복합용지 0.005 9.153 0.003 0.006 11.368 0.001
나지 0.129 209.214 0.000 0.168 286.154 0.000

기타용지 0.067 201.518 0.000 0.100 312.74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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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형이 준로그 모형보다 더 적합하다.

그러나 로그-로그 모형이라고 하여도 토지용

도에 따라서 지가함수는 크게 달라진다. 상업용지

와 업무용지는 지가함수의 설명력이 뜻하는 결정

계수 R2가 각각 0.338, 0.359에 달하는 반면, 주거

용지와 주상복합용지는 0.005, 0.006에 불과하다. 

즉, 상업용지와 업무용지는 PLVI로부터 거리가 

지가 형성의 33~35%를 설명하지만 주거용지와 

주상복합용지는 0.5~0.6%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 도심에서 상업용지와 업무

용지의 지가 결정에서 거리 변수는 매우 중요하지

만, 주거용지와 주상복합용지의 지가 형성에 거리 

변수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2) 지가함수의 경사도와 토지이용 분화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에 의하면 토지이용의 

분화는 도시기능의 입찰지대곡선 기울기의 경사

도(gradient) 차이에서 발생한다. 경사가 급한 도

시기능과 경사가 완만한 도시기능이 서로 입지경

쟁을 할 때, 두 기능의 입찰지대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경계로 더 높은 지대를 생산하는 기능이 

입지하게 됨으로써 해당 기능의 토지이용이 이루

어지고, 결과적으로 토지이용의 분화가 나타난다. 

지대는 곧 지가에 반영되므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의한 이 같은 토지이용의 분화 과정은 지

가함수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가함수를 통해 대구시 도심에

서 실제로 이러한 토지이용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

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가함수는 설명력이 높

은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하여 대구시 중구에서 

가장 주요한 토지이용인 상업용지와 주거용지를 

대상으로 우선 분석하고, 도심의 고차중심기능에 

해당하는 상업 및 업무용지와 주거기능이 중심이 

되는 주거 및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도 지가함수

를 구하고 경사도에 따른 토지이용의 분화를 실제 

상황과 비교하였다. 

먼저 상업용지와 주거용지의 지가함수 회귀분

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절편(상수)과 자

연로그 값으로 치환되어 투입된 독립변수 ln(거

리)의 회귀계수 모두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20) 여기서 절편은 회귀분석에 의해 

PLVI로부터 거리가 0m인 지점의 추정된 지가의 

자연대수 값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독립변수 ln(거

리)의 회귀계수는 지가함수의 기울기가 된다. 이

에 따라 Y=ln(지가), X=ln(거리)라고 하면, 상업용

지와 주거용지 지가함수의 회귀식은 각각 다음 등

식 (7), (8)과 같다.

상업용지: Y=18.366-0.597X  (7)
주거용지: Y=12.971+0.055X  (8)

이 회귀식에서 기울기는 PLVI로부터 거리가 일

정 비율 멀어짐에 따른 지가의 변화율을 의미하

는데, 그림 4 토지용도별 지가의 거리조락 추세

에 의한 예상대로 상업용지의 지가함수 기울기는 

-0.597로 PLVI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지가가 낮아진다. 그러나 주거용지의 지가함수 기

표 4. 상업 및 주거용지의 지가함수 회귀분석 결과

구분 회귀계수 t-value 유의확률

상업용지
절편(상수) 18.366 337.982 0.000
ln(거리) -0.597 -71.936 0.000

주거용지
절편(상수) 12.971 239.613 0.000
ln(거리) 0.055 7.16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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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는 0.055로 음의 값을 갖지 않고 양의 값을 갖

는다. 즉, PLVI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지가가 상승한다. 이것은 흔히 상정하는 지가함수

의 기울기 형태와 전혀 다르다. 일반적으로 PLVI
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가가 하락하는 음의 

기울기를 가진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의 지대 곡선

이 다만 경사도의 차이에 따라 교차하면서 토지이

용이 상업용지와 주거용지로 구분되지만, 대구시 

중구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형상은 그림 6과 같다.

주거용지의 지가함수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갖더

라도 등식 (7), (8)에 의해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토

지이용이 분화되는 경계를 구할 수 있다. 방정식

을 풀면 그 경계는 ln(거리)=8.2745로 PLVI로부터 

거리가 약 3,922,56m 되는 지점이다.21) 그러나 이 

함수식의 절편(상수)은 거리에 따른 지가 변화율

에 의해 추정된 최고지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토지

이용 경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업용지의 지가함

수의 경우 실제로 존재하는 최고지가, 즉 PLVI의 

지가로 절편(상수) 값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상업

용지인 PLVI의 지가 2,2200,000/㎡를 대입하여 

절편(상수) 값을 보정하면, 상업용지의 지가함수

식은 Y=16.9156-0.597X이 되고, 이것에 의한 상

업용과 주거용 토지이용의 분화 경계는 ln(거리)= 

6.05, 즉 PLVI로부터 약 424.11m 거리의 지점이 

된다.22)

이것은 실제 토지이용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한다. 대구시 중구의 

토지이용 상황을 보면, PLVI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주거용 토지는 PLVI에서 314m 떨어져 있다. 

그러나 300~400m에는 주거용 토지 전체 필지의 

0.7%만이 분포하고, 주거용 토지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PLVI로부터 500~600m부터이다. 

500~600m 구간에서는 주거용지의 발생 빈도가 

400~500m 구간에 비하여 4배 이상 급증한다. 따

라서 PLVI로부터 거리 300~500m를 상업용도와 

주거용도의 토지이용 분화가 일어나는 곳으로 볼 

수 있으며 범위를 보다 축소하면 약 400m의 지점

이 될 것이다. 이는 전술한 지가함수에 의한 분석 

결과에 매우 근접한 거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업용과 주거용 토지이용의 이

와 같은 분화가 상업·업무용도, 주거 및 주상복

합용도에서도 나타나는가를 표 6과 같이 분석하

였다. 상업·업무용지와 주거·주상복합용지 회귀

분석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지가함수의 

설명력에 있어서는 상업·업무용지 R2=0.359, 주
거 및 주상복합용지 R2=0.003로 큰 차이가 난다. 

그림 6. 상업 및 업무용지, 주거 및 주상복합용지의 지가함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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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업무용지의 지가에는 거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주거 및 주상복합용지의 지가에는 거리

의 영향은 미미하며 다른 지가형성요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등식 (9), (10)과 

같은 회귀식을 구할 수 있다. 상업·업무용지의 지

가함수 회귀식은 상업용지만을 대상으로 구한 회

귀식에 비해 절편 값과 기울기 절대값이 크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 주거·주상복합용지 지가함

수 회귀식 역시 주거용지만을 대상으로 구한 회귀

식과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 

PLVI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가가 상승함을 나

타낸다. 그러나 그 경사도는 주거용지에 비해 다

소 완만하다.

상업·업무용지: Y=18.381-0.598X  (9)
주거·주상복합용지: Y=13.076+0.047X (10)

그림 6과 같이 (9)과 (10) 두 회귀식의 교차점, 

즉 상업·업무용과 주거 및 주상복합용의 토지이

용 분화가 이루어지는 경계 지점을 구하면 ln(거

리)=5.9529, 즉 PLVI로부터 거리가 약 384.87m 

떨어진 곳이 된다. 주거 및 주상복합용지는 PLVI
로부터 200~300m 거리 구간에서 처음 나타나는

데 그 발생 빈도는 매우 미미하다. 표 7에서 볼 수 

있을 것처럼 주거 및 주상복합용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500~600m 구간이다. 따라서 실

제 토지이용상황에서는 PLVI로부터 거리 200~ 

500m가 상업·업무용과 주거 및 주상복합용 토지

이용의 경계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지가함수에 의

표 5. PLVI로부터 거리에 따른 주거용 필지의 발생 빈도(N=9,775)

거리 발생 빈도 비율(%) 발생 빈도 누적 비율(%)

300~400m 0.7 0.7

400~500m 0.5 1.2

500~600m 2.3 3.5

600~700m 4.1 7.6

700~800m 7.0 14.6

800~900m 5.9 20.6

900~1,000m 6.0 26.5

1,000~1,100m 9.8 36.4

1,100~1,200m 12.1 48.5
1200m 이상 51.5 51.5

표 6. 상업·업무용지 및 주거·주상복합용지의 지가함수 회귀분석 결과 

구분 회귀계수 t-value 유의확률

상업·업무용지

절편(상수) 18.381 342.941 0.000
ln(거리) -0.598 -73.6090 0.000

R2=0.359, F=5342.121, 유의확률=0.000

주거·주상복합용지

절편(상수) 13.076 247.398 0.000
ln(거리) 0.047 6.305 0.000

R2=0.003, F=39.752, 유의확률=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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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 결과인 384.87m는 이 경계 지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지금까지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상업·업무용

지, 주거 및 주상복합용지 지가함수의 분석 결과

는 지가함수에 의한 토지이용 예측과 실제 토지이

용 상황이 매우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가

는 지대를 기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가

함수의 예측은 결과적으로 도시 토지이용에 관한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의 설명이 상당 부분 유효

함을 말해준다.

5. 결 론

지가와 토지이용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 

역시 도시에서 지대와 토지이용의 관계를 설명하

는 이론이다. 이 관계는 도시공간구조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적·분석적 틀이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지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

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구

시 중구를 사례로 도심의 토지용도별 지가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도

한다. 

첫째, 도심지 내부는 토지용도에 따라 평균지가

에 큰 격차가 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지가의 공

간적 변동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토지용도별로 

보면 변동성에 큰 차이가 있다. 도심의 토지이용 

구성은 고차중심기능인 상업·업무기능으로 이용

되는 상업·업무용지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입지

한 주거용지 및 주상복합용지도 여전히 상당한 비

율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가의 공간적 변동성은 

상업용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주거용지나 주

상복합용지의 변동성은 미미한 수준이다. 도심에

서 상업용지의 지가는 공간적으로 매우 불균등하

지만,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의 지가는 상대적

으로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체적으로 급격한 지가의 거리조락이 현

상이 나타나지만, 이 역시 토지용도에 따라 상당

한 차이를 보인다. 상업용지는 PLVI로부터 거리 

400m까지 지가가 급격히 하락하다가 그 이후부

터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전형적인 음지수함수 형

태의 거리조락 현상이 있다.23) 업무용지의 지가도 

상업용지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거리조락

표 7. PLVI로부터 거리에 따른 주거용 필지의 발생 빈도(N=9,775)

거리 발생 빈도 비율(%) 발생 빈도 누적 비율(%)

200~300m 0.03 0.03

300~400m 0.6 0.7

400~500m 0.7 1.4

500~600m 2.9 4.3

600~700m 4.6 8.8

700~800m 6.6 15.4

800~900m 5.7 21.1

900~1,000m 6.0 27.1

1,000~1,100m 9.8 37.0

1,100~1,200m 11.2 48.1
1200m 이상 51.9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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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그러나 주거용지와 주상복합용지의 지가

는 거리조락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거리

에 따른 지가의 변화가 미미하다.

셋째, 주거용지와 주상복합용지는 오히려 PLVI
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토지의 가격이 낮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가가 상승하는 분화구 현상이 발견

된다. 이와 같은 지가의 역전 상승은 토지용별 지

가함수의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분화구 현상은 대

도시 도심의 인구공동화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면

서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 분석에서 흔히 나타난

다. 대구시 전역이 아닌 도심의 주거용지와 주상

복합용지에 한정된 지가 분포이지만 일반적으로 

사고하듯이 거리에 따른 일률적인 지가 하락이 아

닌, 인구밀도 분포와 같은 분화구 현상이 있는 것

은 분명하다.

넷째, 전체적으로 도심의 지가구조 설명에는 

여전히 단핵을 가정한 지가함수가 유효하며 로

그-로그 모형이 준로그 모형보다 적합하다. 지가

에 대한 거리 변수의 설명력은 전체적으로 33.8%

에 이르고, 상업용지와 업무용지는 각각 35.9%, 

37.6%가 될 정도로 높다. 그러나 주거용지와 주상

복합용지는 거리 변수의 설명력이 0.5%, 0.6%밖

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주거용지 및 주거·주상복

합용지 지가함수 회귀식은 기울기가 음이 아닌 양

의 값을 갖는다. 선형으로 표현된 1차 함수 그래프

가 흔히 입찰지대곡선에서 우하향하는 것과는 달

리 매우 완만하지만 우상향하는 형태이다.

다섯째,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와 주거 및 주상복합용지 지가함수의 경사도에 따

라 예측된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화는 실제 토지이

용 상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지가가 지대를 반

영하여 결정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도시 공간에서 도시 기능별 지대의 차이에 입각하

여 토지이용 분화를 설명하는 알론소의 입차지대

이론이 경험적으로도 유효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구시 중구의 지가구조가 

일면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토지용도에 따라 많

은 차이가 있고, 이론에 부합하는 점도 있지만 일

반적으로 상정되는 것과는 다른 구조를 갖기도 한

다. 물론 연구범위가 대구시 중구에 한정되어 있

는 만큼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결과는 대도시 도심의 지가

구조와 토지이용에 대한 지금까지 통용되는 일반

적인 설명이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주

1)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과도한 일반화일 수도 있다.

2) 원자료에서 제외된 필지 수는 개별공지가지가 원자료 총 

필지의 98.4%이다. 면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총 면적의 

99.0%이다.

3) 이는 공지지가의 일차적 조사목적이 토지이용상황 파악에 

있는 것이라 아니라 토지에 대한 과세 혹은 보상기준을 설

정하기 위한 토지가격 조사에 있기 때문이다.

4) W. Alonso는 농업적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입찰지대(agri-

cultural bid rent)를 사용하지만, 도시의 기업 용지와 주택

지에 대해서는 입찰가격곡선(bid price curve)이란 용어를 

사용한다(Alonso, 1964, 36-75) 

5) 도시 토지이용과 공간구조에 관한 교재에서 Alonso의 이

론을 설명하면서 입찰가격곡선의 기울기에 따른 토지이용 

분화의 유형으로 흔히 상업용도, 주거용도, 공업용도를 들

지만, 정작 Alonso는 기업(business), 주거(residence), 농업

(agriculture)을 비교하였다.

6) 지가경사에 관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는 1920년대 Hass에 

의해 이루어졌다. Hass는 단순 선형 모형을 적용하여 도

시 중심부까지의 거리와 도시 규모를 변수로 농지 가격을 

분석하였다(Colwell and Munneke, 2009, 391). Hoyt 역

시 미국 시카고를 대상으로 지가의 공간적 변이에 대한 거

리의 설명력을 고찰하는 데 지수 함수를 적용하였다(김감

영·이윤미, 2013, 101).

7) 채미옥(1998)이 지수함수를 이용해 서울시의 지가분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로그-로그 모형이 준로그 모

형보다 지가설명력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우수한 것(t-

값 등)으로 나타났다. 이선주(2005) 역시 진주시의 지가분

포에 대한 연구에서 크지는 않지만 준로그 모형에 비해 로

그-로그 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을 보여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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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가 설명력과 통계적 신뢰수준에 대한 상세한 비교는 4장

에서 기술한다.  

9) 여기서는 본 연구의 주제 측면에서 지가함수와 관련된 선

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10) 이에 대한 서구 도시의 여러 경험적 연구들이 있다. 예컨

대 Yeates(1995)는 시카고를 대상으로 1910년에는 77%에 

달하던 도심 접근성의 설명력이 1960년에는 18%로 저하되

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Atack and Margo(1998)

도 뉴욕의 도심 맨해튼 공지(vacant land)의 지가에 대한 단

핵모형 지가함수의 설명력이 1835년 71.1%에서 1900년 

1.1%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심지어 Dutt and Khan 

(1982)은 오하이오 Akron시의 지가 분포에 대하여 1960년 

Yeates가 시카고에서 발견한 CBD의 PLVI로부터의 거리

와 지가 간 역관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의

미가 없다고까지 분석하고 있다. 

11) 도시팽창에 따른 도시외곽의 토지수요 증가가 지가상승

을 유도한다. 전술한 등식 (2)에 의해 도시교통수단의 발달

에 따른 도심접근의 교통비 하락이 지가를 상승하게 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12) 이선주(2005)의 진주시 지가구조 분석에서는 오히려 상

업지역의 지가함수 설명력이 주거지역보다 높게 나왔다. 

이선주는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아닌 용도지역을 분석한 것

이다.

13) Akron시 지가 분포에 대한 Dutt and Khan(1982)의 연구

에서도 강창덕(2011)과 비슷한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14) 임석회·송민정, 2013, 대도시 도심부의 토지이용 변화 분

석: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8(6), p.874.

15) 이상율, 2003, 대구시 도심 토지이용 특성과 재개발, 한국

지역지리학회지 9(4), pp.601-604.

16) 이런 경우 공지지가에서는 토지용도를 상업·업무용 나

지, 상업·업무용 기타로 분류한다.

17) 주거용지의 최고지가는 2,850,000원/㎡이다.

18) 주상복합용지의 최고지가는 3,030,000원/㎡이다.

19) 준로그 모형을 적용하고 표준지공지지가 자료를 활용하

여 토지용도 구분 없이 대구시역 전체를 분석한 김감영·

이윤미(2013)의 연구에서는 대구시 지가함수의 R2의 값이 

0.305이다.

20) 지가함수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서는 표 3 참조. 

21) ln(거리)=8.2745이므로 거리=e8.2745이고, 따라서 거리

는 약 3,922,56m가 된다.

22) ln(22,200,000)=16.9156이고, ln(거리)=6.05이면 거리는 

약 424.11m가 된다.

23) 이것으로 미루어 대구시 중구에서 도심의 중핵부 CBD의 

공간적 경계는 방향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대체로 PLVI

로부터 반경 400m 범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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