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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주택, 토

지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토지가격은 시설에 대한 편

의성 혹은 심리적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지

표로 인식할 수 있다. 자신의 거주지역에 선호시설(생활

편의시설) 혹은 기피시설이나 오염시설이 입지할 경우, 

생활의 편리성이 증대되거나 심리적인 거부감이 발생하

여 지가의 상승 및 하락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Li and Brown, 1980; Colwell et al., 1985; Palmqu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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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7; Reichert, 1997; Ready and Abdalla, 2005; 

Matthews and Turnbull, 2007; Song and Suhn, 2007Zhang, 

Li et al.,2018). 이로 인하여 핌피현상(Please In My Front 

Yard, PIMFY)과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 

NIMBY)과 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

두되기도 한다(Choi, 2012). 

국내에서도 거주지 주변에 위치한 시설물은 해당 지

가 또는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뿐만 아니라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Kim et al., 2005; 

Kim and Jung, 2010). 그러나 국내의 연구는 인구가 밀집

해 있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가 또는 부동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는 경향을 보이며, 농촌지역은 농지의 지

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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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지가 또는 부동산 가격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써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농촌지역

은 가격변화가 적고 주택지나 상업용지 보다는 실제 생

산이 가능한 농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상으로 야기된 

것으로 보여진다(Maddison, 2000; Suh, 2005; Kim et al., 

2016). 그러나 최근 국가의 균형발전과 어메니티 자원을 

가진 대상으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귀농귀

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30∼50대의 계층이 농

촌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Kim and Byeon, 

2011) 농촌지역의 종합적인 평가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

라봐야 한다. 지가는 토지의 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가치도 반영하며, 종합적인 가치평가의 지표로 볼 수 있

다(Plantinga, 2002). 따라서 농촌지역의 경우에도 지가는 

지역의 종합적인 가치를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지

표이며, 도시지역과 더불어 농촌지역에 대한 지가의 분

석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지가의 분석과 관련

하여 지가를 상승시키거나 혹은 지가를 하락시키는 님비

나 핌피 현상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 현상

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발생가능하다. 그러

나 현재 님비나 핌피와 관련 연구는 대부분 도시에서 일

어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ichert, 1997; 

Zhang, Li et al., 2018). 반면에 농촌지역 님비현상에 관

한 연구는 가축 사육장과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지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almquist et al., 1997; Ready and Abdalla, 2005).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같은 님비 혹은 핌피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가 또는 부동산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헤도닉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을 이용한다. 헤도닉

가격모형은 Rosen(1974)의 다중적 특성을 가진 단일재화

시장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외국의 경우 1970∼1980년

대부터 지가 또는 주택가격 추정연구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헤도닉가격모형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 공간적 이분산성

(spatial heterogeneity)에 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Song and Paek, 2012). 헤도닉가격모형에서는 Ordinary 

Least Square(OLS)를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한다. 이 추정

방법은 잔차는 독립적이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일정하

며, 공분산이 0이라는 가정조건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공

간적 자기상관이 발생하면 이러한 가정이 위반되어, 이로 

인해 왜곡된 추정결과가 발생하게 된다(Kim and Cgung, 

2010).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간계량모형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Anselin(1988)은 공

간효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와 오차항에 공간가

중행렬을 적용한 Spatial Autoregressive Model(SAR)와 

Spatial Error Model(SEM), General Spatial Model(SAC)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간계량모형이 기존 헤도닉가격모형

의 최소제곱법(Ordinary Lest Square, OLS)에 따른 오차항

이 상호 독립적 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측면에

서 모수 추정의 편의(bias)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지가

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헤도닉가격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간계량모형으로 접근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피시설이나 오염시설의 입지와 

지가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경제모형

을 활용하여 기피시설이나 오염시설이 지가에 미치는 영

향을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I. 이론 및 선행연구

특정시설(facilities)과 지가의 변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

한 국가에서 다양한 시설 사례 연구가 있다. 시설은 앞

서 언급한바와 같이 선호도 측면에서 양 극단에 있는 시

설들이 편의⋅기피 시설로 구분된다. 편의시설은 핌피현

상을 이끌며 기피시설은 님비현상을 야기한다. 

핌피현상에 관한 연구는 중심업무지구, 공원, 교육환

경, 병원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Bergeijk 

and Murshes(2012)는 인도네시아의 Bekasi 지역의 중심 

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까지의 거리와 토

지가격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보았으며, 거리와 지가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Jang(2016)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이 

확충 및 확보되고, 잠재적인 입지조건의 향상과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여 해당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것

으로 분석하였다. 

님비현상에 관한 연구는 하수처리장, 납골당, 매립

지, 장례식장, 화장장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가축사육과 관련된 시설

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Jyoung and Park(2003)는 기피

시설의 입지로 인한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 재산가

치의 하락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Park 

and Lee(2009)는 경기도 지역별 지가 상승률과 실제 설

립 공장 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가와 공장입지의 상

관성 및 인과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공장의 설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2)은 기피시설의 일종인 화장장 및 장사시설이 

주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피시설

을 중심으로 반경 5 km내의 토지들의 지가 변동 자료

를 분석하여 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지가변동이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고자 하였으며,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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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 여부, 토지의 용도 및 토지의 형상지세는 

유의미하지만 해당 시설로부터의 거리는 지가를 유의

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 et 

al(2012)은 풍수를 기반으로 님비시설이 주택가격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례식장과 사당이 

가까운 주택의 가격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ichert(1997)는 매립지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 매립지로부터 6,500 ft(약 2km) 안에 

있는 주택가격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

다. Zhang et al.(2018)은 중국의 상하이를 대상으로 폐

기물처리장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헤도닉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폐

기물처리장에서 3km 이내에 있는 경우 주택가격이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Sun Chuanwang et al(2017) 

은 중국 선전지역의 폐기물 처리장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폐기물 처리장으로부터 

1km 멀어질수록 부동산 가격은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농촌지역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연구에서 

Palmquist et al(1997)은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돼지 사육장

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거리별(0.5마일이내, 1마일 이

내, 2마일 이내)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돼지 사육

장에 가까운 주택일수록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최대 

8.4%)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Ready and Abdalla 

(2005)는 GIS 기반 헤도닉모형을 이용하여 농촌지역의 

시설이 주택가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농장주변

의 오픈스페이스는 주변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나 대규

모의 가축시설이나 버섯농장은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님비 및 핌피현상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OLS를 활용

한 헤도닉 모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공간적

인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Dubin(1988, 1992)과 

Can(1992)는 주택가격 또는 부동산가격에서 공간자기상

관의 존재는 위치와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특성과 접근성

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헤도닉 가격모형에

서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가격을 추정할 경우 잔차

(residuals)들은 공간적으로 자기상관된다고 주장하였다. 

Gillen et al.(2001)은 공간자료가 가지는 공간효과를 고려

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을 추정하게 되면 오차항(error 

terms)에 공간적 자기상관이 나타나게 되므로 추정된 모

수의 표준오차가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통계

적 검정에서도 편향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님비 및 핌피현상과 관련한 분석도 공간적 특성

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III. 방법 및 재료

1.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법정리와 행정

동의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군사접경지역

과 차량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을 제외한 16,318

개의 동/리의 행정구역으로 한정하였다. 행정구역의 위

계상 읍⋅면⋅동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동지

역 보다 공간적으로 넓은 공간을 커버하고 있다. 따라서 

읍면과 동지역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데이터 손실(Loss)

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공간적 크기를 고려하여 동지

역과 리지역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 주요 법률상 도시와 농촌의 기준이 차이가 있고, 

부처별로도 적용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 주요 국내 법률로 농업농촌 기본법,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삶의 질 특별법), 지방자치

법 등이 있다. 농업농촌 기본법에서는 농촌지역을 읍⋅

면지역 또는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에서는 읍⋅면의 전 지역과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된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산어촌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인구 5

만명 이상의 지역을 시(도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2만∼5

만 사이의 지역은 ʿ읍ʾ, 2만 이하의 지역은 ʿ면ʾ으로 규정

하고 있다(MGL 2020). 

이와 관련된 주요기관에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

촌진흥청에서는 동을 도시, 읍면을 농촌지역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읍을 도

시, 면을 농촌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인구밀

도가 3,000명/㎢ 이상인 기초단위구나 지목기준 도시토

지이용면적비율리 50% 이상인 기초단위구 중 1가지 조

건을 충족시키면서 총 인구가 3,000명 이상인 지역을 도

시지역으로 정의하고, 그 외 지역을 농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 및 주요기관에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함

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

역과 관련이 있는 법률과 기관에서 제시하는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농업농촌 기본법 및 삶의 질 

특별법에서 농촌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

고, 농촌진흥청에서 읍⋅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읍⋅면지역을 농촌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준으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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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50개 지역이며, 농촌은 14,268개 지역을 연구대상

지로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6년도 기준으로 산

정하였다. 

2. 연구방법

지가는 인접한 지가 및 특성에 의해 공간종속성

(Spatial Dependency)과 공간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

을 가지게 되어 일반선형회귀분석을 통해서는 올바른 분

석이 어려워진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

중치 행렬을 이용한 공간계량모형이 필요하다. 공간계량

모형은 공간종속성과 공간이질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공간을 설명변수로 포함하기 위하여 공간가중행렬이 일

종의 설명변수로 포함되어 있어 OLS모형의 확장된 형태

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간자기상관을 고려하여 공

간가중치행렬을 구축하고 공간정보를 회귀분석으로 통합

한 공간계량경제모형에는 대표적으로 SAR, SEM, SAC가 

있다(Anselin, 1988). 

Anselin(1988)에 따라 개별 토지가격은 다음의 공간특

성가격함수(Spatial hedonic price function model)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 다음과 같다.

                  

   (1)

                  

   (2)

여기서 는 토지가격을 나타내는 종속변수, 는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이다. 와 는 공간자기

회귀계수(spatial autoregressive coefficient)이다. 

과 



는 공간가중치행렬(spatial weight matrix)이다. 는 평균

이 0이고 분산이 인 서로 독립적이고 분포가 동일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오차이다.

식 (2)에서 

가 0인 경우를 공간자기회귀모형(Spatial 

Autoregressive Model : SAR) 또는 공간시차모형(Spatial 

Lag Model : SLM)이라고 하며, 

가 0인 경우를 공간

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 SEM)이라고 정의한다. 마

지막으로 




가 0인 경우는 일반공간모형 (General 

Spatial Model: SAC)이라고 정의한다. 

SAR는 종속변수간에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공간간의 상호 작용효과로 각 지점에서 다른 

모든 지점들이 서로 연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Anselin, 

2001). SEM에서는 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 사이

에 공간적 종속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는 모형에서 고

려하지 못한 독립변수가 주변지역의 독립변수에 의해 영

향을 받게 되고, 이는 공간가중치행렬을 통해 모형에 반

영된다. SAC는 종속변수와 오차항에 존재하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통제한다. 더하여 본 연구는 종속변수와 독

립변수의 이분산성을 줄이고 탄력성으로 해석하기 위해 

로그-로그 변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피시설이나 오염시설의 님비효과가 도시와 

농촌지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도시지역, 농촌지역을 분류하여 OLS모형과 

공간종속성을 감안한 SAR, SEM 모형을 기반으로 님비

현상을 파악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자료 및 변수

본 연구는 국내의 시설(편의시설과 기피시설)의 접근

성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

정구역상 동지역인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인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피시설의 님비현상을 정량적으

로 분석하기 위하여 님비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공공의 성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시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님비를 일으키는 

시설물은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1) 오염물

질 배출시설(예: 쓰레기처리장) (2) 위험시설(예: 핵발전

소) (3) 심리적 기피시설(예: 장례식장) (4) 혐오시설(예: 

정신병원)(Wang and Li, 2016). 이 가운데 핵발전소와 같

은 위험시설은 국내에서 지리적 특성상 동해안과 서해안 

등 바닷가와 인접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제외를 하였으며, 정신병원과 같은 낙인시설은 자료구독

Fig. 1 Distribution of Arversion and Polu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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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피시설(화장장, 납골당, 장례

식장)과 오염물질 배출시설(쓰레기 소각장, 폐차장, 매립

지, 폐수처리장)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더하여 편의시설

은 통제변수로서 교육, 안전, 금융, 의료관련 변수를 선

정하였으며 각각의 변수들은 Table 1과 같다.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

공하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

의료정보를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PDP, 2016), 행정시

설, 금융시설, 오염물질처리시설, 기피시설은 행정안전부

의 공개 DB인 도로명주소 DB의 정보를 통하여 추출하

였다(MSPA, 2016). 

설정된 시설물을 기반으로 법정리에서는 마을회관, 행

정동에서는동사무소/주민센터를 기준으로 각 시설물과의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산정하였으며, 법

정리과 행정동의 경계내에 포함하는 지가의 평균을 산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가는 거주가 가능한 건축

물이 입지할 수 있는 지목 상 ‘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였으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개별공시

지가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2. 이분산성, 비정규성, 공간종속성 검증

본 논문에서는 공간계량경제모형 접근방법을 적용하

여 공간적 효과를 반영하고, 최적의 지가모형을 제시하

기에 앞서 OLS모형에 대하여 오차항의 이분산성, 비정

규성, 공간종속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OLS모형에서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Breusch-Pagon(Koenker)검정법을 실시하였으며, 비정

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Jarque-Bera 검정법을 실시하였

다. 전국, 도시, 농촌지역의 Breusch-Pagon(Koenker)와 

Jarque-Bera 검정결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왔다(Table 3). 

따라서 모든 OLS모형의 오차항에서 이분산성과 비정규

성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공간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은 인접지역들이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지 혹은 다른 패턴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Moran’s I 가 사용된다. Moran’s I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간가중치행렬이 필요하며 공간가중치

행렬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인접성(contiguity) 또는 좌표간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Polygon 

속성을 가진 행정구역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중행렬 

구축시 Contiguity Weights 방법중 queen criterion을 이용

하였다. 공간가중행렬을 산출하는 방법은 rock, bishop, 

queen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이 가운데 queen 방법은 

경계면과 모서리를 모두 공유하는 방법으로 특정지역의 

모든 인접지역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Anselin and Sergio, 2014). queen 방법을 적용하

여 분석한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 모델의 종속변수

인 지가의 Moran’s I는 전국은 0.873(p=0.00), 도시는 

Facilities Variable Explanation

Education EDU Elementary & Middle & High School 

Safety SAFE Fire Station & Police

Finance FINEN Bank

Medical MEDI General Hospital & Hospital

Aversion AVER Charnel & Crematorium & Funeral

Pollution POLU
Garbage & Junkyard & Landfill & 

Wastewater

Table 1. Classification of public, aversion and pollution 

facilities

Region Test DF Value Prob

Whole 

Region

Breusch-Pagon(Koenker) 7 266.8997 0.0000

Jarque-Bera 2 286.7127 0.0000

Urban
Breusch-Pagon(Koenker) 6 68.1202 0.0000

Jarque-Bera 2 56.7259 0.0000

Rural
Breusch-Pagon(Koenker) 6 300.2335 0.0000

Jarque-Bera 2 410.9600 0.0000

Table 3. Test results of Heteroscedasticity and normal 

distribution in three specifications (whole 

region, urban, and rural area)

Region Variables count Average STD Min Max Unit

Urban PRICE 162,439 1,448.99 2,472.68 2.10 83,100.00 1,000won

EDU 7,666 0.64 0.43 0.10 5.80 ㎞

SAFE 2,888 1.66 1.31 0.10 14.80 ㎞

FINEN 6,676 0.61 0.54 0.10 6.80 ㎞

MEDI 27,065 1.17 0.92 0.10 7.10 ㎞

AVER 221 10.90 5.48 1.10 31.60 ㎞

POLU 882 5.78 1.93 1.10 11.30 ㎞

Rural PRICE 308,736 69.95 225.13 1.61 29,000.00 1,000won

EDU 4,174 3.55 1.77 0.10 14.80 ㎞

SAFE 2,744 5.69 2.76 0.10 20.70 ㎞

FINEN 603 4.48 2.26 0.10 18.10 ㎞

MEDI 3,242 7.01 3.13 0.30 20.90 ㎞

AVER 371 16.27 6.82 1.00 52.50 ㎞

POLU 1,604 7.95 3.58 0.80 29.20 ㎞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in urban and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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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5(p=0.00), 농촌은 0.745(p=0.00)로 세 모델의 지가는 

지역적으로 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또한 OLS모형에서 구한 잔차들에 대해 서로 

공간적으로 상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Moran’s I와 LM(Lagrange Multiplier) error, LM lag 검정

을 실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Moran’s I, LM-Lag, 

LM-Error 값의 통계치가 세 지역 모두 1%로 유의하여 

공간종속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Region
Morna’s I

LM error LM lag
MI Value

Whole 

Region
0.6586 140.6150*** 19736.9541*** 17534.2754***

Urban 0.7222  51.3700*** 2615.1125*** 1569.5855***

Rural 0.6905 135.3430*** 18288.0615*** 17169.0891***

Table 4. Test results of spatial dependence in three 

specifications (whole region, urban, and rural area) 

3. 공간계량모형 분석 결과

님비현상을 넓은 범위에서 파악하고자 기피시설에 해

당하는 3개 시설(납골당, 장례식장, 화장장)로부터 가장 

근접한 거리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4개 시설

(쓰레기 소각장, 폐차장, 매립지, 폐수처리장)의 가장 근

접한 거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간계량

모형에서는 모형의 접합성을 검정하는데 로그우도(Log- 

likelihood),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C(Schwarz 

Criterion)을 사용하여, 로그우도가 증가하고 AIC 및 SC

가 감소하면 모형적합성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selin. 2005). 본 연구에서 사용된 SAC모형은 GMM1)

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로그우도(Log-likelihood),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C(Schwarz Criterion)는 추

정되지 않아 다른 모형과 접합성을 비교하기 힘들다.

우선 기피시설이나 오염시설이 님비현상을 유발하여 

지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그 결과 

OLS 모형에서는 기피시설과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 

유의수준에서 지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 중 기피시설은 해당시설로부터 거리가 1% 

멀어질 때 지가가 약 0.08%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 멀어질 때 약 0.38% 감

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간회귀모형인 SAR, 

SEM, SAC모형에서도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1% 유의수

준에서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

설로부터 거리가 1% 멀어질 때 각각 0.09%, 0.07%, 

0.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피시설 또한 SAR

모형을 제외한 SEM모형과 SAC모형에서 1% 유의수준에

서 지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설로부터 거리가 증가할수록 지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기피시설과 오염물질시설은 지가에 부(-)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어 님비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교육, 안전, 의료, 금융 변

수들은 대부분 1%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관들로부터 멀어질수록 지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지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전국단위에서는 기피시설이나 오염시설이 님비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와 농촌을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지역에서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

다. 도시에서는 기피시설이 SEM모델을 제외한 모든 모

델에서 정(+)의부호를 나타냄으로 기피시설과의 거리가 

1% 멀어질 때 지가가 0.07%에서 0.2%까지 증가한다. 반

면에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도시주변부 지역에 골고루 분

포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6, Fig 

3). 즉, 도시지역에서 님비현상을 유발하는 시설은 기피

시설로 볼 수 있다(lin et al., 2012; Kim, 2012; Wang and 

Li, 2016). 

(a) Moran’s I 0.873 (Whole Region) (b) Moran’s I 0.796 (Urban Area) (c) Moran’s I 0.745 (Rural Area)

Figure 2. The Moran’s I of Land Price in Thre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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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농촌지역에서는 전국과 같이 기피시설과 오염

물질 배출시설이 SAC모형 기준으로 10%와 1% 유의수

준에서 부(-)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피시설이나 

오염물질시설에서 거리가 1% 멀어지면 지가는 0.01%, 

0.0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도시지역에

서는 기피시설과 멀어질수록 지가가 증가한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감소하여 반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기피시설이 님비효과를 발생시키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피시설 가운데 장례식장

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중심지(읍사무소 인근)에 위치하

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전국의 장례식장과 가장 가까운 

읍면사무소까지의 거리가 평균 5.2km로 분석되었다. 읍

면의 중심지 인근에 위치하여 님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Figure 4). 

　 OLS SAR SEM SAC

Variable Coeff t-Stat P Coeff z-value P Coeff z-value P Coeff z-Stat P

CONSTANT 10.776 529.709 *** 2.784 54.633 *** 10.761 219.005 *** 3.830 42.120 ***

EDU -0.287 -24.687 *** -0.119 -17.969 *** -0.098 -15.310 *** -0.122 -17.437 ***

SAFE -0.015 -1.284 　 -0.046 -7.178 *** -0.076 -12.098 *** -0.054 -7.992 ***

MEDI -0.064 -7.564 *** -0.075 -15.674 *** -0.056 -12.945 *** -0.074 -15.158 ***

FINE -0.193 -16.603 *** -0.140 -21.109 *** -0.165 -26.057 *** -0.156 -22.605 ***

AVER -0.079 -7.353 *** -0.007 -1.152 　 -0.118 -8.766 *** -0.020 -2.647 ***

POUL -0.382 -36.226 *** -0.085 -13.862 *** -0.069 -7.842 *** -0.104 -13.712 ***

URBAN 2.477 81.698 *** 0.339 15.489 *** 0.909 25.543 *** 0.636 20.593 ***

rho 　 0.746 161.033 *** 　 0.648 77.463 ***

ramda 　 　 0.910 262.856 *** 0.265 15.777 ***

R2 0.679 0.897 0.915 0.891

log-likelihood -22955.4 -14752.1 -14085.1 -

AIC 45926.8 29522.2 28186.2 -　

SC 45988.4 29591.5 28247.8 -

N 16317 16317 16317 16317

Table 5. The coefficients of whole region specification for OLS, SAR, SEM, and SAC

　 OLS SAR SEM SAC

Variable Coeff t-Stat P Coeff z-value P Coeff z-value P Coeff z-Stat P

CONSTANT 12.812 191.633 *** 5.144 25.674 *** 13.397 157.469 *** 4.483 11.491 ***

EDU -0.118 -3.765 *** -0.041 -1.952 * -0.065 -4.409 *** -0.043 -2.110 **

SAFE -0.113 -5.850 *** -0.037 -2.860 *** -0.008 -0.856 　 -0.017 -1.317 　

MEDI -0.165 -7.830 *** -0.098 -6.958 *** -0.046 -4.679 *** -0.082 -6.007 ***

FINE -0.129 -5.347 *** -0.115 -7.079 *** -0.104 -8.977 *** -0.123 -7.840 ***

AVER 0.206 8.084 *** 0.083 4.802 *** -0.084 -3.231 *** 0.070 3.156 ***

POUL 0.003 0.084 　 0.007 0.321 　 -0.029 -1.451 　 0.001 0.031 　

rho 　 0.589 40.349 *** 　 0.641 22.321 ***

ramda 　 　 0.868 92.737 *** 0.352 6.816 ***

R2 0.136 0.611 0.793 0.615

log-likelihood -2825.9 -2094.9 -1615.4 -

AIC 5665.7 4205.8 3244.8 -

SC 5705.1 4250.8 3284.2 -

N 2050 2050 2050 2050

Table 6. The coefficients of urban specification for OLS, SAR, SEM, and 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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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부터의 거리가 멀어

질수록 지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물들

은 매립지, 폐기물처리장, 폐수처리장, 폐차장으로 물질

의 이동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물질의 이동량을 최소로

하며, 오염물질에 따른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한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계에 위치가 분포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관점에서는 

도시지역과 근접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가가 높아지

는 것으로 파악된다(Figure 5).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사용된 편의시설 변수들은 도

시와 농촌에서 모두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유의하게 나

와 편의시설이 지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님비 

시설물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기피시설과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OLS SAR SEM SAC

Variable Coeff t-Stat P Coeff z-value P Coeff z-value P Coeff z-Stat P

CONSTANT 10.876 507.917 *** 2.408 42.665 *** 10.556 251.479 *** 2.552 20.482 ***

EDU -0.312 -24.622 *** -0.116 -16.062 *** -0.084 -11.552 *** -0.117 -15.033 ***

SAFE 0.041 2.958 *** -0.051 -6.398 *** -0.110 -13.143 *** -0.052 -6.472 ***

MEDI -0.047 -5.216 *** -0.074 -14.321 *** -0.057 -11.837 *** -0.074 -14.295 ***

FINE -0.214 -15.789 *** -0.146 -18.890 *** -0.167 -21.189 *** -0.148 -19.160 ***

AVER -0.126 -10.799 *** -0.009 -1.323 　 -0.142 -9.545 *** -0.011 -1.664 *

POUL -0.414 -37.193 *** -0.080 -12.303 *** -0.075 -7.611 *** -0.084 -10.545 ***

rho 　 0.787 154.774 *** 0.774 67.122 ***

ramda 0.869 194.677 *** -0.025 -0.888 　

R2 0.331 0.786 0.813 0.7879　

log-likelihood -19909.8 -12934.8 -12350.5 -

AIC 39833.6 25885.5 24715.0 -　

SC 39886.6 25946.0 24767.9 -　

N 14267 14267 14267 14267

*significant at p=0.1; **significant at p=0.05; ***significant at p=0.01

Table 7. The coefficients of rural specification for OLS, SAR, SEM, and SAC

(a) Location map of pollution facilities in urban areas (Case 1) (b) Location map of pollution facilities in urban areas (Case 2)

Figure 3. Location map of pollution facilities located near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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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와 음의관계를 가지고 있어 님비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도시지역에서는 기피시설에 대하여 님비현상이 나타

나는 반면에 농촌지역에서는 두 시설 모두 님비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기피시설이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안에 기피시설(특히, 장례

식장)이 위치하는 공간적인 특성으로 님비효과가 발생하

여 지가가 감소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며, 또 

다른 기피시설인 남골당과 화장장은 도심지의 지가보다 

낮은 지가가 형성되어 있는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지가가 

감소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다르게 농

촌지역에서의 기피시설(특히, 장례식장)은 인구가 집중되

는(유동인구가 많은) 읍면사무소 인근(읍면중심지)에 위

치하여 타 지역보다 지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혐오시설 중 화장장은 대부분이 도시지역와 농촌지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지역과 가까워 진다

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지가가 높아지는 영향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납골당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장례식장과 납골당의 영향이 크

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또한 대부분이 도시지역와 농촌지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기피시설은 인구가 밀집한 농촌

중심지에 위치해있고, 도시지역과 근접한 지리적 위치로 

지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에서는 님비의 효

과는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공간적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설물정보, 접

근성 정보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지가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적특성, 경제적특성, 토지이용제도와 같은 규제적특

성의 인자가 포함되어야 한며, 시설의 입지 전후와 시설

에 의한 영향 범위등 다양한 관점에서 복합적이고 심층

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간

빅데이터 개념을 정립하고, 다양한 관점의 변수를 통하

여 지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1)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은 모수를 추정하는 방

법으로서 모수에 분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값으로 부

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결과를 제공한다. 즉, 모수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maximum likelihood, AIC, 

SC 추정은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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