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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분양가격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AHP 분석방법으로 신규공급 아파트의 가격 산정
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파트 분양가격의 분양가격 결정요인을 계층구조로 모델링한다. 모델링한 계층구
조에 따라서 부동산전문가그룹의 설문으로 분양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한다. 그리고 AHP 분석방법으로 단계
별 분양가격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찾아내어서 신규공급 아파트의 경쟁력 있는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
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 계층분석, 분양가격, 결정요인, 상대중요도, 경쟁, 비용요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a standard for sale prices of supplying apartment houses about 
decision factors in sale price of supplying apartment house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is is done by 
modeling decision factors in sale price of supplying apartment houses as hierarchy. According to the modeled 
hierarchy,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pplying factors are determined using a survey of a group of real estate 
experts. In addition,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relative importance of phased sale prices of 
supplying apartment is analyzed in order to set a standard to estimate competitive sale prices of newly 
supplying apartment houses.

Key Words : Analytic Hierarchy Process, Distributed price, Decision factor, Relative importance, Competition, 
Cost factors.

1. 서론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2005년 기 으로 우리나

라 주택에서 아 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52.7%로 체 주

택의 반을 넘어섰다. 이와 같이 주택유형에서 아 트

의 비 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공 량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세계인구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0.4% 수 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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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아 트를 무작정 짓기만 하면 

재고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 자는 고령

화 인구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 필

요의 변화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공 하여야 한다.

아 트의 유형뿐만 아니라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 자가 아 트의 분양가격을 결정

할 때에는 수요자의 구매결정요인을 고려하여야 하고, 

수요자가 지불 가능한 액의 범 내로 책정하여야 한다. 

즉, 공 자 심에서 수요자 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시장변화에 응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일반

으로 아 트 공 자인 민간건설사는, 최근 공 한 인근

지역 아 트 가격과 수요 경쟁단지의 시세를 비교분석하

여 아 트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이 때 가격결정요인별

로 비교 우 를 분석하게 되는데 결정요인별 가 치 없

이 5  척도를 용하는 경우가 많다[1].

이에 본 연구는 아 트 분양가격의 결정요인에 하

여 각 요인별 상  요도를 문가 상 설문을 통하

여 확인하고, 문가 상 분양가격 결정요인의 상  

요도를 분석하기 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방법으로 분양가격 결정요인의 계층구조를 

확인한 후 단계별 분양가격 결정요인의 상  요도를 

확인하여서 신규공  아 트의 경쟁력 있는 분양가격 산

정을 한 기 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공동주택 분양가 결정기준에 관한 고찰

 2.1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요인

아 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분양가 산출 차에

도 나와 있듯이 토지비와 건축비가 기본을 이루며 기타 

비용들이 고려된다. 분양가는 주거환경, 랜드 등 여러 

가지 요인의 향을 받는다. 이 게 분양가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의 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분양가 결정요인에 하여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

로 구분하는 방식, 직  요인과 간  요인으로 구분

하는 방식, 개별요인과 입지환경  요인, 기타요인으로 

구분하는 방식 등 여러 방식의 근이 있어왔다[2, 3, 4, 

5, 6]. 

공 자가 결정한 분양가격이 소비자에게 구매력이 높

을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리미엄이 

형성되지만, 소비자에게 구매력이 낮을 경우에는 미분양

이 발생하고 나 에는 할인분양이 이루어진다. 수요와 

공 의 법칙에 따라 균형과 불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주

기를 볼 수 있다. 공동주택 즉 아 트를 건설하는 기에

는 공 이 었기 때문에 공 자 심의 시장형성이 가

능했지만, 국 주택보 률이 100%가 넘은 2008년 이후

로는 수요자 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과거처럼 아 트를 지어 놓으면 팔리는 시장이 아니

라 수요자의 요구가 반 된 아 트만 팔리는 시장인 것

이다. 따라서 공 자가 아 트의 분양가를 결정할 때 소

비자의 요구, 다시 말해서 아 트 구매결정요인을 고려

해야 한다. 

2.2 아파트 가격결정요인 분석 선행연구

허은(2000)[7]외부 요인(사회, 경제, 행정, 지역, 입지)

과내부 요인 (층별, 세 치별, 동 치별)에 따른 분양

가격 향분석을 했다. 최윤정(2001)서울시의 공동주택단

지의 조망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향분석을 하 다. 우

경(2002)[8]근린지역 주거환경특성과 주택의 물리 특성

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 김형돈

(2003)[9]도시환경 요인,단지계획 요인,건축 요인에

따른 쾌 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박태열(2004)[10]개별요인(평형, 단지규모, 주차 수),입

지, 환경 요인(지하철역, 형 매 , 공원), 기타요인

(업체지명도, 분양시기)이 분양아 트가격상승에 미치는 

향분석을 분석하 고, 양희범(2005)[11]주거환경, 특히 

철도소음의 가치추정을  통한 주택가격결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 하(2008)[12] 랜드가 아 트 가격

형성에 미치는 향분석(수도권 택지개발지구)하 고, 

김명섭(2009)[13]공동주택구매결정요인(교통, 환경등입지, 

랜드,마감재, 분양가, 평면, 단지규모, 조망, 외 조경, 

입주민신분, 특화부 시설) 요도 분석을 하 다. 김정호

(2010)[14]직 요인과 간 요인(내부 요인, 외부

요인)에 따른 분양가격 결정요인분석 등이 있다.

2.3 공급자의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정 분양가를 산출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민간 건설업체 96개사를 상으

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 자인 건설사의 분양가격 

결정 기 은 최근 인근지역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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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Stage 2 Stage 3

S1

E1

E1-1

E1-2

E1-3

E2

E2-1

E2-2

E2-3

E3

E3-1

E3-2

E3-3

<Table 1> The deciding factors's ladder-style's 
structure of housing sale prices factors. 

을 참고(76.7%)로 결정하는 업체들이 압도 으로 많고, 

인근 지역의 기존주택 가격을 참고(14.1%)로 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많다. 수요자의 지불의사 가격을 악해서 

이를 기 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업체(3.0%)의 비 은 제

일 낮다.

이론과 달리 실에서는 통 인 방법인 원가계산법

이나 수요자 심의 시장을 반 하는 수요자의 지불의사

가격을 반 하는 방법은 9.1%로 10%미만에 불과하다. 

선행연구논문에서 검토한 결정요인과 각 1군 건설사

(L건설, S건설, P건설, H건설, D건설)의 실무 으로 검토

하는 결정요인을 종합하면, 공동주택 신규 공  시 분양

가격결정을 한 결정요인은 입지특성, 단지특성, 상품특

성, 투자가치특성 4가지로 결정요인으로 구성하 고, 입

지특성에는 교통편리성, 생활편의시설, 교육환경의 3가

지로, 단지특성에는 주민공동시설, 단지특화의 2가지로, 

상품특성에는 내부평면과 마감수 의 2가지로, 투자가치

특성에는 랜드와 개발호재의 2가지로 구분하 다.

3. AHP기법을 위한 모델링

3.1 AHP 개념과 분석방법

AHP 계층분석이란 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때 두뇌가 

단계  는 계  분석과정을 활용한다는 사실에 착안

하여 개발한 분석기법으로 의사결정의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  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함으로써 최종 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방법을 말한다. AHP는 다 의사결정 

도구의 일종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정성 이거나 무형

인 기 , 정량 이거나 유형  기 을 비율척도를 이용

해 측정하는 것으로 큰 문제를 작은 요소로 분해하여 단

순한 비교(Pairwise Com rison Judgement)에 의해 

각 계층 간 구성요소들 간의 상  요도(Importance), 

가능성(Likelihood), 선호도(Preference) 등을 숫자로 바

꾸어 단하여 해결하는 분석과정이다. 즉, 의사결정 상

황을 계층화(Hierarchy)하고 가 치(Scale)를 부여하여 

선호도(Priority)를 도출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을 고려

하면 공동주택 신규 공  시 분양가 결정요인별 요도

를 결정하기 한 방법으로 AHP기법이 당할 것으로 

단된다. Thomas Saaty교수에 의하면, AHP의 원리는 

“인간이 체계 이고 창조 으로 생각하여 문제를 정의, 

구조화하고 이들 간의 비교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의지하

여 이를 효율 으로 의사결정에 이용하여 선호도를 도출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15, 16, 17, 18, 19, 20, 21].

AHP 분석을 한 결정요인은 <Table 1>을 이용하

으며, 결정요인의 상 인 요도 확인을 통하여 분

양가 결정요인의 비 을 확인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30

일간에 걸쳐 부동산학 교수, 건설사 분양소장, 분양 행

사 임원, 감정평가기  임직원, 공기업 임직원, 공인 개

사에 하여 부동산 련 해당경력 5년 이상인 문가 40

명을 상으로 E-mail  방문조사를 실시하 다. 유효 

설문지 36부 자료를 계층분석방법을 용하 다. 4개 부

문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는 9  척도를 사용

하 고, 선호도의 계산을 해서는 AHP 분석용 소 트

웨어인 Expert Choice 2000을 사용하 다.

3.2 분양가 결정요인 평가항목 계층구조

공동주택 분양가 결정요인 평가항목 분석을 한 계

층구조는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있다.  1단계 4가

지요소, 2단계 9가지요소, 3단계 25가지요소로 계층 구

조를 이루고 있다. 1단계 4가지요소는 입지특성, 단지특

성, 상품특성, 투자가치특성이다. 2단계는 1단계 입지특

성은 교통편리성, 생활편의시설, 교육환경의 3가지 2단계

요소로,  1단계 단지특성은 주민공동시설, 단지특화의 2

가지 2단계요소로, 1단계 상품특성은 내부평면, 마감수

의 2가지 2단계요소로, 1단계 투자가치특성은 랜드, 개

발호재의 2가지 2단계요소로 구성되었다. 이 게 2단계 

9가지요소로 구성되었고, 3단계는 25가지요소로 계층

구조를 <Table 1>과 같이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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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E4

E4-1

E4-2

E4-3

E5

E5-1

E5-2

E5-3

S3

E6

E6-1

E6-2

E6-3

E7

E7-1

E7-2

E7-3

S4

E8 E8-1

E9

E9-1

E9-2

E9-3

S1: Location Characteristics, S2: Characteristics of Complex, S3: 

Characteristics of goods, S4: Value investing.

E1: Transport convenience,  E2: Amenity, E3 : Educationl 

environment, E4: Joint facility residents, E5: Specialization  in  

Complex, E6 : Inner plane, E7: Finish level, E8: Brand, E9: 

Development of positive momentum. 

E1-1: The ease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E1-2: The ease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E1-3: convenience in the town entry or 

a suburb of entry. E2-1: The level of adjacent business district, 

E2-2: Parks and green spaces, E2-3: The proximity of the medical 

term. E3-1: A school district, E3-2: Commute, E3-3: Cram schools, 

and other private institutes. E4-1: Sport facilities, E4-2: Elderly 

Welfare Facilities, E4-3: Cultural facilities. E5-1: Size in Complex, 

E5-2: Specialized external appearance, E5-3: Theme park. E6-1: 

Plate or Tower Structure, E6-2: The effectiveness of space, E6-3: 

Orientation and View of housing. E7-1: Interior, finishes, E7-2: 

Abuilt-in electronic products, E7-3: Storage space. E8-1: Brand, 

E9-1: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E9-2: Facilities 

expansion plan, E9-3: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Redevelopment Projects.

4. AHP기법 분석결과 

4.1 1단계 평가항목 분석결과

1단계 평가항목에 한 설문지 분석결과 <Table 2>

와 같다. 평가항목에 한 분석결과, 부동산학 교수, 건설

사 분양소장, 분양 행사 임원, 감정평가기  임직원, 공

기업 임직원, 공인 개사 모두 “입지특성”과 “투자가치

특성”을 요하게 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tems 

Evaluator 

1

Evaluator 

2

Evaluator 

3

Evaluator 

4

Evaluator 

5

Evaluator 

6

A B A B A B A B A B A B

S1 0.528 1 0.370 2 0.525 1 0.550 1 0.425 1 0.461 1

S2 0.129 3 0.090 4 0.079 3 0.101 4 0.107 4 0.072 4

S3 0.069 4 0.122 3 0.052 4 0.114 3 0.129 3 0.088 3

S4 0.273 2 0.418 1 0.344 2 0.235 2 0.339 2 0.379 2

Sum 1 1 1 1 1 1

C 0.06 0.03 0.05 0.02 0.01 0.01

Evaluator 1 : Professor of real estate, Evaluator 2 : A director of 

Construction firm, Evaluator 3 : A lot-solid apartment director, 

Evaluator 4 : Certified public appraiser, Evaluator 5 : A director of 

public enterprise, Evaluator 6 :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A : Preferences   B : Order of priority   C : Consistency index

S1 : Location Characteristics, S2 : Characteristics of Complex,  S3 : 

Characteristics of goods, S4 : Value investing.

<Table 2> The analysis result of evaluation items 
to Stage 1.

4.2  2단계 평가항목 분석결과

4.2.1 2단계 입지특성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2단계 평가항목의 “입지특성”에 한 설문지 분석결

과 <Table 3>과 같다.  평가항목에 한 분석결과, 부동

산학 교수, 분양 행사 임원, 감정평가기  임직원, 공인

개사는 “교통편리성”을 가장 요하게 단하고 있으

나, 건설사 분양소장, 공기업 임직원은 “교육환경”을 가

장 요하게 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 으

로 볼 때 “생활편의시설”이 3가지 항목  가장 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tems 

Evaluator 

1

Evaluator 

2

Evaluator 

3

Evaluator 

4

Evaluator 

5

Evaluator 

6

A B A B A B A B A B A B

E1 0.445 1 0.308 2 0.548 1 0.475 1 0.361 2 0.433 1

E1 0.186 3 0.248 3 0.271 2 0.189 3 0.141 3 0.168 3

E1 0.369 2 0.444 1 0.181 3 0.336 2 0.498 1 0.399 2

Sum 1 1 1 1 1 1

C 0.10 0.00 0.00 0.05 0.00 0.13

Evaluator 1 : Professor of real estate, Evaluator 2 : A director of 

Construction firm, Evaluator 3 : A lot-solid apartment director, 

Evaluator 4 : Certified public appraiser, Evaluator 5 : A director of 

public enterprise, Evaluator 6 :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A : Preferences   B : Order of priority   C : Consistency index

E1: Transport convenience, E2: Amenity, E3: Educationl environment.

<Table 3> The relative importance for Location 
Characteristics to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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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Evaluator 
1

Evaluator 
2

Evaluator 
3

Evaluator 
4

Evaluator 
5

Evaluator 
6

A B A B A B A B A B A B
E6 0.696 1 0.769 1 0.820 1 0.700 1 0.679 1 0.672 1

E7 0.304 2 0.231 2 0.180 2 0.300 2 0.321 2 0.328 2

Sum 1 1 1 1 1 1

C 0.00 0.00 0.00 0.00 0.00 0.00
Evaluator 1 : Professor of real estate, Evaluator 2 : A director of 

Construction firm, Evaluator 3 : A lot-solid apartment director, 

Evaluator 4 : Certified public appraiser, Evaluator 5 : A director of 

public enterprise, Evaluator 6 :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A : Preferences   B : Order of priority   C : Consistency index

E6 : Inner plane, E7 : Finish level 

<Table 5> The relative importance for Character 
istics of goods to Stage 2

4.2.2  2단계 단지특성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2단계 평가항목의 “단지특성”에 한 설문지 분석결

과 <Table 4>과 같다.  평가항목에 한 분석결과, 부동

산학 교수, 공인 개사는 “주민공동시설”을  요하게 

단하고 있으나, 건설사 분양소장, 분양 행사 임원, 감정

평가기  임직원, 공기업 임직원은 “단지특화”를 요하

게 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tems 

Evaluator 

1

Evaluator 

2

Evaluator 

3

Evaluator 

4

Evaluator 

5

Evaluator 

6

A B A B A B A B A B A B

E4 0.623 1 0.460 2 0.228 2 0.349 2 0.325 2 0.654 1

E5 0.377 2 0.540 1 0.772 1 0.651 1 0.675 1 0.346 2

Sum 1 1 1 1 1 1

C 0.00 0.00 0.00 0.00 0.00 0.00

Evaluator 1 : Professor of real estate, Evaluator 2 : A director of 

Construction firm, Evaluator 3 : A lot-solid apartment director, 

Evaluator 4 : Certified public appraiser, Evaluator 5 : A director of 

public enterprise, Evaluator 6 :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A : Preferences   B : Order of priority   C : Consistency index

E4: Joint facility residents, E5: Specialization  in  Complex.

<Table 4> The relative importance for Character
- istics of Complex to Stage 2. 

4.2.3 2단계 상품특성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2단계 평가항목의 “상품특성”에 한 설문지 분석결

과 <Table 5>과 같다.  평가항목에 한 분석결과, 부동

산학 교수, 건설사 분양소장, 분양 행사 임원, 감정평가

기  임직원, 공기업 임직원, 공인 개사 모두 “내부평

면”을  요하게 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2.4 2단계 투자가치특성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2단계 평가항목의 “투자가치특성”에 한 설문지 분

석결과 <Table 6>과 같다.  평가항목에 한 분석결과, 

부동산학 교수, 건설사 분양소장, 분양 행사 임원, 공기

업 임직원, 공인 개사는 “개발호재”를 요하게 단하

고 있다. 감정평가기  임직원은 “ 랜드”를 요하게 

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선호도가 0.517과 0.483

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종합 으로 볼 때 개발호

재를 더 요한 요인으로 단할 수 있다.

Items 
Evaluator 
1

Evaluator 
2

Evaluator 
3

Evaluator 
4

Evaluator 
5

Evaluator 
6

A B A B A B A B A B A B

E8 0.177 2 0.234 2 0.264 2 0.517 1 0.355 2 0.285 2

E9 0.823 1 0.766 1 0.736 1 0.483 2 0.645 1 0.715 1

Sum 1 1 1 1 1 1

C 0.00 0.00 0.00 0.00 0.00 0.00

Evaluator 1 : Professor of real estate, Evaluator 2 : A director of 

Construction firm, Evaluator 3 : A lot-solid apartment director, 

Evaluator 4 : Certified public appraiser, Evaluator 5 : A director of 

public enterprise, Evaluator 6 :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A : Preferences   B : Order of priority   C : Consistency index

E8: Brand, E9: Development of positive momentum.

<Table 6> The relative importance for Value
            investing to Stage 2

 4.3 3단계 평가항목 분석결과

3단계 평가항목에 한 설문지 분석결과 <Table 7>

과 같다. 각 문가 집단의 요도 단은 체로 유사하

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교통편리성” 항

목은 체로 “ 교통이용 편리성”을 요하게 단하

고, “시외진출입 편리성”을 요도가 낮은 것으로 단하

고 있다. “생활편의시설” 항목은 “상권인 성”과 “공원 

 녹지공간”의 요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의

료기  인 성”을 요도가 낮은 것으로 단하는 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교육환경” 항목은 체로 “학군”을 

요하게 단하며, “학원 등 사교육 시설”을 요도가 

낮은 것으로 단하고 있다. “주민공동시설” 항목에서는 

체로 “체육시설”을 요하게 단하고 있고, “노인시

설”을 요도가 낮은 것으로 단하고 있다. “단지특화” 

항목에서는 “단지규모”를 요하게 단하고 있고, “외

특화”를 요도가 낮은 것으로 단하고 있다. “내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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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Evaluato

r 1

Evaluator 

2

Evaluator 

3

Evaluator 

4

Evaluator 

5

Evaluator 

6

A B A B A B A B A B A B

E1

E1-1 0.464 1 0.381 2 0.293 2 0.294 2 0.316 2 0.450 2

E1-2 0.398 2 0.518 1 0.583 1 0.530 1 0.503 1 0.456 1

E1-3 0.138 3 0.101 3 0.124 3 0.176 3 0.180 3 0.094 3

C 0.01 0.00 0.03 0.03 0.01 0.00

E2

E2-1 0.499 1 0.369 2 0.43 1 0.297 2 0.350 2 0.535 1

E2-2 0.361 2 0.425 1 0.384 2 0.531 1 0.399 1 0.248 2

E2-3 0.141 3 0.206 3 0.186 3 0.172 3 0.251 3 0.218 3

C 0.00 0.01 0.00 0.00 0.01 0.00

E3

E3-1 0.613 1 0.616 1 0.471 1 0.519 1 0.476 1 0.348 2

E3-2 0.262 2 0.208 2 0.349 2 0.288 2 0.304 2 0.288 3

E3-3 0.125 3 0.176 3 0.181 3 0.193 3 0.220 3 0.365 1

C 0.05 0.02 0.00 0.00 0.01 0.00

E4

E4-1 0.577 1 0.455 1 0.606 1 0.507 1 0.432 2 0.608 1

E4-2 0.149 3 0.143 3 0.126 3 0.139 3 0.129 3 0.095 3

E4-3 0.274 2 0.402 2 0.268 2 0.354 2 0.439 1 0.297 2

C 0.01 0.00 0.00 0.00 0.00 0.10

E5

E5-1 0.605 1 0.446 1 0.550 1 0.536 1 0.522 1 0.600 1

E5-2 0.163 3 0.204 3 0.217 3 0.137 3 0.169 3 0.195 3

E5-3 0.233 2 0.349 2 0.233 2 0.328 2 0.309 2 0.204 2

C 0.03 0.02 0.08 0.03 0.00 0.04

E6

E6-1 0.118 3 0.140 3 0.080 3 0.133 3 0.203 3 0.123 3

E6-2 0.213 2 0.283 2 0.193 2 0.284 2 0.312 2 0.154 2

E6-3 0.669 1 0.577 1 0.727 1 0.583 1 0.485 1 0.723 1

C 0.05 0.03 0.10 0.00 0.04 0.00

E7

E7-1 0.581 1 0.403 2 0.387 2 0.377 2 0.351 2 0.625 1

E7-2 0.207 3 0.151 3 0.168 3 0.176 3 0.183 3 0.153 3

E7-3 0.213 2 0.477 1 0.446 1 0.447 1 0.466 1 0.222 2

C 0.03 0.03 0.01 0.00 0.02 0.00

E8

E8-1 0.327 2 0.526 1 0.556 1 0.511 1 0.423 1 0.603 1

E8-2 0.111 3 0.205 3 0.295 2 0.323 2 0.217 3 0.233 2

E8-3 0.562 1 0.269 2 0.149 3 0.167 3 0.360 2 0.164 3

C 0.04 0.05 0.00 0.01 0.01 0.00

Evaluator 1 : Professor of real estate, Evaluator 2 : A director of 
Construction firm, Evaluator 3 : A lot-solid apartment director, 
Evaluator 4 : Certified public appraiser, Evaluator 5 : A director of 
public enterprise, Evaluator 6 :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A : Preferences   B : Order of priority   C : Consistency index
E1 : Transport convenience,  E2 : Amenity, E3 : Educationl 
environment, E4 : Joint facility residents, E5 : Specialization  in  
Complex, E6 : Inner plane, E7 : Finish level, E8 : Development of 
positive momentum. 
E1-1 : The ease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E1-2 : The ease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E1-3 : convenience in the town entry or 
a suburb of entry. E2-1 : The level of adjacent business district, 
E2-2 : Parks and green spaces, E2-3 : The proximity of the medical 
term. E3-1 : A school district, E3-2 : Commute, E3-3 : Cram 
schools, and other private institutes. E4-1 : Sport facilities, E4-2 : 
Elderly Welfare Facilities, E4-3 : Cultural facilities. E5-1 : Size in 
Complex, E5-2 : Specialized external appearance, E5-3 : Theme 
park. E6-1 : Plate or Tower Structure, E6-2 : The effectiveness of 
space, E6-3 : Orientation and View of housing. E7-1 : Interior, 
finishes, E7-2 : Abuilt-in electronic products, E7-3 : Storage 
space.E8-1 :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E8-2 : Facilities 
expansion plan, E8-3 :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Redevelopment Projects.

<Table 7> The relative importance for Evaluation 
Items  to Stage 3

면” 항목에서는 “주택의 향/조망”을 요하게 단하고 

있고, “ 상형/타워형 구조”를 요도가 낮은 것으로 

단하고 있다. “마감수 ” 항목에서는 체로 “수납공간”

을 요하게 단하고 있고, “빌트인 자제품”을 요도

가 낮은 것으로 단하고 있다. “개발호재” 항목에서는 

체로 “교통망 개선계획”을 요하게 단하고 있고, 

“편의시설 확충계획”과 “택지개발/정비사업”에 해서는 

요도가 비슷하다고 단하고 있다.

4.4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논의하기 해서 

자료의 한 신뢰성(Reliability)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AHP모델은 설문자료를 

토 로 통제요소들에 한 비교 과정에서 응답자들

이 일 성을 가지고 평가하 는지를 단하는 지수로서 

일 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산출하 다. 

AHP는 의사결정자가 수행하는 일련의 비교 활동에 

한 일 성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이 수치

를 이용하여 일 성 비율을 계산하여 의사결정자가 행한 

단의 일 성을 측정한다. C.R.은 C.I.(일 성지수)를 

R.I.(Random Index)로 나  값으로 정의 된다. 즉,  CR 

= CI/RI 이다. 일반 으로 C.R.이 0.1 이하이면 의사결정

자가 행한 비교는 합리 인(Reasonable) 일 성을 

갖는 것으로 단하고 0.2 이내일 경우에는 용납할

(Tolerable)수 있으나 그 이상이면 일 성이 부족한 것으

로 단한다(Saaty, 1990). <Table 8>에서 보듯이 일

성 비율이 각각 0.06, 0.03, 0.05, 0.02, 0.01, 0.01을 보여 모

두가 일 성 있게 응답하 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체 

집단에서 일 성 비율이 0.03으로서 Saaty의 허용수 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CR≤0.1 0.1＜CR≤0.2 whole average CR

Evaluator 1 1 2 0.06

Evaluator 2 3 2 0.03

Evaluator 3 3 2 0.05

Evaluator 4 5 1 0.02

Evaluator 5 4 2 0.01

Evaluator 6 2 3 0.01

Total 18 12 0.03

Evaluator 1 : Professor of real estate, Evaluator 2 : A director of 

Construction firm, Evaluator 3 : A lot-solid apartment director, 

Evaluator 4 : Certified public appraiser, Evaluator 5 : A director of 

public enterprise, Evaluator 6 :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Table 8> The statistical reliability analysis for 
take a measurement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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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평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문가 집단의 종합한 단계별 결정요인의 요도는 

<Table 9>과 같다. 1단계에서는 입지특성과 투자가치

특성의 비율이 80% 수 으로 이다. 내부  결정요

인으로 볼 수 있는 단지특성과 상품특성의 비율보다 외

부  결정요인으로 볼 수 있는 입지특성과 투자가치특성

의 비율이 4배 수 으로 요시 된다는 은 결국 아 트 

신규 사업에 있어서 아 트 단지 는 세  상품의 개선

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을 나타내고 있다.

2단계에서는 개발호재, 교통편리성, 교육환경이 특히 

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호재는 주거 인

라가 구축되면 입지조건과 생활여건이 좋아지는 장   

뿐만 아니라 개선에 따른 기 감으로 아 트 가격이 상

승하여 투자를 통한 이익실 이 가능해지는 을 반 하

고 있다. 이러한 은 주택이 갖는 주거기능과 재산가치

로서의 기능에 모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통편리

성은 시간 , 공간 으로 활동범 가 넓어지면서 출퇴근, 

통학 등 이동이 편리하고 시간이 게 소요되는 이 

요시되는 추세를 반 하고 있다. 한 교육환경은 1∼2

명의 자녀만 출산하는 경향에 따라 학교의 학군이나 사

교육시설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자녀의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을 선호하는 추세를 반 하고 있다.

Stage 1

Evaluation items Ratio Ranking

S1 47.9 1

S2 33.4 2

S3 9.5 3

S4 9.2 4

<Table 9> The analysis result of evaluation
            items to priority weight for each stage

Stage 2

Evaluation items Ratio Ranking

E8 23.2 1

E1 21.1 2

E3 17.2 3

E9 10.2 4

E2 9.6 5

E6 6.9 6

E5 5.4 7

E4 3.8 8

E7 2.6 9

Stage 3

Evaluation items Ratio Ranking

E8-1 12.04 1

E1-2 10.73 2

E9-1 10.22 3

E3-1 8.67 4

E1-1 7.55 5

E8-3 5.63 6

E8-2 5.49 7

E3-2 4.90 8

E6-3 4.31 9

E10-1 3.89 10

E10-2 3.82 11

E3-3 3.63 12

E5-1 2.84 13

E1-3 2.80 14

E4-1 2.03 15

E2-3 1.92 16

E6-2 1.69 17

E5-3 1.56 18

E4-3 1.31 19

E7-1 1.14 20

E7-3 0.99 21

E5-2 0.97 22

E6-1 0.92 23

E4-2 0.50 24

E7-2 0.46 25

S1: Location Characteristics, S2: Characteristics of Complex,  S3: 

Characteristics of goods, S4: Value investing.

E1 : Transport convenience,  E2 : Amenity, E3 : Educationl 

environment, E4 : Joint facility residents, E5 : Specialization  in  

Complex, E6 : Inner plane, E7 : Finish level, E8 : Development 

of positive momentum, E9 : Brand

E1-1 : The ease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E1-2 : The ease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E1-3 : convenience in the town 

entry or a suburb of entry. E2-1 : The level of adjacent business 

district, E2-2 : Parks and green spaces, E2-3 : The proximity of 

the medical term. E3-1 : A school district, E3-2 : Commute, E3-3 

: Cram schools, and other private institutes. E4-1 : Sport 

facilities, E4-2 : Elderly Welfare Facilities, E4-3 : Cultural 

facilities. E5-1 : Size in Complex, E5-2 : Specialized external 

appearance, E5-3 : Theme park. E6-1 : Plate or Tower Structure, 

E6-2 : The effectiveness of space, E6-3 : Orientation and View 

of housing. E7-1 : Interior, finishes, E7-2 : Abuilt-in electronic 

products, E7-3 : Storage space.E8-1 :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E8-2 : Facilities expansion plan, E8-3 :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Redevelopment Projects. E9-1 : 

Brand.

3단계에서는 교통망개선계획, 교통 활용성, 랜

드, 학군, 도심 근성이 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체 백분  약 50%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25가지의 분양가격 결정요인이 있지만 실질 으로 가격

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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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마  측면에서, 아 트 신규 공  시 시장 

내 경쟁력 있는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한 기 을 만들

고자 하 다. 공 자가 신규 아 트 분양 시 가격결정을 

공사비와 토지비 등 소요비용에 일정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근 공 한 신규 아 트 단지의 시세를 

기 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을 고려하

여 인근 아 트와 분양가격 비교분석의 틀을 만들어 실

무에 용시키고자 함이다. 

문가 집단의 요도 분석결과 교통망 개선계획, 

교통 이용편리성, 랜드, 학군, 도심 근성, 택지개발/

정비사업 계획, 편의시설 확충계획, 통학거리, 주택의 향/

조망, 상권 인 성, 공원  녹지공간, 학원 등 사교육시

설, 단지규모, 시외 진출입 편리성, 체육시설, 의료기  

인 성, 공간효율성, 테마공원, 문화시설, 인테리어/마감

재, 수납공간, 외 특화, 상형/타워형 구조, 노인시설, 

빌트인 자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결정요인들은 

투자가치특성과 입지특성이 80%의 인 요도를 

보이고 있다.

향후에는 마  외 인 요인도 추가 으로 고려하여 

지역 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일반화된 기 을 찾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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