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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의 입지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 하수처리장을 사례로

전병운1※

The Impact of a Basic Environmental Facility Siting         

on Land Prices : A Case of Sewage Disposal Plant

Byong-Woon JUN1※

※

요    약

본 연구는 대구시 지산 하수처리장을 사례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가 지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m 단위로 400m까지 두 개의 구역을 각각 

설정하고 총 822개의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취득하였다. 지산 하수처리장 설립 전후의 지가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 결과, 각 구간의 지가가 하수처리장 설

립 후 약간 상승하였고,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수처리장 설립 전에는 

200m 이내의 평균 지가가 200-400m의 평균 지가 보다 낮았지만, 설립 후에는 양 구간에 평균 

지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지산 하수처리장은 악취가 거의 나지 않고 하수의 처리 용량이 적으며 

그 주변지역은 대부분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어서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하수처리장의 

입지가 주변 지가의 하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기초

시설의 입지로 인해 갈등하는 정부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근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환경기초시설, 혐오시설, 지가, 하수처리장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a basic environmental facility siting on the 

difference in land prices using a case study of Jisan sewage disposal plant in Daegu 

metropolitan city. To do so, two buffer zones were generated around Jisan sewage 

disposal plant to 400m at an interval of 200m as a setback distance and 822 officially 

announced individual land prices were acquired from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Paired samples t-test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mean difference in land prices before and after Jisan sewage disposal plant siting. 

Results show that the mean land price from each buffer zone was slightly increase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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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ting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ean land price within 200m was lower than that between 200m and 400m before the 

siting while there was not different in the mean land price for both buffer zones after the 

siting. Because Jisan sewage disposal plant did not have a stench and a larger capacity 

and its surrounding areas were blended by commercial and residential uses, a sewage 

disposal plant siting had little effect on the fall in land prices unlike previous studies.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will provide new reference data for local government and local 

people with conflicting views on the siting of a basic environmental facility.

KEYWORDS : Basic Environmental Facility, Undesirable Facility, Land Price, Sewage Disposal Plant

서  론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쓰레기 

및 유해 폐기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이에 따라 각종 폐기물 

매립지, 소각장, 하수처리장, 환경에너지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은 환경보존

과 오염방지를 위한 공공기반시설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기초시설들은 환경적으로 악취, 소

음, 분진 등을 발생시켜 혐오시설로 낙인찍히고 

사회경제적으로 주변 지가의 하락과 같은 부작

용을 낳기도 한다(Kim et al., 2005). 또한, 환

경기초시설들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특정한 

지역에 입지할 경우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

딪히게 된다(Bae and Chang, 1998; Lee et 

al., 2000; Cho and Bae, 2008). 이러한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기초시

설에 대한 여러 지역의 실증적 사례 분석이 필

요하다(Oh and Cho, 2016). 따라서 환경기초

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의 입지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최근에 다시 

주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많은 연구들이 환경기초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의 입지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수도권의 

소각장를 사례로 헤도닉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지가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iel and McClain(1995b); Yoon, 1997; 

Yim et al., 2002; Jung and Park, 2003; 

Jung, 2004; Jo et al., 2007; Sohn and Shin, 

2007; Shin, 2008; Oh and Cho, 2016). 일부 

연구는 화장장(Kim, 2012), 쓰레기 매립장(Kim

and Jung, 2012), 차량기지 및 면허시험장(Kim

and Song, 2012), 화력발전소(Kim and Song, 

2011), 열병합발전소(Kim, 2010), 구치소 및 변

전소(Choi et al., 2002), 요양원(Jo et al., 20 

07), 송전선(Sohn, 2006) 등과 같은 다양한 시

설을 사례 헤도닉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주변 지

가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

부 연구(Jo et al., 2007; Kim, 2012)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관련 연구는 혐오시설의 입지가 

지가나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관련 연구는 분석방법으로 다

양한 이격거리와 혐오시설 설립 전후의 시차 등

을 적용하여 상이한 사례를 분석하였기에 일반

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에

서 이격거리는 250m에서 5km까지 그리고 설

립 전후의 시차는 설립 전후 1년에서 설립 후 

33년까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수도권의 소각장을 사례로 

지가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분석하

였지만,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는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사례로 지가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국내외에서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는 

주로 헤도닉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혐오시설의 

입지가 지가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항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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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혐오시설의 설립 전후의 지가나 주택

가격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

정을 활용한 연구는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혐오시설 설립 전후

의 주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헤도닉 회귀모형을 적용하였지만, 이러한 

영향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개별 필지의 지가가 

혐오시설 설립 전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시 지산 하수처리장을 사례로 환경기초시설

의 입지가 주변 지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혐오시설의 입지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

지금까지 혐오시설의 입지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관련 연구는 크게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주택가격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먼저, 혐오시설의 입지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Choi et al.(2002), Jung and 

Park(2003), Jo et al.(2007), Kim(2010), 

Kim and Jung(2012), Kim(2012) 등이 있다.

Choi et al.(2002)은 부산 구치소와 미남 변

전소의 입지가 주변 주택가의 지가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Jung and Park(2003)는 서

울시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와 주변 지가

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Jo et al.(2007)은 안

양시의 평촌 소각장, 서안양 변전소, 안양노인전

문요양병원의 입지가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평가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변전소

와는 달리 소각장과 요양원의 입지는 주변 지가

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 Kim(2010)는 

수도권 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입지와 주거지역 

지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Kim and Jung 

(2012)은 울산시의 온산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

와 주변 지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Kim 

(2012)은 서울시립승화원이 주변 지가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립승화원

의 입지가 주변 지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혐오시설의 입지가 주택가격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Kiel and McClain 

(1995b), Yoon(1997), Yim et al. (2002), Jung

(2004), Sohn(2006), Sohn and Shin(2007), 

Shin(2008), Kim and Song(2011), Kim and 

Song(2012), Oh and Cho(2016) 등이 있다. 

Kiel and McClain (1995b)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North Andover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Yoon(1 

997)은 서울시 상계동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와 

주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Yim 

et al.(2002)은 서울시 목동 쓰레기 소각장의 

운영강도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Jung (2004)은 서울시 노원구 상

계동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에 따른 아파트 가격

의 하락정도를 측정하였다. Sohn(2006)은 경

기도 A시의 고압 지상 송전선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Sohn and 

Shin (2007)은 서울시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공간

적 범위를 분석하였다. Shin(2008)는 수도권의 

3개의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가 주택가격에 미치

는 영향을 헤도닉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시계열

적으로 분석하였다. Kim and Song(2011)는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지하화 및 이전계획 발표

가 주변의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Kim and Song (201 

2)은 헤도닉 가격 이론을 적용한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서울시 노원구의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이 주변지역 주택가격에 미

치는 낙인효과를 추정했다. Oh and Cho (2016)

는 경기도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가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법과 삼

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혐오시설과 부동산 가격의 관련성에 관한 기

존의 연구는 주로 수도권의 쓰레기 소각장을 사

례로 헤도닉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지가자료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주

택가격 자료로 실거래가를 많이 이용하였다. 또

한, 기존 연구는 혐오시설로부터 250m에서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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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

에 이르는 상이한 이격거리와 설립 전후 1년에

서 설립 후 33년까지의 다양한 설립 전후의 시

차를 설정하였다. 일부 예외(Jo et al., 2007; 

Kim, 2012)는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혐오

시설의 입지가 주변 지가나 주택가격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

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사례로 한 실

증적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개별

공시지가와 대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혐오시

설의 설립 전후의 지가나 주택가격의 차이를 통

계적으로 검정한 연구도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연구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사례지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

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산 하수처리장 인근이

다(그림 1). 그림 1에서 적색선은 지산 하수처

리장의 부지 경계선을 나타낸다. 하수처리장은 

환경기초시설이면서 혐오시설이기도 하다. 하수

처리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오염방지시설이지만, 

지가 하락과 같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과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시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Kim, 

1993). 아직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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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례로 주변 지가와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에 위치한 하수처

리장 7곳 중에서 지산 하수처리장을 본 연구에

서 선정한 이유는 다른 하수처리장들과 달리 주

거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가변

동이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Choi et al., 2000). 

지산 하수처리장 인근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지산 하수처리장은 두산동 주민센터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하수처리장의 상부에는 

산책로, 배드민턴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이 있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수성못

과는 8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며, 북편에 위

치한 일반주택가와는 100m 정도 이격되어 있

다. 또한, 지산 하수처리장은 지산 및 범물 택지

지구와 두산동 등 기존 시가지의 하수를 처리하

여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환경기초시설인 하수

처리장의 입지에 따른 주변 지가의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지산 하수처리장의 설립시기인 2002

년을 기준으로 1년 전후인 2001년과 2003년으

로 설정하였다. 일부 선행연구(Kiel and McClain,

1995a; Kiel and McClain, 1995b; Kim, 2010; 

Oh and Cho, 2016)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이 

착공되는 시점과 완공되어 가동되는 시점에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에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자료는 연속지적도와 

개별공시지가이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2015년 대구시 연속지적

도를 바탕으로 사례지역의 필지와 지번을 추출하

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

에서 2001년과 2003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하였다.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400m 이내에 

위치한 총 1723개의 필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 200m 이내의 277개의 필지와 200~ 

400m의 545개 필지를 추출하고, 지번이 불일

치하는 893개의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822개의 

필지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지산 하수처리장 

설립 당시의 지번체계와 현재의 지번체계에는 차

이가 있어서 지번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이격거

리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폐기물매립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또는 폐

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

내로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활용되는 토지가격 

비준표에서는 유해 및 혐오시시설로부터 50m 이

내, 100m 이내, 500m 이내, 그 이상 등으로 구

분하여 배율을 차등하여 적용한다. 2010년 경기

도는 혐오시설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의 이격거리를 200m로 제안하였다. 

Canada의 Ontario시는‘하수처리설비와 주거지

와 같은 민감한 지역 간의 이격거리’를 100-1 

50m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의 관련 선행연구에

서 적용된 이격거리의 범위는 250m에서 5km

까지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의 설립 당시 이격거리에 대한 권장된 기준이 

없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감안하여,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m

를 1차 이격거리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민감성

을 분석하기 위해 200m에서 400m까지를 추가

적 이격거리로 설정하였다(그림 2). 연구대상지

인 지산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200m 단위로 

400m까지 두 개의 버퍼 구역을 생성하여 그 영

향권으로 설정하였다. 각 영향권별로 지산 하수

처리장의 설립 전후에 지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

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구

체적으로, 대응표본 t 검정은 동일한 필지에 대

한 2001년과 2003년간의 지가의 변화를 검정

하는데 활용이 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표준

지 공시지가와 헤도닉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혐

오시설의 입지가 주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대

응표본 t 검정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전후의 지가 차이에 대하여 검정하였다는 점에

서 방법론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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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wo buffer zones 

around Jisan sewage disposal plant

Paired samples statistics

Mean 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Pair
2001 448043.32 277 214255.13 12873.34

2003 473154.87 277 228775.58 13745.79

TABLE 1. Paired samples statistics before and after siting within 200m

결과 및 고찰

1. 하수처리장의 설립에 따른 지가의 차이 분석

본 연구는 대구시 지산 하수처리장을 사례로 

설립 전후의 지가에 있어서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 

m 이내의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설립 전인 200 

1년과 설립 후인 2003년의 평균 지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m 이내의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설립 후(2003)의 지가는 설립 전(2 

001)의 지가 보다 평균적으로 25,112원 정도 

상승하였고(표 1, 표2),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것은 지

산 하수처리장의 설립이 주변 지가에 긍정적 영

향을 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40 

0m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설립 전인 2001년과 

설립 후인 2003년의 지가에 대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4 

00m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설립 후의 지가는 설

립 전의 지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22,753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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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ed samples test

Paired differences

t df Sig.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Pair 
2001-
2003

-25111.55 78169.71 4696.76 -34357.58 -15865.52 -5.35 276 .000

TABLE 2. Paired samples t-test before and after siting within 200m

Paired samples statistics

Mean 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Pair
2001 450823.49 545 268245.39 11490.37

2003 473576.33 545 205015.45 8781.90

TABLE 3. Paired samples statistics before and after siting from 200 to 400m

Paired samples test

Paired differences

t df Sig.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Pair 
2001 - 
2003

-22752.84 210916.66 9034.68 -40499.97 -5005.72 -2.52 544 .012

TABLE 4. Paired samples t-test before and after siting from 200 to 400m

Setback distance Mean land price

0-200m 474063.9

200-400m 474190.3

TABLE 5. Mean land price by distance in 2003

Setback distance Mean land price

0-200m 440242.1

200-400m 450823.5

TABLE 6. Mean land price by distance in 2001

가하였고(표 3, 표 4), 그 평균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러한 

결과는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의 

평균 지가 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거리에 따

른 지가의 조락이 있지만, 여전히 하수처리장의 

설립이 주변지역의 지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산 하수처리장의 설립 전인 2001년에 하수

처리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평균 지가의 차이

를 비교하였다. 200m 이내의 평균 지가가 200 

~400m의 평균 지가 보다 10,581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지산 하수처리장 설립 

후인 2003년은 200m 이내의 평균 지가와 200 

~400m 평균 지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표 6). 지산 하수처리장에 대한 거리에 

따른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지산 하수처리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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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upper part of 

Jisan sewage disposal plant

FIGURE 4. The surrounding scene 

of Muhak-ro

FIGURE 5. The surrounding scene 

of a commercial zone

로부터 400m 이내 지역에 대한 지가는 대체로 

환경기초시설의 설립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혐오시설

의 입지는 주변 지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충되는 것이다.

2. 결과에 대한 고찰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지산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가 주변 지가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고찰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지산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시설을 지

하화하여 수성유원지와 상부의 공원시설을 사용

하는 사람들이 하수처리장을 인식하지 못할 정

도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수처리시

설에서는 악취가 거의 나지 않고, 하수처리장의 

입구가 공원시설과는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어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대구환경공단에 따르면, 지산하수처리

장의 시설용량은 약 3만3천m3/일으로서 대구에

서 가장 큰 하수처리장인 신천하수처리장(68만m3

/일)과 비교했을 때 약 1/20배 수준이므로 악취

의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

산 하수처리장은 두산동, 지산1,2동, 범물1,2동

의 수성구 일부지역 하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대

구 대부분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신천 하수처

리장과는 악취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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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은 도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입구

가 만들어져 있어서 수성못의 편의시설을 사용하

는 시민들은 하수처리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림 3은 지산 하수처리장 상부의 공원

에서 수성못 페스티발이 개최된 현장이다. 공원

뿐만 아니라 축제의 장소로도 잘 활용되고 있다. 

그림 4는 지산하수처리장에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무학로이다. 무학로를 사이에 두고 지산 하

수처리장의 반대편은 음식점 등 여러 상가들이 

분포해 있다. 무학로와 같은 대로변에 대한 접근

성이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을 어느 정도 상쇄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림 5는 200m~400m 사이의 주변 경관으로서 

많은 음식점들과 주거시설이 분포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대구시 지산 하수처리장을 사례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가 주변 지가의 차이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활용하여 지산 하수처리장의 

설립 전후의 200m 이내 지역의 평균 지가와 2 

00m~400m 지역의 평균 지가의 차이를 비교하

였다.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400m 이내 지역

의 평균 지가는 하수처리장 설립 이후 약간 상

승했고, 이러한 평균 지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산 하수처리장 설립 

전인 2001년의 거리에 따른 평균 지가의 차이

를 살펴보면, 200m 이내의 평균 지가가 200~ 

400m의 평균 지가 보다 조금 작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지산 하수처리장 설립 후인 2003년은 

200m 이내의 평균 지가와 200~400m의 평균 

지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지산 하수처리장의 시설 자체가 지하화되어 

있으며 하수의 처리 용량이 적어 악취가 거의 

나지 않으며,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되었기 때

문이다. 또한, 지산 하수처리장 주변에 대부분 

상업 및 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대로변에 근

접하여 하수처리장의 설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추가적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가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

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지역특성 요인 등과 같

은 다양한 요인들을 배제하고 오직 환경기초시

설의 설립만으로 지가의 차이를 분석했다는 한

계가 있다. 실제로, 도시 내에서 지가는 복합적

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지이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환경기초시설

에 대한 다양한 이격거리와 설립 전후의 시차에 

대한 민감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이격거리와 설립 전후의 시차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혐오시설의 입지와 지가의 관련성

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하수

처리장을 사례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가 주변 

지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개별공시지가와 대응표본 t 검정을 활용

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전후의 지가 차이를 

검정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 기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해 갈

등하는 정부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근거자

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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