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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택의 주거특성  가격형성요인에 한 연구
A Study on Residential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Price Determinants of Luxury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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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is to identify the housing needs of the consumer are diversified by 

looking at the status and distribution of luxury housing residential properties in Busan. 

(2) RESEARCH METHOD

The first was carried out to analyze whether differences exist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environment after separate the  luxury housing of the house price. In 

addition, the pricing factors of luxury housing was analyzed by a regression analysis.

(3) RESEARCH FINDINGS

Residential property has differentiated depending on the value of luxury housing 

and this distinction appears choices about the decision and move residences Th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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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s or income earners are much wider. Futhermore the results to estimate the 

probability of selection according to the price of luxury housing, high building, and 

located in the commercial area, luxury housing in Haeundae is likely higher housing 

prices. Through regression pricing model of luxury homes, the broad and high-rise 

residential area, closer to the beach impact on prices was found to be positive.

2. RESULTS

The residential area of luxury housing appears strongly differentiated residential 

properties, based on the value of the house it could be seen that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he different residential areas. 

3. KEY WORDS 

∙Luxury Housing, Residential Location, Residential Segregation, Residential 

Differentiation, Residential Preference 

국문 록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를 심으로 고 주택의 주거특성  분포 황을 살펴보고, 고 주택의 

가격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실증  분석을 통한 분화된 지역  특성  주거 공간을 악하

는데 목 이 있다. 심층분석을 해 고 주택을 ‘6억 과~9억이하’와 ‘9억 과’로 구성하여 비교·검

토한 분석결과, ‘6억 과~9억이하’와 ‘9억 과’의 거래 액에 따른 주거특성은 차별화를 보인다. 

고 주택의 가격에 따른 선택확률을 추정해 본 결과, 건물의 최고층수 높고, 일반· 심상업지역에 

입지하며, 해운 구에 분포된 고 주택일수록 거래 액이 높게 나타났다. 한, 고 주택의 가격결정 

회귀 모형을 통해 가격결정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토할 수 있었다.

핵심어: 고 주택, 주거입지, 주거지분화, 주거지분리, 주거선호 

Ⅰ. 서 론

주거환경에 한 인식  평가는 주택시장

이 수요와 공 의 상호작용에서 수요자 심으

로 옮겨갈수록 더욱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과거 

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주택

시장은 낮은 주택보 률로 만성 인 주택부족이 

사회·경제 인 문제로 이어졌고, 주택 공 을 

심으로 시장이 작동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주택

의 양  문제 완화와 함께 생활의 여유로움과 주

거공간에 한 인식의 변화는 주거의 선택과 만

족을 한 다양한 패턴으로 이어져 차별화되고 

있다.

서울의 강남지역은 1970년  말에서 1980

년  에 본격 으로 개발되어 교통, 학군, 문

화시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충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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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재 강남3구는 특별히 고

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지난 

2011년부터 2014까지 4년간 국 아 트 거래

황에서 10억 이상으로 거래된 아 트는 

9,955건이며, 이  서울, 특히 강남을 심으로 

88.8%의 비 이 집 되어 있는 것으로 강남이 

한민국의 표 인 고 주택의 심지임을 강

하게 입증하 다. 여기에서 확인된 다른 한 가지

는 실거래가를 토 로 본 최고가의 30  아 트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의 형 평수 아 트로 부

산의 해운 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 주택이 이

에 해당되었다.1) 실제로 부산에서 2013년 공

시지가 기 , 6억원 과 주택은 가운데 80%, 

9억원 넘는 ‘ 고가’주택 주택의 93%가 해운

구에 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서울의 

강남지역에 고 주택을 심으로 주거의 계층

별 분포가 존재하는 것처럼 부산 역시 주거지 

분화와 공간  분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경우 수

많은 요인에 의해 주택시장이 형성된다. 한 주

거가치와 생활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구는 시장의 구조 , 공간  분화를 이끌게 된

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변화에 해 폭넓은 이해

와 효율 인 주택 공   주거환경을 개발하기 

해서는 도시의 주거환경에 한 다각 인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고 주택에 한 

다수의 기존 연구는 공간  범 가 서울  수

도권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  제약을 벗어

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 주택을 

심으로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는 도시 가운데 

부산 역시 고 주택에 한 주거지 분화가 나타

나고 있음을 제로 연구를 개하 다. 부산시

를 심으로 고 주택의 주거특성  분포 황

을 통해 주거지 분화의 양상을 살펴보는데 목

이 있다. 한 고 주택의 가격형성에 향을 미

치는 요인에 한 실증  분석으로 주거공간  

지역  특성을 악하고 이에 한 시사 을 도

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  고찰

1. 고 주택 련 이론

1) 고 주택의 정의

주택은 소비재로서 자산을 증식하기 한 

수단과 동시에 개인의 사회  지 , 부의 정도, 

권력 등을 내포함에 따라 거주자의 사회 ·경제

인 능력을 나타내 다. 고 주택은 거주자의 

차별 인 지 를 표 할 수 있는 용어로서 용

법규  주택가격을 기 으로 <표 1>과 같이 고

가주택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구분 기 용 법령

고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 액이 6억원을 과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고가

주택

주택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과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1

<표 1> 고 주택 용 법규

세법에 있어서 고 주택이라는 개념은 두 

개로 나뉘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취득세에 있어

서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취득세가 과세되는 

고 주택과 다른 하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는 고 주택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의 4에 따르면 취득세를 부과하기 한 기 으

로 6억원을 과하는 주택 가운데 면   시설

의 요건에 충족되는 주택을 고 주택으로 간주

하고 있다. 

6억원이란 액이 주택 련 세법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지난 1999년 9월에 1가구 1주

 1) 매일경제, “ 한민국 최고가 아 트 리스트”, 2015.03,06

 2) 부산일보, “부산 ‘9억 넘는 고가 주택 93%’ 해운 구 집”,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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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라도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고

가주택의 기 으로 용되었다. 이후 소득세법

에서 2003년 1월부터 ‘고 주택’에서 ‘고가주택’

으로 용어의 변경이 시행되고, 2008년 10월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6조의 1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한 기 으로 9억원을 과하는 주택

을 ‘고가주택’으로 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에서는 고 주택을 거래

액을 기 으로 6억원을 과하는 주택으로 설

정하되, 심층분석을 해 ‘6억 과~9억이하’

와 ‘9억 과’로 두 가지 유형을 구성하여 비교·검

토해 보고자 한다.

2) 고 주택의 주거지 분화

도시화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도

시가 성장하면서 과거의 기능  역할이 변화하

고 도시내부의 공간구조는 차 기능 으로 분

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의 하나는 주거지역의 입지변화와 공

간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거지 분화 상이

다.3)

도시 지역의 주거시장은 주택이  동질

이지 않고, 일련의 연결된 하 시장들로 구성

되어 있어, 주택의 수요자는 사회·경제 인 특징

뿐만 아니라 하 시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4) 주택하 시장은 주택이 특

정 공간에 치함에 따라 지역구분과 연계되어 

다수의 공간단 로 분화되는 주거지역이 발생된

다. 따라서 도시 내에서 각각의 주거지역은 내부

으로는 한 동질성을 보이지만 다른 지역

과는 체성이낮은 차별  속성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도시 내 주거지역이 구분되어 가는 

과정을 주거지 분화(residential 

differentiation)라 하며, 그 결과 구분되는 각 

집단이 일정 기 에 의해 공간상에 분리 거주하

는 패턴을 주거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라고 한다.5) 고  도시공간구

조 이론인 동심원지 이론(concentric zone 

theory), 선형지 이론(sector theory), 그리

고 다핵심이론(multiple nuclei theory)을 비

롯한 많은 모형에서 고 주거지역은 도시 내의 

주거지분포 패턴을 결정짓는 핵심 인 요인으로 

도시공간구조의 형성과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최고 지 를 

지불할 수 있는 상류계층은 거주환경이 가장 좋

은 지역에 독립 으로 이동하여 고 주거지역을 

형성함에 따라 여타 계층의 주거비지불능력에 

따라 고 주거지역에 종속 으로 계층별 주거지

역이 분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6)

주거지 결정  이동에 있어 과거에는 통

으로 경제성, 근성 등과 같은 물리  지표

주의 단순한 요인들이 요시되어 왔으나, 최근

에는 쾌 성, 커뮤니티, 근린환경 등과 같은 다

양한 질  요인들이 주거지의 결정요인으로 고

려되고 있다. 일반 으로 주거입지 결정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학 (가구특성, 생애주

기), 물리 (주택특성, 거주 도, 기반시설 근

성), 사회 (사회계층, 근린의식), 경제 (소득

수 , 지가, 교육), 지리 (지형, 입지, 교통 편

리성, 직장과의 치), 환경 (공원, 쾌 성, 조

망권), 제도 (정부정책, 계획, 개발사업), 기타

련(주변환경, 투자가치, 지역이미지)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한다.7) 따라서 개인

 3) 김민회·김태 ·홍선 ·김홍규, “서울시 고  주택지역의 형성요인과 분포 분석”,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한국주거학회, 2005, 제16호(6), 

p.1.

 4) Maclennan D. and Tu Y., "Economics Perspectives on the Structure of Local Housing Systems”, Housing Studies, 

1996, 11(3), pp.387-388.

 5) 정은진,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지역별 주거 특성”, 한지리학회지, 한지리학회, 2003, 제38권 제5호, pp.741-742.

 6) 김창석·강세진, “서울시 상류계층 주거지역의 변화패턴  분포특성에 한 연구”, 국토계획, 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011, 제46호

(3), p.47.

 7) 송기욱·김창석·남진, “ 워엘리트의 거주지 분포에 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에 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010, 제45호(2),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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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호도에 따른 장소의 효용성이 사회·경제  

지 나 소득에 따라 상 으로 상이하게 나타

나므로 이를 극 화하기 하여 주거지 선택과 

주거이동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선택이 주거

지의 분화를 래하게 되는 것이다.

2. 선행연구의 동향  검토

주거지 분화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가구소

득을 심으로 한 계층별 분화에 한 연구를 수

행되었다. 오근상 외(2012)8), 유기  외

(2013)9)에서도 소득  자산수 에 따른 주거

이동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으로의 주거

이동은 높은 소득과 자산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이 선택에는 상 으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과 차별화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의 분리를 사회계층에 따른 

기 으로 살펴본 연구로 송기욱·김창석·남진

(2010)10)과 김창석·강세진(2011)11)은  명

인사 는 상류층을 포 하는 워엘리트의 주

거지 분포 황을 통해 일부 수도권 심의 일부 

특정지역에 집  혹은 편 되어 사회계층별 주

거지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 냈다. 한 

고 주택에 한 수요자는 산층·하 계층보다

는 워엘리트와 같은 상 계층에게 주거지 결

정  이동에 직 인 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에서도 주거지 

분화에 한 원인을 사회경제 인 측면에서 진

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Heaton et al.(197

9)12), Ge and Hokaob(2006)13), 

Jansen(2014)14)은 다양한 인구  사회 , 

경제 , 문화  변화로 인한 주거선호가 주거지

의 분화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

한 과정에서 Henley(2001)15)는 가구 자산의 

정도는 만족을 한 주거의 이동을 장려하게 됨

을 강조하 고, Lawton et al.(2012)16)은 주

거 선택의 다양성은 결과 으로 경제  기회의 

창출과 연계되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

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 다.

고 주택에 한 연구를 목 으로 직 인 

지표를 활용한 연구로는 장정희(2010)17)와 허

정 외(2012)18)가 있다. 장정희(2010)는 서울 

주요지역의 최고가 고 주택 황  특징을 조

사하여 고 주택의 거주자들은 주거 선택 시 주

택특성, 입지환경, 단지특성, 주택 랜드, 투자

가치 순으로 향력 순 가 있음을 도출하 다. 

한 고 주택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

 8) 오근상·오문 ·김은 ·남진, “서울시 소득계층별 주거 상·하향이동에 한 연구”, 국토계획, 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013,  제48호

(5), pp.127-143.

 9) 유기 ·정희주·서순탁, “소득  자산수 에 따른 주거이동 특성에 한 연구”, 국토계획, 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013, 제48호(5), 

pp.145-163.

10) 송기욱·김창석·남진, 앞 논문, pp.35-49.

11) 김창석·강세진, 앞 논문, pp.47-65.

12) Heaton T., Fredrickson C., Fuguitt GV. and Zuiches JJ., "Residential preferences, community satisfaction, and the 

intention to move”, Demography, 1979, 16(4), pp.565~573.

13) Ge J. and Hokao K., "Research on residential lifestyles in Japanese cities from the viewpoints of residential 

preference, residential choice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2005, 78(3), 

pp.165~178.

14) Jansen SJT, "Different Values, Different Housing? Can Underlying Value Orientations Predict Residential Preference 

and Choice?”, Housing, Theory and Society, 2014, 31(3), pp.254~276.

15) Henley A., Residential Mobility, "Housing Equity and the Labour Market”, The Economic Journal, 2001, 108, 

pp.414~427.

16) Lawton P., Murphy E. and Redmond D, "Residential preferences of the ‘creative class’?”, Cities, 2013, 31, pp.47~56.

17) 장정희, “고 주택 거주자의 주거지 선호요인에 한 연구”, 단국 학교 석사학 논문. 2010, pp.69-78.

18) 허정·조경 ·김상 ,  “규모  형태별 고 주거시설 가격결정요인의 이질성에 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2, 

18(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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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독자성에 하여 가장 높게 인식하 고, 주거

지 격리를 통해 사회  지 를 가시 으로 표

하고자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허정 외(2012)는 형고 주거시설의 경우 

일반 인 주택 특성 외에 고 주거시설만이 가

질 수 있는 것으로 면 , 보안시스템, 아 트/빌

라의 경우 교육  입지특성, 랜드 선호도와 건

설사 선호도와 같은 인식특성이 가격결정에 주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하 다. 

지 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고 주택의 주거지 분화는 양호한 주거환경과 

거주자의 지불능력에 따른 한 계를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 주택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양 ·질 으로 다양하지 

못하고 지역  주거환경의 차이에 따른 서울이

외의 특정 도시에 한 지역특성요인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III. 분석의 틀 설정

1. 연구의 상  분석방법 

연구의 공간  범 는 부산이며, 주택유형

은 아 트를 상으로 하 다. 부산의 주택보

률은 103.9%이며, 체 주택 1,333,334호 가

운데 아 트는 680,709호로 51.0%를 차지하

고 있다.19) 아 트는 주택정책에 있어서 주택부

족에 한 양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한 주요 주

택공 의 형태 고, 오늘날 가장 표 인 주거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 주택의 일반 인 

지표 황이 표 화되어 있어 객 인 비교·검

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고 주택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합하다. 

시간  범 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를 통해 2014년 1

월~12월까지 거래된 고 주택을 상으로 조

사하 기 때문에 2014년으로 설정하 다.

부산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고 주택의 황

을 악하기 하여 실거래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1월~12월까지 부산에서 한 해 동안 거

래된 6억 과의 아 트 503건을 추출하 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자료는 단지명과 거래 액, 용면 , 층수, 

공연도 등이 확인가능하다. 따라서 이 자료를 기

본 토 로 해당 사례 아 트의 단지  주변 환경

에 한 변수는 부동산 114, 네이버부동산 등의 

부동산포털사이트, 부산 역시 한국토지정보시

스템(KLIS), 네이버지도 등을 추가 인 자료를 

조사하 다. 이를 통해 분석을 한 변수는 물리

 특성, 단지 특성, 입지 특성 등의 3가지 범주

로 <표 2>와 같이 체 총 23개의 특성변수를 

구축하 다. 

본 연구를 한 분석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주택가

격에 따른 ‘6억 과~9억이하’와 ‘9억 과’로 고

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주거환경의 

특징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독립표본 t검정과 

검정의 일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 두 번째는 고

주택의 ‘6억 과~9억이하’와 ‘9억 과’의 유

형을 기 으로 독립변수들간의 상호 계  상

 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고 주택의 유

형에 따른 주거특성의 차별성을 살펴보기 하

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세 번

째는 조사된 503건의 실거래가 사례를 기 으로 

회귀분석을 통한 ‘6억 과~9억이하’와 ‘9억

과’ 고 주택의 가격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 다.

2. 자료의 특성

부산시 16개 구·군을 상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거래된 6억 과의 아 트는 503건

으로 조사되었다. ‘6억 과~9억이하’는 328

건으로 체 거래량의 65.2%를 차지하 고, 

평균 거래 액은 6억 9천만원, 평균 용면

은 157.4㎡의 규모를 보 다. 반면 ‘9억 과’

19) 부산 역시, 2014년 부산통계연보(busanlibrary.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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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설명 단 변수명 설명 단

독립

변수

물리  

특성

동수 단지 건물수 동 최고층수 단지 내 최고층수 층

내용연수 2015년 - 공연수 연 평균 용률 용면 /분양면 %

토지면 지면 ㎡ 세 당연면 연면 /세 수 ㎡

연면 체 건물 연면 ㎡ 세 당주차 수 주차면수/세 수

건폐율 건축면 / 지면 % 난방방식
개별난방(1), 지역난방(2), 

앙난방(3)
더미

용 률 지상연면 / 지면 %

단지 특성

주택유형 아 트(0), 주상복합(1) 더미 도 순 2014년 도 순 순

단지규모 체세 수 호
용면  

135㎡이상 비율
135㎡세 수/ 체세 수 %

용도지역
일반주거(1), 주거(2), 

일반· 심상업(3)
더미

용면  

165㎡이상 비율
165㎡세 수/ 체세 수 %

입지

특성

행정구 비해운 구(0), 해운 구(1) 더미 공원거리 직선거리 m

바다(강)조망 바다·강 비조망(0), 조망(1) 더미 지하철거리 도보거리 m

바다거리 직선거리 m 백화 거리 자동차거리 m

<표 2> 변수 설명

구 분
거래량 평균

거래 액
용면

비

  체 503건 100.0% 91,439만원 164.2㎡

6억 과~

9억이하
328건 65.2% 69,569만원 157.4㎡

9억 과 175건 34.8% 132,432만원 176.9㎡

<표 3> 고 주택 거래동향

는 175건으로 34.8%를 차지하 고, 평균 거

래 액은 13억 2천만원, 용면 은 176.9㎡

의 규모를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고 주택 기 에 충족하는 거래 

시세가 6억원을 과하는 아 트를 단지별로 살

펴보니 체 37개20)의 단지에 12,136가구로 

집계되었다. 이는 부산의 아 트 세 수인 68만

호의 1.8%에 해당한다. 액을 기 으로 살펴

보면 ‘6억 과~9억이하’에서 거래가능한 주택

수는 9,422호이며, 공 면 은 최소 153㎡부

터 최  306㎡로 나타났다. ‘9억 과’ 주택수는 

2,714호로 공 면 은 최소 173㎡부터 최  

376㎡의 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주

택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는 해운 구, 수

구, 남구,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 정구, 동

래구, 연제구 등에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

운 구에는 총 7,013호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

는 부산 체의 57.8%에 해당되었다. 특히 ‘9억

과’의 주택수는 2,692호로 체의 99.2%를 

차지하며, 해운 구가 부산의 고 주택의 집

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운 구가 부산

뿐만 아니라 국의 표 인 고 주택 집지

역 된 배경으로 우동에 치하고 있는 마린시

티21)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인  지

역에 해운 해수욕장과 형 백화 과 문화시

20) ‘6억 과~9억이하’와 ‘9억 과’의 거래가 복되는 단지 : ‘9억 과’로 구분

21) 해운  마린시티는 해운 권 지와 연계하여 수변형 종합 락단지 조성을 목 으로 1983년에 착공하여 1987년에 매립을 완료하

다. 상업지구 내 아 트 건설에 따른 환경단체와 해운 구청의 난개발 우려로 개발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998년 지구단 계획 변경에 

따른 규제완화로 용 률을 높여 사업성이 도출될 수 있는 아 트 세 수 확보에 따라 2015년 재 두산 더제니스, 아이 크, 하

이페리온, 트럼 월드마린 등 주상복합아 트를 심으로 약 1만가구가 사는 주거지역이 되었다.(엄은주·우신구, “해운  마린시티의 형

성과정  배치와 평면 형성요인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 회논문집, 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2, 제45호

(2), 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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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단
평균값

검정결과
유의확률

(양쪽)6억 과~9억이하 9억 과~13억이하 체

N 21개 단지 7개 단지 37개 단지

동수 동 17.82 4.47 12.41 t=2.61** 0.013

내용연수 연 9.64 6.13 8.22 t=1.39 0.173

토지면 ㎡ 75,284 32,590 57,976 t=1.79* 0.081

연면 ㎡ 296,429 265,050 283,708 t=0.32 0.745

건폐율 % 25.95 40.80 31.97 t=-2.66** 0.012

용 률 % 338.59 729.87 497.22 t=-5.97*** 0.000

최고층수 층 25.77 48.80 35.11 t=-5.96*** 0.000

평균 용률 % 79.08 76.85 78.178 t=1.73* 0.091

세 당연면 ㎡ 202.04 379.53 274.000 t=-4.82*** 0.000

세 당주차 수 면 1.75 2.75 2.16 t=-4.46*** 0.000

난방방식 더미 1.18 1.27 1.22 =0.266 0.876

주택유형 더미 0.09 0.80 0.38 =19.06*** 0.000

체세 수 가구 1,536 927 1,290 t=1.21 0.233

용도지역 더미　 1.31 2.73 1.89 =22.3*** 0.000

도 순 37.95 26.60 32.16 t=0.48 0.628

135㎡이상비율 % 26.74 62.40 41.2 t=-3.96*** 0.000

165㎡ 과비율 % 6.72 37.60 19.2 t=-3.71** 0.001

행정구 더미 0.27 0.80 0.49 =9.92** 0.002

바다(강)조망 더미 0.55 0.80 0.65 =-2.53 0.111

바다거리 m 2,310 614 1,623 t=2.59** 0.014

공원거리 m 663 698 677 t=-0.21 0.833

지하철거리 m 1,079 1,086 1,082 t=-0.01 0.988

백화 거리 m 5,032 3,467 4,398 t=1.48 0.146

주)***,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4> 주거특성 차이 분석결과

설, 상업·의료시설의 집도가 높아 생활편익과 

자연친화 인 주거환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으로 고층 주상복합아 트를 심

으로 고 주택들이 집 되어 있다.

Ⅳ. 실증분석

1. 고 주택의 주거특성 

고 주택의 주거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6

억 과~9억이하’와 ‘9억 과’의 주택거래 액

을 구분하여, 주택가격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지 독립표본 t검정과 검정의 일변량 분석을 통

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개별 독립변수별로 차별화된 특

성을 보이는 것은 동수, 토지면 , 건폐율, 용

률, 최고층수, 평균 용률, 세 당연면 , 세

당주차 수, 주택유형, 용도지역, 용면  135

㎡·165㎡이상 가구의 비율, 행정구, 바다거리 

등 14개로 확인되었다. 

먼 , 물리  특성에서 한 단지내 동의 개수

는 ‘6억 과~9억이하’가 평균 18개동에 반해, 

‘9억 과’는 4개동 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폐율은 ‘6억 과 ~ 9억이하’는 평균 26%이

고, ‘9억 과’는 41%로 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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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용 률은 ‘6억 과~9억이하’, ‘9억 과’

가 각각 338%, 730%로 조 인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최고층수 역시 용 률과 마찬가지로 ‘6

억 과~9억이하’, ‘9억 과’는 각각 25층, 49

층으로 ‘9억 과’가 높은 고층 건물로 확인되었

다. 공 면  비 용면 의 단지별 평균 용

률은 ‘6억 과~9억이하’가 79.0%, ‘9억 과’

가 76.8%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체 

연면 에서 세 수를 나  세 당연면 에서는 

거주면 이 ‘9억 과’가 379㎡/세 로 ‘6억 과

~9억이하’의 약 2배 가까운 넓이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세 당주차 수는 각각 1.75 , 

2.75 로 액이 높은 주택일수록 한 주차

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물리  특성의 차

별성으로 인해 고가의 고 주택일수록 높은 고

층 건물로 한 세 당 머무는 연면 이 100(3.3

㎡)을 넘을 정도로 넓은 공간과 가구당 2  이상

의 한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특성에서 주택유형은 ‘6억 과~9

억이하’는 아 트, ‘9억 과’는 주상복합아 트

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용

도지역은 6억 과 ~ 9억이하’는 2종·3종일반주

거지역, ‘9억 과’는 일반· 심상업지역에 입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면  135㎡이

상의 형평형의 비율은 ‘6억 과~9억이하’는 

평균 27%로 형 이외의 소형 평형이 복합되

어 있지만 ‘9억 과’는 62%로 형 평형 심으

로 체 세 가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용면  165㎡이상의 형평형 비율은 

‘6억 과~9억이하’은 7%로 미비하지만, ‘9억

과’는 각각 37%로 구성되어 체 고 주택의 

평균 비율 1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 주택은 반 으로 고층화, 형

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억 과의 고가의 

고 주택은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주거공

간과 상업공간을 한 곳에 배치하는 주상복합아

트의 형평형을 심으로 공 되고 있다.

입지  특성에서 행정구는 앞서 살펴본 

2014년 실거래 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

구 가운데 해운 구의 비 이 높아 자치구의 

집도에 한 차이를 살펴보기 해 해운 구와 

비해운 구로 구분하여 변수를 구성하 다. ‘6

억 과~9억이하’는 비해운 구 지역, ‘9억

과’에서는 해운 구의 집도가 더 높은 것으로 

고 주택에 한 지역  분포에서 해운 구로 

뚜렷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바다(강)조망의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하 으나, 그와 달리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부산은 바다를 

인 하고 있는 도시로 16개 구·군 가운데 10개 

구·군은 바다와, 3개의 구는 낙동강 등을 하는 

곳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강)의 조망이 

가능한 주택단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흔하게 찾

아볼 수 있다. 따라서 바다(강)조망에 한 단지

별 차별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단, 바다와의 거리에서는 ‘6억 과~9억

이하’는 2㎞이상의 원거리에 치하고 있지만 ‘9

억 과’는 614m의 근거리에 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휴양지와 같은 바다와 한 

친수공간을 일상생활에서 릴 수 있는 가치가 

주택가격으로 차별화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

러한 입지  특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표 인 

해양 지의 명소인 해운 해수욕장과 안

교, 리마루, 요트장 등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

는 휴양지와 같은 쾌 한 주거공간을 릴 수 있

는 해운 구는 부산의 다른 지역구와는 차별화

된 랜드마크로 고 주거벨트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고 주택의 유형 결정요인 

고 주택의 주거특성에 한 보다 보편 인 

타당성을 살펴보기 해서 독립변수들간의 상호 

계  상  향력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앞서 살펴본 t검정과 검

정의 일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를 보 던 

독립변수를 기 으로 고 주택의 가격에 따른 

유형의 결정 확률을 추정하 다. 추정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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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유의확률 Exp(B)

상수 -16.257*** 0.018 0.000

동수 -0.266 0.606 0.418

건폐율 0.150 0.600 0.716

용 률 0.276 0.724 1.086

최고층수 0.382** 0.023 1.466

평균 용률 1.560 0.212 1.145

세 당연면 1.284 0.257 1.001

세 당주차 수 2.316 0.128 1.969

주택유형 0.000 0.996 0.000

용도지역 2.043** 0.035 1.306

용면
135㎡이상비율

1.267 0.260 0.789

용면
165㎡ 과비율

0.895 0.344 1.246

행정구 3.268** 0.042 6.261

바다거리 -0.006 0.965 0.994

-2LL
-2LL(0)=49.961, -2LL(4)=13.904

=36.057, p =.000

Pseudo  
Cox and Snell  =.623,  

Nagelkerke   =.840

<표 5> 주거특성에 따른 고 주택의 유형 결정 모형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

으며, 추정결과는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모

형의 유의성 검정결과, -2LL(0)-2LL(k)은 

36.057로 유의수  1% 수 에서 유의하게 나

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Cox and 

Snell 는 0.623, Nagelkerke 는 0.840

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5% 신뢰수 에서 만족하는 추정계수를 살

펴보면, 최고층수, 용도지역, 행정구 등의 변수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거특성에서  ‘6억 과

~9억이하’와 ‘9억 과’의 고 주택 유형이 구

분되는 향 요인을 살펴보면, 최고층수가 높을

수록  ‘9억 과’의 고 주택일 확률이 1.46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 트 단지의 용도지

역이 제2종·제3종 일반주거, 주거지역보다 일

반· 심상업지역일 경우, ‘6억 과~9억이하’

보다는 ‘9억 과’의 고 주택으로 포함될 확률이 

1.30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주택 단지가 입지하는 행정구가 ‘비해

운 ’지역보다는 ‘해운 ’지역일 경우, ‘9억 과’

의 고 주택일 가능성이 6.26배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즉, 거래 액이 높을수록 거래되는 지역

이 해운 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거래 액과 행정구에 한 상 계 분석을 

통해 유의한 상 계수(0.302***)가 도출되고, 

앞서 살펴본 주거특성에서도 고 주택에 한 

지역  분포에서 해운 구로 집되어, 분화의 

정도가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고 주택의 가격 형성요인 

물리  특성, 단지  특성, 입지  특성 등

의 특성요인이 가격별 고 주택의 분포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해 가격결정

요인을 분석하 다. 이를 한 분석방법으로 단

계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수행

하 다. 종속변수는 앞서 조사된 6억 과에서 

거래된 503건의 사례에 한 실거래가를 종속변

수를 설정하 다. 독립변수는 앞서 살펴본 고

주택 특성분석을 해 구축한 물리  특성, 단지 

특성, 입지 특성 등 23개의 변수와 더불어 개별 

거래사례의 공 면 , 용면 , 방수, 화장실

수, 용률, 층수 등 6개의 주택특성을 추가하여 

총 29개를 구성하 다.

1) ‘6억 과~9억이하’의 가격형성요인 

본 회귀 모형의 결정계수( )는 0.489로 

나타나며, 유의수  5%에서 변수들은 통계 으

로 유의한 분석 결과를 보 다. 단계  선택에 

따른 변수의 투입으로, 다른 변수들은 제거되고 

공 면 , 층수, 방수, 내용연수, 용률, 건폐

율, 체세 수, 바다거리, 백화 거리, 공원거

리, 행정구 등 11개의 변수가 ‘6억 과~9억이

하’ 고 주택의 가격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변수들의 회귀계수()를 살펴보

면, 정(+)의 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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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

확률
VIF

 표 오차 

(상수) 61867.45 7358.07 8.408 .000

공 면 131.84 11.43 0.622 11.525 .000 1.799

층수 147.57 27.14 0.269 5.436 .000 1.515

방수 4755.57 732.30 0.402 6.494 .000 2.376

내용연수 -549.14 95.26 -0.297 -5.764 .000 1.640

용률 -257.89 101.74 -0.190 -2.535 .012 3.473

건폐율 -88.40 16.29 -0.255 -5.428 .000 1.371

체세 수 -1.79 0.28 -0.315 -6.356 .000 1.519

바다거리 -2.56 0.30 -0.551 -8.537 .000 2.574

백화 거리 -1.17 0.16 -0.551 -7.026 .000 3.800

공원거리 -2.67 0.71 -0.194 -3.742 .000 1.661

행정구 -2856.85 1113.28 -0.188 -2.566 .011 3.312

 =0.489        Adjusted  =0.471       F-value=27.520*** 

주)***는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6> ‘6억 과~9억이하’ 고 주택의 가격형성 회귀모형

방수, 층수이며, 부(-)의 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다거리, 내용연수, 체세 수, 용률, 건폐

율, 백화 거리, 공원거리, 행정구로 나타났다. 

공 면 (0.622)과 방수(0.402)는 거주

면 과 직 인 상 성에 있으므로 거주면 이 

넓을수록 면 당 가격에 따른 거래가격이 높아

지는데 향을 크게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층수

(0.269)가 높을수록 가격형성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은 고층으로 갈수록 채   좋은 

망의 확보가 가능하고 층당 세 수가 층부

에 비하여 감소함에 따라 주택가격에 리미엄

이 붙으면서 가격상승을 이끌게 된다. 한 건물

의 최상층 는 상층부에 최고 주거공간의 상

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펜트하우스가 배치되고 

있어 직 으로 가격결정에 정(+)의 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용연수

(-0.297)는 고 주택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주

택유형에서도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이 개발의 

기 감으로 인한 시장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으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는 건물의 가치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므

로 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체세 수

(-0.309)가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세

수가 많은 단지일수록 다양한 평형 가 구성

되며, 이로 인해 소형 규모의 주택가격은 형

보다는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향으

로 단된다. 용률(-0.190)이 낮을수록 주택

가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유

형에서 아 트보다 주상복합아 트이 공용면  

비 이 높아 용률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 인

데, ‘6억 과~9억이하’의 거래사례에서 주택

유형 가운데 아 트보다는 주상복합아 트의 거

래가격이 평균 으로 높음에 따른 결과로 해석

된다. 건폐율(-0.252)의 향력에 한 결과는 

‘6억 과~9억이하’ 고 주택은 용도지역이 제

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일반· 심상업

이 혼용되어있어 개별 단지의 특성에 따른 요인

으로 보여진다. 한, 단지내 공공용지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쾌 한 주거환경을 조성한 단

지일수록 낮은 건폐율로 주택가격에 정 인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상된다.

바다거리(-0.551), 백화 거리(-0.194), 

공원거리(-0.194)와 같이 입지 인 측면에서 

생활편의성과 강, 바다, 공원 등의 자연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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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

확률
VIF

 표 오차 

(상수) -348100.34. 50175.77 -6.938 .000

공 면 1150.78 79.36 0.848 14.494 .000 1.907

층수 1035.13 155.24 0.364 6.676 .000 1.662

용률 2092.56 828.59 0.208 2.514 .013 3.764

건폐율 1057.35 370.21 0.181 2.830 .005 2.240

내용연수 -8500.86 2146.41 -0.296 -3.961 .000 3.118

세 당연면 288.41 66.15 0.547 4.370 .000 8.762

세 당주차 수 3346034 10084.29 0.423 3.320 .001 9.051

도 순 -308.13 112.04 -0.143 -2.737 .007 1.511

바다거리 -36.19 3.05 -0.678 -11.857 .000 1.817

 =0.704        Adjusted  =0.687        F-value=43.516*** 

주)***는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7> ‘9억 과’ 고 주택의 가격결정 회귀모형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러한 환경과 거리가 가

까울수록 고 주택이 분포할 확률이 높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행정구(-0.188)에 한 결과값에

서는 ‘6억 과~9억이하’ 고 주택에서는 비해

운 구일수록 가격결정에 정(+)의 향을 나타

내고 있다. 

2) ‘9억 과’의 가격형성요인

9억 과 고 주택의 가격결정 회귀 모형의 

결정계수( )는 0.704로 나타났다. 선택된 독

립변수는 유의확률 5%이내에서 모두 유의한 것

으로 공 면 , 층수, 용률, 건폐율, 내용연수, 

세 당연면 , 세 당주차 수, 도 순 , 바다

거리 등의 9개가 추출되었다. 가격결정에 정

(+)의 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 면 , 층수, 

용률, 건폐율, 세 당연면 이며, 부(-)의 

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용연수, 세 당주차 수, 

도 순 , 바다거리로 나타났다.

공 면 (0.848)이나 세 당연면

(0.547)은 고 주택의 특성과 련이 있다. 앞

서 살펴본 고 주택의 특성에서 평균 공 면

은 219㎡로 넓은 주거면 을 주택이며, 이에 따

른 공 면 이나 세 당연면 은 높은 주택가격

과 상 계를 가지게 된다. 층수(0.364)는 조

망권 확보  펜트하우스와 같이 한단지 내에 소

수의 한정된 주택수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고

층으로 올라갈수록 가격 상승에는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용률(0.208)은 공 면  

비 용면 의 크기가 클수록 실사용면 이 

넓어짐에 따라 공간활용성이 높아져서 수요자들

에게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건폐

율(0.181)은 ‘6억 과~9억이하’ 고 주택과 

달리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억 과 고 주택은 부분이 상업지역에 

치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로 아 트보다는 주

상복합건물의 주택가격이 상 으로 크게 향

을 주었을 것으로 측된다.

내용연수(-0.296)는  ‘6억 과~9억이

하’ 고 주택과 동일하게 건물의 사용에 따른 가

치의 감소로 주택가격에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당주차 수(0.423)은 

고 주택의 가구당 자동차보유수가 여러 의 승

용차를 소유함에 따른 여유있는 주차공간 확보

를 한 목 에 기인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 순 (-0.143)는 낮을수록 가격결정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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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을 미치는 것은 고 주거시설로서 

인식될 수 있는 건설사의 이미지가 정 인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다거리

(-0.678)는 공 면 에 이어 두 번째로 향력

이 큰 변수로 바다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택가

격에 미치는 향은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와 근 한 곳일수록 해운 해수욕장과 같이 

바다와 한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쾌 한 

주거생활에도 직 으로 향을 주게 되어 고

주택을 선호하는 거주자들에게는 선택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14년 기 , 부산의 6억 과 

고 주택을 상으로 분포 황  분화된 지역

 성격  주거 특성을 악하기 하여 ‘6억

과~9억이하’와 ‘9억 과’의 주택거래 액에 따

른 유형을 나 어 심층분석을 수행하 고,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억 과~9억이하’와 ‘9억 과’의 

주택거래 액에 따른 주거특성은 차별화를 보인

다. 변수 가운데 동수, 토지면 , 건폐율, 용

률, 최고층수, 평균 용률, 세 당연면 , 세

당주차 수, 주택유형, 용도지역, 용면  135

㎡·165㎡이상 가구의 비율, 행정구, 바다거리 

등 물리 , 단지 , 입지  특성 가운데 14개에

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 다. 이러한 차별성은 

자산이 많거나 고소득자일수록 주거지를 결정 

 이동에 한 선택의 폭은 넓고, 그로 인해 형

성된 고 주택 심의 주거지는 다른 주거공간

과는 독립 인 주거환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을 보여 다.

둘째, 고 주택의 가격에 따른 결정 확률을 

추정해 본 결과, 건물의 최고층수 높고, 일반·

심상업지역에 입지하며, 해운 구에 분포된 고

주택은 실거래 액이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고 주택에 한 주거지역의 

분화가 서울의 강남처럼 부산의 특정지역에 집

되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명되었다.  

셋째, 고 주택의 가격형성에 한 회귀 모

형을 통해 ‘6억 과~9억이하’ 고 주택의 실거

래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 면 , 방수, 

층수, 바다거리, 내용연수, 체세 수, 용률, 

건폐율, 백화 거리, 공원거리, 행정구로 나타났

다. ‘9억 과’에서는 공 면 , 층수, 용률, 건

폐율, 세 당연면 , 내용연수, 세 당주차

수, 도 순 , 바다거리가 가격결정에 향을 주

었다. 공통 으로 공 면 이 넓고 층수가 높으

며, 바다거리가 가까울수록 가격에 미치는 가격

에 미치는 향은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고 주택 

심의 주거지역은 분화된 주거특성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의 액에 따른 다른 주거

지역과의 차별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주택정책에서는 동일한 도시 내 입지하고 있

는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거환경에 한 이

질 인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그에 맞는 규제방

식을 마련해야 한다. 한 도시의 균형 인 발

을 해 고 주택이 자리잡는 주거특성의 요인

을 하게 활용하여 상 으로 열악한 주거

공간에 응용하되,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변화를 

유도하면 주거수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실거래가를 기

으로 부산의 고 주택에 한 분포 황  주

거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주택정책  

련계획의 수립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고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을 상으로 자산의 규모, 교육수 , 소

득 등 가구 심의 변인과 고 주택에 한 선택 

동기와 거주 후 만족도에 한 평가 등의 선호요

인에 한 세 화된 연구가 이어진다면, 주거분

화의 원인을 더욱 확실히 규명하고 나아가 주거

환경에 한 다양해진 주택수요자의 요구를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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