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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mad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logistics warehouse development and location to 

local residents. And then, it carried out empirical analysis in order to figure out efficient plan for 

logistics warehouse location determination.

(2) RESEARCH METHOD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on logistics warehouse location to general people, logistics 

associates and experts in Yongin-si together with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analysis. SPSS v.21.0 

program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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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FINDINGS

The percentage of consent of logistics warehouse location determination was considerably high 

with 77.3%. Overall, economic effect was the highest in the possibility of location determination of 

logistics warehouse. If they had high social effect and environmental effect, if they were older, had 

higher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had lower education level, the possibility of logistics warehouse 

location determination was high.

2. RESULTS

Local residents approved logistics warehouse location. As for location determination possibility, 

economic effect recognition was the highest impact. This study provided reasonable direction for the 

reference of logistics warehouse location determination.

3. KEY WORDS

∙Logistics warehouse, location, development, developer, distribution industry

국문 록

본 연구는 물류창고 입지 결정요인에 하여 용인시 지역을 심으로 연구하 다.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유통산업환경이 변하면서 온라인쇼핑 등 자상거래가 증하게 됨에 따라 물류창고의 수요 한 증가하 다. 운송비에 

민감한 물류유통업체들이 서울  수도권에 1일 1~2배송이 가능한 경기 남동부지역을 물류배송기지로 선호한다. 물류창

고에 한 투자자의 심이 많아지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용인지역도 물류창고 신축  개발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실이 도로교통 혼잡, 자연경 훼손 등 사회 인 문제가 두되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용인시는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서 물류창고의 인ㆍ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하 다. 이런 에 착안하

여 물류창고 입지에 한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설문조사하여, 이를 실증분석해서 입지결정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핵심어: 물류창고, 입지, 개발, 개발업자, 유통산업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최근 유통산업환경이 격하게 변하면서 온라

인 쇼핑 등 자상거래가 증하면서 물류창고의 

수요 한 증가하 다.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

이 거주하고 국내 경제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배후지로 하는 물류시장의 수요에 충족할 

물류창고의 시장은 과열 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류비의 약 69%(2013년 기 )가 운송비

라고 한다.1) 물류비에 민감한 물류유통업체들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1일 1~2배송이 가능한 

지역으로 교통이 발달하고 상 으로 지가가 낮

은 수도권남동부지역을 물류배송기지로 선호하

면서 개발이 확 되었다.

경기도 용인지역은 물류창고에 한 수요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물류창고의 신축  개발행 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실이 도로교통 혼잡, 자연

경 훼손 등의 사회 인 문제가 두되면서 지역주

민들과 갈등으로 인한 마찰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도시계획조례 규칙개정

(2015.12.15.)을 통해 물류창고2) 개발행 허

가 조건을 까다롭게 개정했다. 이로 인해 물류창고 

1) 권 구 외, “2013 국가물류비 조사  산정”, 한국교통연구원, 2015, p.48.



염 상 덕․노 태 욱  75

시장 참여자의 혼란, 기허가 부지와의 불평등 같은 

 다른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이다.

본 연구는 물류창고 입지에 한 지역주민들

의 생각을 설문조사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

다. 이에 입지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효율 인 입

지선정 방안을 도출하여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   방법

연구의 범 는 수도권 물류배송의 심허

로 떠오르고 있는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용인시를 

심으로 하며, 연구방법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일반인  물류 련업, 문가 등을 상으로 4개 

역 23개 문항으로 설문조사하여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 다. 이에 사용한 통계 로그

램은 SPSS v.21.0 통계패키지 로그램을 활용

하여 실시하 다.

Ⅱ. 이론  검토

1. 부동산 입지의 의의

1) 부동산 입지의 개념

모든 부동산은 특정한 장소(입지)를 가지고 

있다. 특정한 장소에 자리 잡은 부동산에서는 다

양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인간의 경제

활동과 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지(location)'란 경제

활동을 해 선택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산업사

회에 들어서면서 경제활동간의 근성과 네트워

크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가 됨

에 따라 정보화시 에서는 치의 요성은 입지

선택의 요한 요소가 되었다.

입지선정은 입지선정자가 유하기 한 

치를 선정하는 작업과정이다. 그러므로 부동

산 입지선정이란 부동산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동산입지선정자가가 부동산 상을 분석하여 

상 부동산의 입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말한다.3)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는 첫째

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한다. 그만

큼 부동산에 있어 입지는 가장 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입지는 부동산시장을 다른 자산시장과 차별

화하는 가장 요한 요소이다. 부동산은 그 특성

상 지리  치가 고정되어 있다. 부동산은 부동

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으

로 주변 환경의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은 입지라는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게 되고, 입지

가 그 부동산의 가치와 투자수익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4)

2) 유통산업 입지

일반 으로 부동산 유형은 크게 산업용부동

산, 업무용부동산, 소매용부동산, 주거용부동산, 

기타 특수목 부동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용부동산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 활용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산업용부동산에는 공장, 

물류시설, R&D시설 등이 포함된다. 최근 들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물류창고,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용부동산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좀 더 세 하게 분류한다면 물류창고는 유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유통산업이란 농산물․

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조리물을 포

함한다)  공산품의 도매․소매  이를 경 하

기 한 보 ․배송․포장과 이와 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 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유통산업발 법 제2조(정의)]

2) “물류창고”란 화물의 장․ 리, 집․배송  수 조정 등을 한 보 시설․보 장소 는 이와 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

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물류시설의 개발  운 에 한 법률 제2조(정의)

3) 이창석, 부동산학개론, 서울: 형설출 사, 2013, pp.387~388.

4) 박원석, 부동산입지론, 양 사, 201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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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은 상  유통산업과 물  유통산업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상  유통산업에는 도매업

과 소매업이 있으며, 물  유통산업에는 창고업ㆍ

운송업 등과 이에 련되는 산업군이다. 따라서 

물류창고도 유통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산업용, 

소매용 등 인 이론의 개념을 인용하여 복합 으

로 응용하여 유통산업의 입지분석을 해야 한다.

3) 물류창고의 입지

입지란 각종 경제활동을 하기 해 선택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구체 으로 특정시설에 한 

입지는 그 시설의 경제활동과 한 연 성을 

가진 요소들( 를 들면 시장, 경쟁시장, 노동력 

등)과의 상 인 치와 부지 자체의 물리 인 

특성들을 토 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5)

물류창고 입지는 유통산업의 수익성에 민감한 

운송비를 감할 수 있는 치의 선택이 요하다. 

물류창고 입지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는 

운송비, 노동력, 집 력 등이 있는데 이 에서 운송

비를 물류창고 입지결정의 가장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비용으로 제품배송이 가능

한 장소가 최 의 입지이므로 시장지향형  노동지

향형인 물류창고의 입지는 도심지와 가까운 거리에 

교통이 발달하고 어느 정도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최 의 입지라고 할 수 있다.

2. 부동산 개발과 입지

1) 부동산 개발

부동산개발에 한 정의는 주장하는 학자마

다 다양하지만 취지나 의미는 동소이한 것 같

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

Alfred A. Ring & Dasso는 부동산개발

(real estate development)의 정의를 “완성되

어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생산하기 한 토지와 

개량물(improvement)의 결합”이라고 하 다.

Larry E. Wofford는 그의 서 Real Estate

에서 부동산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일, 쇼핑,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하여 토지를 개량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 는데, 여기에는 토지

개량활동이란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조성활동을 

의미한다.7)

안정근(1997)은 부동산개발의 개념을 

의와 의의 개념으로 구분하 는데, 의의 개

념은 “택지나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도로나 상수

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이른바 건축 

활동이 이루어지기 의 사  비활동단계”를 

의미하고, 의의 개념은 보다 일반 인 개념으

로서 “토지와 개량물을 결합하여 실제로 운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하 다.8) 

“부동산개발업의 리  육성에 한 법률” 제2

조에서 부동산개발을 ‘타인에게 공 할 목 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는 형질변경의 방법으

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수선․리모델

링 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 ’

라고 하고 있으며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 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개발의 개념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개발이란 최유효이용을 제로 하여 경제

이고, 경 인 측면에서도 효율 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가미된 개발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개발이라 할 수 있다.

2) 부동산 개발에서 입지의 역할

부동산 개발 사업은 기에 많은 투자자 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투자수익 창출과 함께 험 

한 동시에 존재한다. 부동산 개발은 주변의 제

반 여건(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법률 등)

과 련되어 개되며, 부동산의 주변여건이 빠

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종합 이고 장기 인 계획

5) 이호병, 부동산입지분석론, 형설출 사, 2009, p.12.

6) 윤 식, 부동산개발론, 교육과학사, 2016, p.29.

7) Wofford, L. E, Real Estat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3, pp.553~554.

8) 안정근, 부동산학, 법문사, 1997,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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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치 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한번 개발

되면 이를 수정하거나 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한 부동산의 비가역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리스크 헤지(Risk hedge) 차원에서 

입지의 역할은 요하다. 입지분석은 최 의 부지

를 선택하기 한 것이고, 최유효이용방안을 모색

하기 하여 부동산이 치하고 있는 자연 ․인

문  제 입지조건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학에서 입지선정은 정 의미와 동

의미를 다같이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즉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입지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

는 것을 포함하여, 때로는 주어진 부동산의 정한 

용도를 결정하는 역할도 포함한다. 부동산 활동에

서 용도 간에 차이는 있으나 입지선정과 무 한 

활동은 거의 없다.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므로 용도

별로 다양하게 입지를 선정하고,  한 가지 용도라 

하더라도 목 에 따라 여러 가지 입지가 가능하다.

3. 물류창고 개발과정과 입지

1) 물류창고 개발과정

물류창고 개발과정도 일반 부동산개발과정

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부동산개발 사업은 투

자수익 창출과 함께 험 한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개발업자의 능력에 따라 개발의 성공여부

가 결정되기 때문에 개발업자는 문가의 의견을 

반 하여 개발사업 부지로 합한지의 여부를 

단하기 해서 입지분석이 요하다.

물류창고 개발은 주변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한다. 물류창고 개발

은 건설과 융 등이 결합된 종합사업이므로 개

발과정과 함께 융자 의 조달계획도 치 하게 

비하여 추진해야한다.

물류창고 개발과정은 지조성을 한 토목

공사단계, 건축단계, 건축 후 단계로 나  수 있

다. 물류창고 개발의 유형을 보면 개별입지에 개

발행 허가에 의한 경우, 지구단 계획에 의한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운 에 한 법률에 의

한 물류단지 내의 건설로 구분할 수 있다.

2) 물류창고 개발에서 입지의 역할과 

기능

부동산개발이란 부동산의 특성, 특히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 건물의 생산가능성 등에 나타난 

성질에 따라 다양한 용도  최 이 용도를 찾아

야 한다. 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한 번 건축하면 

최소한 20~30년 동안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비가역성) 토지와 건물의 효율

인 결합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최유효이용)9)

입지선정은 개발자가 추구하는 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토지를 찾는 것을 말하는데 물류창

고는 지가가 렴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인력수

이 가능한 지역에 치한 토지를 찾아야 한다. 따

라서 물류창고의 개발에서는 입지선정  입지분

석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 입지의 역할과 기능

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최유효이용을 

한 토지분석 작업인 것이다. 부동산은 한 번 이

용하면 그 용도를 바꾸기가 어려우므로 입지선정 

 입지분석의 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물류창고 입지와 련된 선행연구로는 김

형노(2010)10)의 “물류창고시설의 입지선정이 

지가변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김종진

(2008)11)의 “물류 련시설의 입지선정에 따른 

지가변동에 한 연구”, 이다 (2015)12)의 “국

내 수도권 물류센터 입지요인에 따른 가치 단에 

한 연구” 등 물류창고 입지에 따른 지가변동 등

에 한 연구가 있다.

물류창고 입지선정 요인에 한 선행연구는 

9) 이종규,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 부연사, 2015, p.81.

10) 김형노, “물류창고시설의 입지선정이 지가변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경희 학교석사학 논문, 2010. pp.1~5.

11) 김종진, “물류 련시설의 입지선정에 따른 지가변동에 한 연구”, 경희 학교 학원석사학 논문, 2008. pp.1~4.

12) 이다 , “국내 수도권 물류센터 입지요인에 따른 가치 단에 한 연구”, 인하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15. pp.1~4.



78  물류창고 입지 결정요인에 한 연구

송빛나(2010)13)의 입지는 물류 반의 효율성

과 효과성에 결정  요소로 작용함으로 물류단지 

결정모형을 개발하고자 하 다. 이승원(2010)14)

은 물류단지 입지선정 요인이 업종별로 어떠한 

향이 미치는지에 하여 연구를  하 다. 송도

근(2010)15)은 물류센터의 입지에 한 만족도

와 도심형 물류센터 입지 선정에 향을  수 

있는 요인을 추출  요도 분석을 하여 가이드

라인을 제안하고자 했다.

노오석(2004)16)은 실제 물류창고를 운

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업체의 계자들이 생각하

고 있는 요요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향후 

물류센터 건설에 방향을 제시하 다.

기존 연구들과 비교한 본 연구의 차별 은 

물류창고의 입지에 한 일반인, 물류 련업 종사

자, 문가 등을 상으로 물류창고 입지의 찬반여

부, 물류창고 입지에 한 인식  외부효과 등에 

한 설문조사를 하여 실증분석 하 다. 이를 근거

로 용인지역 물류창고의 입지결정 요인을 도출하

다. 이에 본 논문으로 물류창고 입지선정 과정에

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 화하는데 보

탬이 되고자하는 연구라는 에 의의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목 을 한 조사 상은 용인시

에 거주하는 일반인과 부동산, 물류창고, 토목, 

건축설계 련업 등 문가 300명을 상으로 

2016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10일간 편

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

od)을 이용하여 모집단을 선정하 다.

모집단을 상으로 설문조사자가 장에

서 직  방문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300부

로 이  응답이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291부

를 유효 설문지로 간주하 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김충렬(2002)17), 김

태형(2007)18), 김혜수(2011)19) 등 선행연구

를 근간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4개 요인으

로 선정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물류창고 입지에 

한 조사로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

째 요인은 물류창고 입지에 한 외부효과에 한 

조사로서 사회  효과, 경제  효과, 환경  효과

로 총 3개 하 요인으로 구성하 다. 세 번째 요

인은 물류창고 입지 찬반여부에 한 조사로서 1

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역은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한 질문을 6

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구분 문항수 척도

물류창고 입지만족 3 Likert 5

외부효과

사회  효과 5

Likert 5경제  효과 5

환경  효과 3

물류창고 입지 찬반여부 1 명목척도

일반  특성 6 명목척도

계 23

<표 1> 설문지 구성

13) 송빛나, “다기  의사결정에 의한 물류단지 입지선정”, 명지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10. p.34.

14) 이승원, “업종별 물류단지 입지선정 요인분석에 한 연구”, 명지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10. pp. 42~43.

15) 송도근, “도심형 물류센터 입주자의 입지선정 향요인에 한 연구”, 한양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10. pp.56~58

16) 노오석, “국내 물류거  입지요인 평가와 만족에 한 연구”, 앙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14. pp. 88~95.

17) 김충렬, “민간리조트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 강원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2, pp.159~163.

18) 김태형, “리조트 개발이 지역사회 발 에 미치는 향”, 한국교원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8, pp.124~133.

19) 김혜수, “그린홈(Green Home)의 경제성 평가에 한 연구”, 강남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11, pp.19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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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퍼센트(%)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성 185 63.6

결혼여부
미혼 61 21.0

여성 106 36.4 기혼 230 79.0

연령

20 21 7.2
직업

문가 137 47.1

30 65 22.3 일반인 154 52.9

40 102 35.1

가계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55 18.9

50 76 26.1 200-300만원 미만 91 31.3

60  이상 27 9.3 300-400만원 미만 74 25.4

교육수
고졸이하 120 41.2 400-500만원 미만 39 13.4

졸이상 171 58.8 500만원 이상 32 11.0

체 291 100.0 기타 291 100.0

<표 2>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

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v. 21.0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신뢰도 검증을 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

하 다. 셋째,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찬반여부

와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만족  외부효과에 

해 알아보고,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 

독립표본 t-test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 으며, 사후검증 방법으로

는 Duncan test를 실시하 다. 넷째,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해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신뢰도 검증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한 탐색  요

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

용하 다. 특히, 요인의 수를 최소화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방식을 이용하 고, 회

방식은 직각회 인 베리맥스(varimax)방식

을 사용하 다. 요인의 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은 선택하 으며,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 계를 나타내주는 요인 

재치(factor loading)는 그 값이 0.4 이상인 경

우를 유의한 것으로 단하 다.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하

여 요인 재량이 0.4 이하인 항목을 제거하 다. 

요인분석은분석방법의 특성상 각 항목들 간의 상

계가 높아야하는데 KMO 측도와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은 각 항목들 간의 상 행렬을 확

인함으로서 사용 항목들이 요인분석에 합한가

를 나타내주는 방법이다.

Kaise-Mayer-Olkin(KMO)는 변수 들 

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어

지는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측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한 변수 선정이 좋지 않음

을 나타낸다. 보통 KMO값이 .90이상이면 아주 

좋은 것이고 .50이하이면 변수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한 본 연구에서 다 문항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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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분

경제  효과 사회  효과 환경  효과

2.2.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 될 것이다.(취업 기회 증가) .855 .078 -.018

2.3. 고용 증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845 .021 -.067

2.1.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823 .098 .008

2.4. 지역에 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물류창고를 뒷받침할 인 라 증가) .711 .286 .085

2.5.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물류창고 입지 후 지가 상승 기 ) .647 -.025 .297

1.4. 외지인의 유입으로 이웃 간의 인심이 나빠질 것이다(R). -.096 .843 -.077

1.5. 노동자, 외국인의 증가로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R). -.112 .794 -.213

1.2. 지역 주민의 주거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334 .640 .199

1.1. 지역사회 문화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386 .638 .291

1.3. 지역 개발로 인해 용인 시에 한 인식이 좋아 질 것이다. .383 .599 .257

3.1. 자연 환경이 괴 될 것이다(R). .043 .054 .922

3.2. 각종 환경 오염(수질, 토양, 공기 등)이 심화 될 것이다. .025 .019 .919

고유값 3.479 2.619 2.037

분산설명(%) 28.993 21.824 16.971

설명(%) 28.993 50.816 67.788

신뢰도 .848 .785 .888

KMO=0.798, Bartlett's test χ²=1582.880 (df=66, p=0.000)

<표 4> 외부효과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로 측정된 문항이 동질 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

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문항간의 내  일치

도를 보는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다. 일

반 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값은 

정해진 기 이 없지만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

다고 보며 .50 이상이면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물류창고 입지만족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물류창고 입지만족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먼  Bartlett의 

단 행렬 검 결과 χ²=171.684 (p=0.000)이

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 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 합도 검결과 KMO 값

이 0.633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검한 결

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

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62.701%)

은 ‘물류창고 입지’로 명명하 다. 이 1개의 요인 

재 값이 ±.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

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성분

물류창고 입지

3. 물류창고의 개발  운 에 해 만족한다. .841

2. 물류창고 개발이 지역 여건이나 지역 주민

의 의견을 잘 반 한다.
.835

1. 물류창고 입지의 지역개발 효과가 있다. .691

고유값 1.881

분산설명(%) 62.701

설명(%) 62.701

신뢰도 .694

KMO=0.633, Bartlett's test χ²=171.684 (df=3, p=0.000)

<표 3> 물류창고 입지만족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2) 외부효과에 한 타당성  신

뢰도 검증

외부효과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결

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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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찬반여부 χ²

(p)찬성 반

성별
남성 124(67.0) 61(33.0) .436

(.509)여성 67(63.2) 39(36.8)

연령

20 13(61.9) 8(38.1)

13.134*

(.011)

30 35(53.8) 30(46.2)

40 66(64.7) 36(35.3)

50 52(68.4) 24(31.6)

60  이상 25(92.6) 2(7.4)

교육수
고졸이하 90(75.0) 30(25.0) 7.939**

(.005)졸이상 101(59.1) 70(40.9)

결혼여부
미혼 35(57.4) 26(42.6) 2.334

(.127)기혼 156(67.8) 74(32.2)

직업
문가 93(67.9) 44(32.1) .580

(.446)일반인 98(63.6) 56(36.4)

가계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4(61.8) 21(38.2)

6.203

(.184)

200-300만원 미만 56(61.5) 35(38.5)

300-400만원 미만 46(62.2) 28(37.8)

400-500만원 미만 29(74.4) 10(25.6)

500만원 이상 26(81.3) 6(18.8)

체 191(65.6) 100(34.4)

*p<.05, **p<.01

<표 5>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찬반여부

먼  Bartlett의 단 행렬 검 결과χ²= 

1582.880(p=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

인을 이룰만한 상 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

본 합도 검결과 KMO 값이 0.798로 나타났

으며, 공통성 등을 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

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총 3개의 요인

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 다. 요인 

1(28.993%)은 ‘경제  효과’로 명명하 고, 요

인 2(21.824%)는 ‘사회  효과’로 명명하 으

며, 요인 3(16.971%)은 ‘환경  효과’로 명명하

다. 이 3개의 요인 재 값이 ±.4 이상으로 나

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물류창고 입지 찬반여부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찬반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체 으

로 볼 때, 191명(65.6%)은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에 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명

(34.4%)은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라서는 연령, 

교육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p<.05). 먼  연령에 따라서는 20-40

에 비해 50-60  이상의 경우 상 으로 용인 

지역 물류창고 개발에 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교육수 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의 경우 졸

이상에 비해 상 으로 용인 지역 물류창고 개발

에 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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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물류창고 입지

t/F-value p
M SD

성별
남성 3.08 .726

.283 .777
여성 3.05 .639

연령

20 3.16a .430

4.123** .003

30 3.10a .629

40 2.96a .735

50 3.00a .660

60  이상 3.53b .786

교육수
고졸이하 3.14 .680

1.446 .149
졸이상 3.02 .703

결혼여부
미혼 3.04 .578

-.385 .701
기혼 3.08 .723

직업
문가 3.12 .709

1.227 .221
일반인 3.02 .680

가계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13 .624

.321 .864

200-300만원 미만 3.09 .695

300-400만원 미만 3.02 .749

400-500만원 미만 3.00 .635

500만원 이상 3.09 .772

체 3.07 .695

**p<.01 Duncan : a<b

<표 6> 물류창고 입지만족에 한 인식

4. 물류창고 입지만족  외부효과

1)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만족

물류창고 입지만족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체 으로 볼 때, 

물류창고 입지는 평균 3.07 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50  이하

에 비해 60  이상의 경우 상 으로 물류창고 

입지에 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별, 교육수 , 결혼여부, 직업, 가

계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2) 물류창고 입지에 한 외부효과

물류창고 입지에 한 외부효과 인식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체

으로 볼 때,‘경제  효과'(M=3.41)가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사회  효과’(M=2.95),‘환경  

효과'(M=2.94) 순으로 나타났으며, 물류창고 

입지에 한 반 인 외부효과는 평균 3.14

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반 인 외부

효과와 하 요인별 사회  효과에 해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50  

이하에 비해 60  이상의 경우 상 으로 반

인 외부효과와 하 요인별 사회  효과에 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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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외부효과
체

사회  효과 경제  효과 환경  효과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 2.97 .574 3.41 .592 2.99 .779 3.15 .445

여성 2.92 .578 3.41 .544 2.85 .839 3.11 .417

t-value(p) .718(.474) -.050(.960) 1.359(.175) .785(.433)

연령

20 3.06ab .420 3.50 .492 2.62 .789 3.17a .271

30 2.95a .569 3.44 .504 2.89 .845 3.14a .434

40 2.92a .569 3.37 .590 2.90 .824 3.10a .423

50 2.83a .515 3.33 .572 3.01 .759 3.07a .442

60  이상 3.29b .745 3.65 .687 3.24 .670 3.43b .473

F-value(p) 3.521**(.008) 1.875(.115) 2.061(.086) 3.894**(.004)

교육수

고졸이하 2.95 .577 3.40 .545 3.03 .752 3.15 .404

졸이상 2.95 .575 3.42 .594 2.87 .832 3.13 .456

t-value(p) -.052(.959) -.232(.817) 1.700(.090) .364(.716)

결혼여부

미혼 2.90 .501 3.43 .517 2.77 .778 3.10 .370

기혼 2.96 .593 3.41 .589 2.98 .805 3.15 .451

t-value(p) -.794(.428) .333(.739) -1.842(.066) -.818(.414)

직업

문가 2.95 .580 3.48 .565 2.91 .786 3.16 .456

일반인 2.95 .572 3.35 .577 2.96 .819 3.12 .416

t-value(p) -.031(.976) 1.911(.057) -.588(.557) .847(.398)

가계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04 .605 3.30 .548 2.76 .679 3.10 .383

200-300만원 미만 2.99 .539 3.45 .572 2.93 .829 3.17 .426

300-400만원 미만 2.82 .559 3.43 .621 3.00 .802 3.10 .472

400-500만원 미만 2.92 .508 3.39 .504 2.91 .760 3.12 .329

500만원 이상 2.99 .704 3.47 .596 3.16 .946 3.22 .560

F-value(p) 1.571(.182) .753(.557) 1.372(.244) .657(.622)

체 2.95 .575 3.41 .574 2.94 .803 3.14 .435

**p<.01 Duncan : a<b

<표 7> 물류창고 입지에 한 외부효과 인식

이외에 성별, 교육수 , 결혼여부, 직업, 가

계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5. 물류창고 입지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비선형회귀분석으로, 

가설  사례에 한 측(기 )값을 통해 실질  

의미를 악할 수 있다. 이 값에 한 해석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기 치와 찰치의 비율을 

통해 해석하며 그 값은 분석 결과에서 Exp(β)로 

악할 수 있다.

<표 8>과 같이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의 

결정요인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

의 합성을 확인하는 –2 Log Likelihood와 

Chi-square(χ2) 값은 269.349와 105.123 

(p< .001)으로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인

들이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포함되었을 

때,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의 결정에 있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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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S.E p Exp(B)

일반  특성

성별 -.112 .319 .725 .894

연령 .435 .189 .021* 1.545

교육수 -.735 .326 .024* .479

결혼여부 -.476 .460 .301 .621

직업 .029 .312 .926 1.030

가계 월평균 소득 .300 .141 .034* 1.349

내부효과

물류창고 입지만족 .889 .296 .003** 2.432

외부효과

사회  효과 1.020 .329 .002** 2.773

경제  효과 1.330 .354 .000*** 3.780

환경  효과 .554 .204 .007** 1.740

상수항 -10.418 2.170 .000*** .000

측성공율 77.3%

-2 Log Likelihood 269.349

Model χ² 105.123***

*p<.05, **p<.01, ***p<.001

<표 8>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결정요인

할 확률에 비해 찬성할 확률을 정확하게 분류

한 측 성공률은 77.3%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

났다.

독립변인과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결정과

의 계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일반  특성 

에서는 연령, 교육수 , 가계 월평균 소득이 95% 

이상의 신뢰수  내에서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

지 결정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다른 

속성 변수의 값을 일정하게 놓고 연령이 1단  

증가하면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결정 가능성

은 1.545배 증가(p<.05)한다고 측할 수 있고, 

교육수 이 1단  증가하면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결정 가능성은 0.479배 감소(p<.05)한다

고 측할 수 있다.

한 물류창고 입지만족 변인은 95% 이상

의 신뢰수 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즉, 다른 독립변수들의 값이 동일하다고 할 

때, 물류창고 입지가 1단  증가하면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결정 가능성은 2.432배 증가

(p<.01)한다고 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류창고 입지에 한 외부효과 

변인 에서는 사회  효과, 경제  효과, 환경  

효과가 95% 이상의 신뢰수  내에서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결정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다른 속성 변수의 값을 일정하게 놓고 사회  

효과가 1단  증가하면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결정 가능성은 2.773배 증가(p<.01)한다고 

측할 수 있고, 경제  효과가 1단  증가하면 용

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결정 가능성은 3.780배 

증가(p<.001)한다고 측할 수 있으며, 환경  

효과가 1단  증가하면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결정 가능성은 1.740배 증가(p<.01)한다고 

측할 수 있다.

즉, 체 으로 볼 때,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결정 가능성에 있어 경제  효과 인식의 

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사회  효

과, 환경  효과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가계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교육수 이 낮을

수록 용인 지역 물류창고 입지 결정 가능성이 높

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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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

본 연구는 물류창고 입지에 한 지역주민의 

생각을 실증분석하여 입지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자한 논문이라는데 의의를 두고자한다.

연구의 목 을 하여 용인시에 거주하는 일

반인과 물류 련업 종사자, 문가 등 3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SPSS 

v.21.0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하 다.

측정도구의 타당성  신뢰도 검증결과, 물

류창고 입지만족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결과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신뢰할만한 수 인 것

으로 나타났다.

외부효과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결

과 변수들 사이에 상 계가 충분하고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신뢰할만한 수 으로 나타났다.

물류창고 입지 찬반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체 으로 65.6%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4.4%는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창고 입지  외부효과에 한 분석결

과, 물류창고 입지는 평균 3.07 으로 나타났으

며 50  이하에 비해 60  이상의 경우 상 으

로 물류창공 입지에 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물류창고 입지에 한 외부효과 인식을 

분석한 결과 ‘경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  효과’, ‘환경  효과’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용인지역 물류창고 입지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물류창고 입지의 결정에 있어 반

할 확률에 비해 찬성할 확률을 정확하게 분류한 

측 성공률은 77.3%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

다. 체 으로 볼 때 물류창고 입지 결정 가능성

에 있어 경제  효과 인식의 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  효과, 환경  효과

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가계 월평균 소득

이 많을수록, 교육수 이 낮을수록 물류창고 입

지 결정 가능성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과 향후과제

유통산업의 성장으로 물류창고의 수요가 증

가하면서 물류창고에 한 투자  개발이 꾸

히 늘어나는 상황은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피할 

수 없는 실이다. 지자체에는 규제정책만이 능

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물류창고의 입지에 

따른 사회ㆍ경제  효과에 한 실질 인 자

료를 분석하여 합리 이고 효율성이 있는 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물류창

고 개발 시에 지역주민을 의견을 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여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야 한다.

향후과제로 물류창고 입지의 사회ㆍ경제  

효과에 하여 실질 인 부가가치들을  구체

으로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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