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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피스빌딩의 관리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기존연구들에서 활용한 관리방식 결정요인들과 더불어 실제 오피스빌딩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특성을 반영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신경망 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공
통적으로 중요하게 도출된 변수는 연면적(물리적 특성), 평당 임대료(서비스 특성), 전용률(물리적 특성)
이며, 이들 세 가지 변수는 관리방식 선택의 핵심 요소라 결론지을 수 있다. 100대 기업수(임차인 특성),
임차 회사수(임차인 특성), 평당 관리비(서비스 특성) 변수는 두 가지 분석 방법에서 중요한 변수로 나타
났다. 세가지 분석 모형에 대한 평가결과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우수했다. 본
연구 결과는 오피스빌딩 전문 관리업체에게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오피스빌딩, 관리방식, 로지스틱 회귀분석, 신경망 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
요약：

ABSTRACT：This is an empirical study with data mining of factors that determine how office
buildings should be managed. Together with the determinants of property management methods used
in earlier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tenants that actually use the office buildings were reflected
in the empirical stud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neural network analysis, and decision tree analysi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ing variables that are commonly regarded as important in these three
different analysis are total floor space(physical characteristic), rents(service characteristic), and
exclusive area(physical characteristic). From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se three variables are
the key factors that determine the property management method. The number of top 100 companies(tenant
characteristic), the number of tenant companies(tenant characteristic), and rents(service characteristic)
were found to be important variables in two of these analytical methods. In the result of evaluating
on the three kinds of analyzing model, we found that the decision tree analysis is the best in the
power of explanation of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used as a practically applicable
yardstick by property management companies that specialize in office buildings.
Key Words：office buildings, property management method, logistic regression, neural network,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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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오피스
시장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대표적인 변화로 대
규모 외국계 투자자본의 국내 시장 유입과 부동산
펀드(REF),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 간접투
자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투자 대안들이 나
타난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시장의
개방과 금융의 발전으로 인해 오피스빌딩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정선․
조주현, 2005).
오피스빌딩은 2000년 대 초반 경제 회복에 따
른 오피스 수요증가로 타 용도 부동산에 비해 ‘교
환가치’가 큰 부동산으로 인식되어 투자 매력도가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되는 오피스
빌딩의 자본이득은 타 용도의 부동산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공실률 증
가, 초고층빌딩 건설로 인한 오피스 과공급 상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됨에 따라 오피스 시
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와 같
이 오피스빌딩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면서 매각을 통한 ‘교환가치’
보다, 운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사용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빌딩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리기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오피스빌딩은 부동산 관리1)를 통해 장기적,
고비용 운영관리나 빌딩수명 단축, 빌딩가치 하락
등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 신축 오피스빌딩의
경우에는 불량, 부실시공에 의한 폐해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운영관리비용 최적화 및 빌딩수명
과 가치 극대화, 그리고 입주고객가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 한편, 오피스빌딩의 관리는 건물
소유주에겐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용기간
을 연장하여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사용자에겐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받
아 효율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노영학․장정민, 2009).
오피스빌딩의 관리방식은 소유주체가 직접 운
영․관리하는 자가관리와 일부만 외부에 위탁해
서 관리하는 위탁관리,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동
산자산관리(PM) 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전문관리
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는 빌딩 소유자 선택의 몫이지만 최근 빌딩 규모,
관리의 효율성, 임차인 요구 충족을 위해 자가관
리 보다 전문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주목해 최근 오피스빌딩과
관련된 연구들 중에서도 관리방식의 중요성을 인
식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다만 아직 그 수가 많
지 않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입지․서비스․물리적
특성 등 일반적인 특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실
제 오피스빌딩을 사용하는 주체인 임차인 특성에

1)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관리는 부동산의 자산측면의 개념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상의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소유자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창석, 2013).
부동산관리에는 기술적 측면, 경영적 측면, 그리고 법제적인 측면이 있다. 기술적 측면의 관리는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건축 설비의
하자에 대한 보수, 도장 공사 등 건축물의 물리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기술적 측면의 관리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공동주택
의 관리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비해서 경영적 측면의 관리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장기적인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자산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며, 법제적 관리는 임대차 계약 및 일상적 행정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빌딩의 자산관리는 이 부분이 특히 강조된다.(조주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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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려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에서 활용한 관리방식 결
정요인들과 더불어 실제 오피스빌딩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특성을 반영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오피스빌딩의 자산관리방식 결정시 고
려요인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해 연구결과의 객관
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차별
성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지도학습모형인 로지
스틱 회귀분석과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대
한 이론과 분석에 활용한 변수 선정 및 기초통계
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3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 오피
스빌딩의 관리방식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무
엇인지 실증분석 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분석결
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국내 오피스빌딩에 관한 연구들은 과거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된 자료가 확보되면서 임대료,
관리비, 점유비용, 관리방식, 오피스 지수 등 다양
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유사성을 토대로 크게 오피스빌딩의 임대료, 관리
비, 관리방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와 오피스빌딩
의 임차인 특성에 주목한 선행연구를 선별하였다.
오피스빌딩의 임대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정창무․김시백(2008)은 서울시 3개 권역의 오피
스빌딩을 대상으로 회귀모형을 구축하고 지역별
교통여건, 특히 교통 혼잡을 반영할 수 있는 교통
량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유출입교통량이 모든 권역에서 임대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
로도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교
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이 임대료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피스빌딩 임대료에
대한자기상관관계를연구한이현석․박성균(2010)
은 공간자기상관모형을 이용하여 오피스 등급별,
지역별 하부시장에 대한 임대료 결정요인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경과년수, 층수, 대지면적, 빌딩등
급, 전용률, 지하철 접근성, 소유형태가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중요요인으로 나타났다.
관리비결정요인을분석한노영학․장정민(2009)
의 연구에서는 3대 권역, 전용률, 지하층수, 관리
방식이 중요한 변수로 도출되었으며, 관리방식별
분석에서는 전용률, 소유주체별 분석에서는 연면
적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관리와
개인소유 빌딩에서 공실률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개인소유의 자기관리 빌딩에서는 공
실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 양영준․유선종(2010)은 연간 ㎡당 관리비용
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재지, 연면적, 경과년수, 층
수, 관리인원, 주차대수, 발전용량, 설비용량 등의
미시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관리인원, 전기용량 및
경과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인
건비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 빌딩관리
에 투입되는 인원 관리 및 인건비 관리가 오피스
빌딩의 관리에 중요한 요인이라 지목했다.
오피스빌딩의 관리방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관
리방식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리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혀내거나 관리의 효율성 강화
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김진유․전
상경(2003)은 서울 소재의 기업소유 오피스에 대
해 아웃소싱결정이론을 통한 자산관리의 결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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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연구했다. 오피스빌딩 소유기업이 부동산임
대와 관련이 적은 기업일수록, 건물의 연령이 낮
을수록, 오피스가 다른 용도와 복합되지 않을수록
아웃소싱(위탁관리)을 선택할 확률이 커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노영학(2009)은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이용해 오피스빌딩의 임대료 결정요인
과 관리방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임대료 결
<표 1> 선행연구 활용변수 비교

정요인 분석 결과, 오피스빌딩을 전문관리 함으로
써 임대료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
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연면적,
경과년수, 소유주체, 승강기 수, 전세환산율, 주차
대수 등이 관리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주요 연구 주제 외에도 최근에는 오피

정창무 이현석
저자
김시백 박성균
발표연도
2008
2010
오피스빌딩 샘플수
250개
184개
종속변수
임대료
권역
지하철역거리
⌾
⌾
인접도로 차선수
⌾
입
전면도로폭(m)
×
지
특
빌딩권역
△
성 1㎞내 인접빌딩 임대료
×
공시지가(만원/㎡)
⌾
유출입 교통량
×
경과년수
×
⌾
연면적
×
×
전용면적
⌾
물
대지면적
×
⌾
리
용적률(%)
적
전용률(%)
⌾
⌾
특
총층수
×
△
독 성
용도(용도순화․복합)
립
빌딩등급(Pr, A, B)
△
변
기준층임대면적
×
수
평당 관리비
⌾
관리방식(위탁,직영)
전세환산률
서
전세환산임대료
비
승강기수
⌾
×
스
주차대수
×
특
발전용량
성
설비용량
관리인원
소유주체(법인, 개인)
⌾
투자주체(REITs 등)
△
임
금융기관 입주여부
⌾
차
인 건설관련기업 입주여부
특
공실률(%)
×
성
월세 여부
⌾
주: 표시설명 ⌾=유의함, ×=유의하지 않음, △=여러 분석모형 중 일부만 유의

노영학
장정민
2009
137개
-

⌾
⌾

⌾
⌾

관리비

양영준
유선종
2010
116개
×

⌾

×

×

김진유 노영학
전상경
2003
2009
425개
137개
관리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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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빌딩을 사용하는 주체인 임차인에 주목해 진행
되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실제 오피스빌딩의 임차인 점유 특
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양
승철(2008)은 임차인 유형을 업무산업과 비업무
산업으로 구분하고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실증분
석 하였다. 그 결과 일반최소자승법에서는 임차인
점유비율이 임대료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2
단계 최소자승법에서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 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허필원․조주현․심교언(2013)은 기존 오피스빌
딩의 연구들과는 상이하게 오피스빌딩 내 임차인
특성에 주목해 개별오피스 내 임차인의 이질성을
파악하고, 업종 간 입지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업체수 특화계
수와 점유면적 특화계수를 사용하여 서울시 3대
오피스 권역(강남권, 여의도권, 도심권)의 업종별
특화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중
대형 오피스빌딩의 임차인 평균 업종수는 6.5개
이며,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핵심
임차인이 전체 업무 면적에서 40~49%를 사용하
고, 타 업종이 나머지 면적을 점유하는 상황이 일
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구성 측면에서는
상당부분의 이질적인 특성이 나타났으며, 오피스
권역마다 임차인 업종별 사업체수와 점유면적의
특화 정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
시하였다.
오피스빌딩의 연구가 다양해짐과 더불어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회귀분석이나 설문을 이용한 분석에서부터 공간
계량분석, 시계열분석에서 기계학습분야인 신경
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
고 있다. 홍아름․고재풍․유선종(2010)은 서울

시 오피스빌딩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
사결정나무 분석, 신경망 분석을 사용하여 오피스
빌딩 투자특성 예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김용일․이상엽(2011)은 서울시 대형 오피스빌딩
을 대상으로 외국자본의 투자형태에 대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비교하여 분
석하였다.
본 연구는 오피스빌딩의 관리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모형 자체의 오류
로 인한 편의(bias)를 제거하고자 다양한 분석방
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전통적인 통계기
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더불어 최근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경망 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했다. 한편 기존의 오피스빌딩 관련
연구들에서 활용한 변수는 물론 주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았던 임차인 특성 변수를 직접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
된다. 또한 오피스빌딩을 실질적으로 점유․사용
하는 임차인 특성변수를 사용했다는 점과 단순히
임차인 업종의 입주 유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
임차인 업종별 입주회사 수를 토대로 했다는 점에
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Ⅲ.

연구모형 및 변수선정

1. 연구모형

데이터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새롭고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데이터마이닝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된다. 분석에는 전
통적인 통계 기법은 물론 기계적 학습방법이나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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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지도학습모형이다. 지
도학습모형은 목적변수와 정답을 가진 훈련용 데
이터를 이용하여 패턴을 학습한 다음 검정용 또
는 실제 예측할 데이터에 응용하여 예측력과 정
확도를 알아내는 기계식 학습기법이다. 이러한 지
도학습방법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나 신경망
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 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되
고 있다.
1)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기술적으로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값을 가지는 목표 변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이때 목표 변수에 대한 예측 값은 어떠
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최
근 대용량 데이터에 근거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들의 발달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활용범위가 점
차 넓어지고 있다(김용일․이상엽, 2011).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확률에 대한 로짓변환을
고려하면 식 (1)과 같다. 종속변수는 0과 1만을
가지는 변수 Y이고, 이 값은 0.5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독립변수는  ⋯  이며  는 Y가 1일
확률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가 전문관리
할 확률, 1- 는 자가관리를 선택할 확률을 나타
낸다.











ln             ⋯   

 

(1)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 간 비율은 식 (2)로 표현될 수 있고, 이는 승
산비(Odds)로 0에서 양의 무한대 범위를 갖는다
(이준용․이현석, 2008). 승산비는 오피스빌딩의
전문관리 확률에 대한 자가관리 확률의 상대적 크

기를 나타낸다.

   
  

(2)

의 크기는  의 1단위 변화에 따라 승산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다시말
해  는  의 1단위 변화에 대한 승산의 변화율,
즉 승산율(Odd ratio)을 의미하며, 승산(Odds)은
 만큼 변하게 된다(김진유․전상경, 2003). 따
라서  가 양(+)일 때는 변수의 증가에 따라 승
산이 증가하여 전문관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음
(-)일 때는 자가관리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 신경망(Neural Network) 모형

신경망 분석은 인간이 학습하는 형태를 모방하
여 여러 개의 뉴런이 결합된 신경망의 구조 및 정
보처리 메커니즘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반
복적으로 학습하여 자료에 내재된 패턴을 찾는 형
태를 띄고 있다. 신경망 분석의 특징은 수학적인
모형이 필요 없고, 자료의 해석보다는 예측에 유
용하다는 점이다. 다만 의사결정나무 분석이나 회
귀분석 등과는 다르게 추론과정을 설명하기 어렵
지만 Training Data만 있으면 다양한 분야에 적용
이 가능하고 Training Data가 있는 영역내의 추론
에 대해서는 다른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비해 상당
히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다. 신경
망 분석 구조를 도식화하면 식 (3)과 같다(홍아름
외, 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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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쌍곡탄젠트
  로지스틱

기본적인 신경망 분석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이루어지며,  는 종속변수(목표변수)이고 
은 독립변수(입력변수),  은 은닉변수, n은 개
체수이다.






<그림 1> 신경망 기본구조

종속변수(목표변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동일하게 자가관리 0, 전문관리는 1인 이분형 변
수로 설정하며, 독립변수(입력변수)로는 입지, 물
리적, 서비스, 임차인 특성변수가 투입된다. 은닉
변수는 독립변수의 수를 고려해 설정한다.
3)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모형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의사결정규칙을 도표화하
여 수행하는 분석방법으로, 분석과정이 나무구조
에 의해서 표현된다. 이로 인해 로지스틱 회귀분
석과 같은 방법들에 비해 연구자가 분석과정을 쉽
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어 데이터마이닝 관점에서 폭넓게 이용되는 방법
이다. 분석의 정확도보다는 분석과정의 설명이 필

요한 경우에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의사결정나무는 목표 변수의 유형에 따라 분류
될 수 있는데, DM 응답여부(예/아니오)와 같은
이산형일 때는 분류나무(Classification tree), 평균
값과 같이 연속형일 때는 회귀나무(Regression
tree)로 나뉜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C5.0과 C&R Tree 두 가
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데 목표변수가 연
속형(range type)인 경우에는 C5.0를 사용하고,
목표변수가 범주형인 경우는 C5.0과 C&R Tree
모두 사용가능하다. 본 연구는 Breiman et al.
(1984)에 의해 개발된 C&R Tree 기준을 활용하
였다. 이는 독립변수를 이분화하는 과정을 반복하
여 나무 형태를 형성함으로써 분류와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를 이분화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지니 지수를 불순도 함수로 사용하
며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    





 



     

 





(4)

C&R Tree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과정으로 진
행된다. 먼저 지니 지수를 불순도 함수를 통해 모
든 노드가 1개 범주를 가질 때까지 나무를 키운다.
다음으로. 복잡도를 기준으로 가지치기를 수행하
여 하위 나무를 얻는다. 가지치기 과정에서 얻은
하위 나무들이 최종 의사결정나무의 후보가 되며
이 중에서 분류 오류율이 가장 적은 나무를 최종
의사결정나무로 선정하게 된다. 나무를 키우는 과
정은 지니 지수를 이용하여 불순도(t)를 계산하
고, 부모 노드에서 자식 노드로 분지할 때 불순도
의 감소량이 가장 큰 분지를 찾는 과정으로 정의
된다(조윤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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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 ∆    

4) 모형의 비교 및 평가

(5)
(6)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분석과 해석이 용이하며,
회귀 계수나 오즈비와 같은 회귀 분석의 결과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복잡한 상
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변수들
간의 관계가 복잡한 비선형(Non-linearity) 형태
인 경우에는 예측의 유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
다. 신경망 분석은 미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
산하거나 특정 값을 추정하는데 유용하며, 엄격한
가정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분석 결과로부터 해석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분석과정이 나무구
조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분류 또는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신경망분석(Neural Network), 회
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의 다른 방법들에
비해 연구자가 분석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류 또는 예측의 목
적뿐만 아니라 분석 과정에 대한 설명이 용이하
다. 하지만 입력변수의 작은 변화가 결과 출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허명회․이
용구, 2008). 전술한 3가지 지도학습모형의 장단
점은 <표 2>와 같다.

이처럼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3가지 모형은 각
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한 두 가지 방식만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할 경우
통계분석 방법의 선택으로 인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독립변수들에 대
한 설명력이 우수한 회귀모형과 더불어 모형의 설
명력이 우수한 기계학습방법인 신경망 분석 모형
이나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리고 각 분석방법을 통해 도출된 중
요변수를 비교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해야 분석방
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분석 방법을 모두 활용
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 도출된 공통된 중요 변
수를 찾아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분석 모형간의 비교 평가를 통해 모형 자
체의 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마이닝에서
모형의 설명력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Gain Chart(이득
도표), Response, Lift, Profit, ROI 등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신경망 분석,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동시에 평가하여, 모형 간
비교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분
석방법으로는 대표적인 모형 평가방식인 Gain
Chart와 Response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데이터 마이닝 소
프트웨어인 SPSS사의 클레멘타인 11.1을 활용하

<표 2> 모형별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로지스틱/ 선형회귀 생성모형에 대한 해석이 쉬움
복잡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 함
신경망
복잡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함
생성모형에 대한 해석이 어려움
의사결정나무
생성모형이 단순하고 해석이 쉬움 설명(입력)변수의 작은 변화가 출력을 크게 변화시킴
자료 : 허명회․이용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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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분석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신경망
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가지
분석방법을 각각 수행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
함은 물론 모형의 적합성 평가를 병행하였다.
2. 변수 및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오피스빌딩에 대한 자료는
부동산자산관리회사인 ㈜신영에셋과 Just R의 자
료에 기초하고 있다. 두 업체의 데이터를 토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교․검증 작업을 일차
적으로 수행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임차인 특
성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병행했다. 이
를 토대로 가용할 수 있는 오피스빌딩 샘플 중 데
이터의 활용 가능성과 자료 수집 한계 등의 이유
로 186개 오피스빌딩 샘플을 최종 선정하였다.
자료는 2011년 4/4 분기를 기준으로 하고, 대형
업무용 빌딩이 밀집한 서울시 3대 오피스 권역인
도심권역(종로구, 중구), 여의도권역(영등포구,
마포구), 강남권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으로
한정한다. 또한 분석대상 오피스빌딩은 연면적
10,000㎡ 이상, 높이 10층 이상으로 한정한다.
종속변수는 오피스빌딩의 관리방식 결정 요인
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관리와 자가관리로 구분하
하고2) ‘자가관리’의 경우 0, ‘전문관리’의 경우 1로
구분한다. 이분형 종속변수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샘플의 수가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것인데, 본연구에서 활용한오피스빌딩은자
가관리와 전문관리 비율이 약 54%:46%(100:86)

의 비율로 샘플 편중 문제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
다. 지역별 오피스빌딩 수는 자가관리 100건 중
CBD 29건, KBD 40건, YBD 31건이며, 전문관리
86건 중 CBD 31건, KBD 35건, YBD 20건이다.
오피스의 관리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는 종속변수인 전문관리와 자가관리 선택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변수 선정은 오
피스빌딩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선행연구에
서 활용한 유의한 변수 중 관리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입지, 물리적, 서비스, 임
차인 특성변수로 구분하였다. 이 중 임차인 특성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차별화되는 변
수로 관리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
해 직접 수집하였다.
입지특성 중 지역변수는 국내 오피스빌딩의 하
위시장(submarkets)을 처음으로 규정한 최막중
(1995)의 기준을 토대로 강남, 도심, 여의도 권역
으로 구분하며, 해당 권역에 속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오피스빌딩의
관리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는 크
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으나, 오피스빌딩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집적의
효과로 인해 관리방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입지관련 변수로 활용하
였다. 한편,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변수는 도보로
소요되는 시간(분)을 기준으로 한다. 지하철역까
지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지가 수준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빌딩의 경우 빌딩 가치가 높아 전문
관리를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부동산자산관리는 관리주체에 따라 소유자 자신이 직접관리하는 자가관리방식과 전문관리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전문관리방식, 그리고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병행하여 관리하는 혼합관리방식의 3가지 관리방식이 있다(노영학, 2009). 본 연구의 대상인 오피스빌딩 역시 전체
혹은 일부를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전문관리(혹은 위탁관리)와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는 자가관리, 그리고 둘을 혼합한 혼합관리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혼합관리의 경우 청소, 보안, 시설관리 등 일부 업무만을 전문 업체에 위임하고, 나머지는 자가관리 하는 형태가 일반적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혼합관리방식을 자가관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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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오피스빌딩의
연면적3), 전용률, 경과년수(2011년 기준)를 선정
하였다. 일반적으로 연면적이 크고. 전용률이 낮
은(상대적으로 고층 빌딩이 전용률이 낮음) 오피
스빌딩일수록 자가관리보다는 전문관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대전시의
오피스빌딩과 매장용빌딩을 대상으로 관리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허강호(2012)의 연구에서도
빌딩의 연면적 증가에 따라 전문관리(위탁관리)
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연구대
상에 중소규모빌딩과 매장용빌딩이 혼재되어 있
다는 점과 대전시에 입지한 빌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서울시 중대
형 오피스빌딩의 경우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한편, 오피스빌딩의 경과년수는 짧을수록
(신축 건물일수록) 빌딩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
문관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진유․전상경(2003)과 노영학(2009)의 연구에

서도 오피스빌딩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산관리를
위탁(아웃소싱)할 확률이 커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오피
스빌딩의 평균적인 연령이 19년임을 감안하면 관
리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경과년수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특성에서는 빌딩 소유자 구분(법인, 개
인), 3.3㎡ 당(이하 ‘평당’) 임대료, 평당 관리비 변
수를 설정하였다. 노영학(2009)은 소유주체가 관
리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한 바
있으며, 대형 오피스빌딩의 경우 대부분의 소유주
체가 법인인 점을 감안한다면 법인이 소유한 빌딩
이 전문관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추측
해 볼 수 있다. 한편, 평당 임대료와 평당 관리비
수준이 높은 오피스빌딩의 경우 전문관리를 선호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 특성으로 활용한 변수는 임차 회사수,
100대 기업수(2011년 시가총액 100위 기업으로

<표 3> 설명변수 및 기초통계량
구분 변수
단위
주요 내용
최소값
강남
0
도심
해당권역=1 , 아니면=0
0
입지 지역
특성
여의도
0
지하철역거리 분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도보)
0
연면적
천평
3.58
물리적 전용률
%
개별 오피스빌딩 전용률
40
특성 경과년수
년
2011년 - 준공년도
4
소유자
구분
0,
1
법인소유=1
,
개인소유=0
0
서비스 평당 임대료 천원 / 3.3㎡
13.30
특성 평당 관리비 천원 / 3.3㎡
12.00
임차 회사수 개 오피스빌딩 내 임차 회사 수
1
임차인 100대기업수 개 오피스빌딩 내 100대 기업 수 0
특성 금융회사수 개
오피스빌딩 내 금융회사 수
0
판매시설수 개
오피스빌딩 내 판매시설 수
0
유효수 (목록별)

최대값
1
1
1
15
64.32
77
42
1
94.00
35.80
94
6
12
38

186

평균 표준편차
.40
.492
.32
.469
.27
.447
4.06 3.224
9.78
7.48
55.68 7.478
19.44 7.943
.78
.416
56.32 15.36
25.99
4.35
20.40 15.234
1.48 1.249
2.69 2.160
2.88 4.769

3) 오피스빌딩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연면적 외에도 층수, 높이, 엘리베이터 수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공선성을 야기할 수 있어
대표적인 물리적 특성 변수로 ‘연면적’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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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금융회사수, 판매시설수이다. 이는 기존 오
피스빌딩 관련 연구들에서는 주요하게 다루지 않
았던 개별 오피스빌딩의 임차인 특성을 반영한 변
수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임차인 특성변수를 활용
함에 있어 단순한 더미변수로 활용한 부분과 차별
화되는 부분으로 임차인의 유무가 아닌 임차인 수
에 따른 관리방식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
에 활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오피스빌딩의 관리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2LL(-2 Log
likelihood)값은 118.20이고, 유의수준 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투입된 독립변수 중 연면적,
평당 임대료, 100대 기업수 변수가 p<0.01 수준에
<표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Parameter
강남(1)
입지
도심(1)
특성
여의도(1)
지하철역 거리
연면적
물리적
전용률
특성
경과년수
소유자 구분
서비스
평당 임대료
특성
평당 관리비
임차 회사수
임차인
100대 기업수
특성
금융회사수
판매시설수

B
-1.428
-1.499
-2.664
0.075
0.271
-0.100
0.010
-0.676
0.114
0.019
-0.051
0.982
-0.014
0.102

서 유의하였고, 전용률, 임차 회사수는 p<0.05 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경우 노영학(2009)은 오피스빌딩
연면적이 넓고, 소유주체는 법인이며, 승강기수는
많을수록, 그리고 전세환산율과 경과년수는 낮을
수록 자가관리보다는 전문관리를 선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진유․전상경(2003)은 경과년수, 연면적, 복합
용도, 건설관련기업 입주여부가 관리방식 결정에
주요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연면적이 넓어질
수록(대형 오피스일수록) 전문관리를 선택할 확
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본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연면적 외에 전용률, 평당
임대료, 임차 회사수, 100대 기업수 등의 변수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주요변수와 다른 결론
이 도출되었다. 이는 샘플의 차이나 활용변수의
차이, 분석 방법에서 발생한 편의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임차인 특
S.E.
1.481
1.356
1.723
0.076
0.000
0.046
0.040
0.635
0.000
0.000
0.025
0.298
0.158
0.087

Wald
0.93
1.222
2.39
0.978
12.095***
4.745**
0.065
1.132
10.741***
0.028
4.073**
10.893***
0.008
1.381

Chi-square : 139.651, -2 Log likelihood: 118.200***, Cox &Snell R Square: 0.528, Nagelkerke R Square: 0.704
종속변수 : 자가관리(0), 전문관리(1)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p(B)
0.24
0.22
0.07
1.08
1.00
0.91
1.01
0.51
1.00
1.00
0.95
2.67
0.9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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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변수는 대부분 더미변수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임차인 특성 변수들은 실제 오피스빌딩의
임차인 수를 반영한 것으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오피스빌딩 관리방식 결정요인의 변화
를 확인할 수 있는 Exp(B) 값의 경우 100대 기업
수 변수가 [Exp(.982)=2.67] 가장 높았다. 이는
다른 속성 변수 값이 일정하다면, 100대 기업수 속
성이 1단위 증가할 때, 서울시 오피스빌딩 관리방
식 결정에서 자가관리보다 전문관리를 선택할 확
률이 2.67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연면
적, 전용률, 평당 임대료, 임차 회사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다만, 각 변수의
Exp(B) 값은 1.00, 0.91, 1.00, 0.95로 오피스빌딩
의 기존 관리방식을 변화시킬 확률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신경망 분석 결과

신경망 분석에서는 모형의 적합한 출력을 위해
가능도 함수를 세우고, 그것을 최대화하기 위해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분석 옵션으로는
일반적으로 분석에 사용되는 기본 값인 Quick 방
법을 사용하고, 훈련을 위한 자료는 80% 사용하
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입력변수(독립변
수)의 수가 14개인 점을 고려해 은닉층(Hidden
Layer)을 4개(일반적으로 설명변수의 1/4을 은닉
층으로 사용)로 설정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경망 분석 결과 출력변수인 관리방식을 결정
하는데 95.45%의 정확도로 분류할 수 있는 모형
이 도출되었다. 변수 간 상호 중요도는 100대 기업
수, 평당 임대료, 연면적, 전용률, 평당 관리비, 임
차 회사수, 판매시설수 등 <표 5>에 제시된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각 입력변수의 중요도 값을 전체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변수 간 상대적 중요도를
조금 더 명쾌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분석에
활용된 모든 입력 변수 중 상위 6개 변수가 약
81.2%의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변수가 오
피스빌딩의 관리방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라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연
면적, 100대 기업수, 평당 임대료, 전용률, 임차 회
사수 총 5개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들 변수는 신경망 분석 결과에서도 중요도 순서
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중요도가 높
은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임차인
특성변수인 100대 기업수와 임차 회사수 변수가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나 임차인 특성이 관리
<표 5> 신경망 분석 결과
Estimated accuracy
95.455
Input Layer
14 neurons
Hidden Layer
4 neurons
Output Layer
1 neurons
[Relative Importance of Inputs]
입력변수 중요도 순서
중요도 환산(%)
100대 기업수
0.623941
19.91
평당 임대료
0.591551
18.88
연면적
0.573246
18.29
전용률
0.380534
12.14
평당 관리비
0.206687
6.60
임차 회사수
0.169063
5.39
판매시설수
0.129621
4.14
강남
0.124059
3.96
도심
0.091118
2.91
경과년수
0.088886
2.84
소유자더미
0.058284
1.86
지하철
0.051127
1.63
금융회사수
0.028820
0.92
여의도
0.017034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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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C&R Tree(지니측도 활

용) 방식을 사용하고, Generate model, 뿌리노드
아래 5개 가지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그 결과 오피스빌딩의 관리방식을 결정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피스빌딩의 연면
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당 임대료, 전용률,
평당 관리비, 경과년수의 변수가 관리방식에 영향

<그림 2>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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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요소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2>에서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첫 번째
가지치기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연면적
을 기준으로 8,743평이 관리방식을 결정하는데 있
어 기준이 되는 면적이라 판단된다. 연면적 8,743
평을 초과하는 77개 오피스빌딩 중 15건이 자가관
리(약 20%), 62건은 전문관리(약 80%)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관리를 선택한 비율이 높
았다. 반면 연면적 연면적 8,743평 이하인 107개
오피스빌딩 중 85건이 자가관리(약 78%), 24건이
전문관리(약 22%)로 오피스빌딩을 관리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연면적을 기준으로 분류된 가지는 다시 평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관리방식 결정방식이 달라진
다. 연면적 8,743평 이상의 가지는 45,380원을 기
준으로 분류되며, 총 70개 빌딩 중 60건(약 85%)
이 43,380원 이상의 임대료 수준에서 전문관리를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면적 8,743
평 이하의 가지는 평당 임대료 63,500원을 기준으
로 분류되었고, 63,500원 이하일 때는 94개 오피스
빌딩 중 약 83%인 81개 오피스빌딩이 자가관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실증분석 결과 비교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유의변수
변수구분
100대 기업수*** 임차인 특성
연면적***
물리적 특성
평당 임대료*** 서비스 특성
임차 회사수** 임차인 특성
전용률**
물리적 특성

이를 통해 연면적 8,743평보다 작은 오피스빌딩
은 높은 임대료 수준을 형성해야 전문관리를 선택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큰 오피스빌딩
의 경우 적은 임대료 수준으로도 전문관리를 선택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외에도 전용률, 평당 관
리비, 경과년수 등이 오피스빌딩의 관리방식 결정
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분석결과 비교 및 모형평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세 가지 분석 결과, 공통적
으로 중요하게 도출된 변수는 연면적(물리적 특
성), 평당 임대료(서비스 특성), 전용률(물리적
특성)이며, 이들 세 가지 변수는 서울시 오피스빌
딩 관리방식 선택에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100대 기업수(임차인 특성), 임차 회사수(임차
인 특성), 평당 관리비(서비스 특성) 변수는 두 가
지 분석 방법에서 유의하거나 중요하게 도출되었
다. 세 가지 분석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신경망
분석 결과에서는 100대 기업수 변수가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고 관리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
인으로 나타난 반면,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결과에

신경망 분석 결과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유의변수
변수구분
유의변수
변수구분
100대 기업수 임차인 특성
연면적
물리적 특성
평당 임대료 서비스 특성 평당 임대료 서비스 특성
연면적
물리적 특성
전용률
물리적 특성
전용률
물리적 특성 평당 관리비 서비스 특성
평당 관리비 서비스 특성
경과년수
물리적 특성
임차 회사수 임차인 특성
***, **는 각각 1%와 5% 수준에서 설명력이 높은 변수 상위 6개 순 가지분리 기준에 따른 중요도 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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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 Chart

Response

<그림 3> 지도학습 모형의 평가

서는 100대 기업수나 임차 회사수와 같은 임차인
특성변수는 중요변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같
은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경
우 설명(입력)변수의 작은 변화가 출력을 크게 변
화시키는 단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두 가지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나머지 변수는 순서
에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도출
되었다.
세 가지 분석방법의 평가를 위해 <그림 3>과 같
이 Gain Chart, Response Chart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Gain Chart에서는 40% 구간까지 세 모형 모
두 유사한 예측력을 보이고 있으나 이후 구간에서
는 Best Line과 차이를 보였다. 세 가지 분석방법
중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다른 두 가지 분석방법보
다 모든 구간에서 설명력이 우수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45%분위까지는 설명력이 우수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설명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망 분석은 다른 두 결과의
중간적인 수준을 나타냈다. Response 결과에서도

Gain Chart 결과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나무 분
석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평가 결과만으로 의사결정나무 분
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각 분
석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세 가지 분석방법
을 함께 사용하여 보다 객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오피스빌딩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리기법의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선행연구들에서는
관리방식 결정요인을 판단함에 있어 입지특성이
나 물리적 특성, 서비스 특성 등에만 주안점을 두
고 있으며, 오피스빌딩을 사용하는 주체인 임차인
의 특성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최근 오피스
빌딩의 임차인 특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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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하지만이에 대한 연구역시 그 수가 매우 부족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차인 특성을 반영해
오피스빌딩의 관리방식 결정의 주요 요인을 실증
분석 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해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모형의 편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했다.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첫 번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용률이
낮고(상대적으로 고층․대형빌딩의 전용률이 낮
음), 평당 임대료 수준은 높고, 연면적이 넓으며,
임차 회사수는 적고, 100대 기업수가 많은 오피스
빌딩의 경우 자가관리 방식보다는 전문관리 방식
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임차인 특성인 100대 기업수는 통계적
으로도 유의한 변수이며, 관리방식을 결정 시 중
요한 요소라 판단된다. 두 번째, 신경망 분석 결과
에서는 100대 기업수, 평당 임대료, 연면적, 전용
률, 평당 관리비, 임차 회사수, 판매시설수 등의 변
수가 중요하게 도출되었다. 각 입력변수 간 상대
적 중요도에서도 상위 6개 변수가 약 81.2%의 중
요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변수가 오피스빌딩의
관리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의사결정나무 분석에서는 관리방식 결
정에 가장 주요한 요인은 연면적이며, 분석대상
오피스빌딩의 경우 연면적 기준 8,743평 이하는
자가관리, 그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관리를 선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평당 임대료, 전용
률, 평당 관리비, 경과년수 순으로 관리방식 결정
에 중요한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가지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도출
된 변수는 연면적(물리적 특성), 평당 임대료(서
비스 특성), 전용률(물리적 특성)이며, 이들 세 가
지 변수는 관리방식 선택의 핵심 요소라 결론지을

수 있다. 100대 기업수(임차인 특성), 임차 회사수
(임차인 특성), 평당 관리비(서비스 특성) 변수는
두 가지 분석 방법에서 유의하거나 중요하게 도출
되었다. 이를 토대로 모든 분석 결과에서 공통적
으로 중요하게 도출된 요인을 중심으로 관리방식
결정요인을 판단하고, 추가적으로 일부 모형에서
중요하게 도출된 요인을 고려함이 바람직할 것이
다.
본 연구는 오피스빌딩의 관리방식 결정요인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로 오피스빌딩 전문 관리업체
에는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사례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전문
관리를 선택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함
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
다. 그리고 오피스빌딩 소유주체가 관리방식을 결
정함에 있어서도 비교․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오피스빌딩의 샘플수가 다소 부족한 점
과 가용 자료의 한계로 지역 간, 소유주체 간 관리
방식 결정요인의 차이, 오피스빌딩 등급에 따른
구분, 투자전략에 따른 구분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 관리방식에 대한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못 한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더욱 발전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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