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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이 연구는 아 트단지의 한강 인  여부와 개별 단 세 의 층이 아 트 가격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 다. 서울의 강변 11개 구를 상으로 최근 5년간 서울의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하

여 한강 인  여부가 아 트 가격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층수에 따른 조망권 요소와 한강 근성으로 

구분하여 헤도닉가격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한강과 개별 층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악되다. 

한 최고층수에 따라 층과 한강변 여부의 상호작용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강변 인 이 

가격에 미치는 양(+)의 효과를 층 증가에 따른 양호한 조망권 요소와 한강 근성에 따른 양(+)의 효과

를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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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 of spatial proximity to Han river and floor number 

indicating the height of unit on the price of apartment. Based on transaction price of apartment 

complex in 11 Goo of Han riverside during recent 5 years, a hedonic pricing model was implemented 

to identify the interaction effect. Research finding indicated that there were effects between 

environmental property and height. However, such effects were inconsistent according to floor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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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Rationality, Public Sphere, Interpretation

   * 이 논문은 2017년도 건국 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건국 학교 부동산학과 석박사통합과정(Master's and Doctorate Course, Department of Real Estate Studies, Konkuk University),

     주 자(E-mail: s.y.felix.bae@gmail.com)

 *** 건국 학교 부동산학과 석사과정(Master’s Course, Department of Real Estate Studies, Konkuk University)

**** 건국 학교 부동산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Real Estate Studies, Konkuk University), 

     교신 자(E-mail: sangyoub@konkuk.ac.kr Tel: 02-2049-6046)



22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1호 2018. 3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

아 트는 동일한 단지 내 한 동에서도 층에 따

라 거래 가격이 달라진다. 이는 층수에 따라 조망

이나 일조, 소음, 지상 근성 등이 달라, 주거환경

의 쾌 성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윤용기, 2002). 

이러한 차이에 따라 층별 가격은 다르게 나타나

며, 양호한 조망을 제공하는 입지에서는 지상으로

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고층에 추가 인 가격 

상승분이 존재한다. 특히, 수변을 심으로 한 조

망권은 사람이 인 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

 조망의 희소성 때문에  더 그 요도가 커

지고 있다(오동훈, 2003).  

이러한 상은 재건축 시장  분양 시장에서

도 찰된다. 최근 추진되는 한강변 재건축 사업

에서는 고층 아 트가 선호되고 있으며2), 분양

시장에서도 ‘한강권’과 같은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한강변 입지는 주요 마  포인트로 강조되

고 있다.3) 이에 반해 서울시는 배후의 경 을 보

존하기 한 한강변 단지의 정 높이를 35층으

로, 한강 인  동은 15층으로 하는 ‘한강변 리 

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15)’으로 최고 층수를 제

한하고 있다.4) 이러한 시의 최고 층수 제한 정책

과 단  한강변 아 트의 재건축 시기가  맞물

리며 다양한 논의가 개되고 있다. 

재건축 후의 한강변 아 트의 가격뿐 아니라 

과이익환수제 용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 인 

아 트들에 한 가치평가 한 논란이 되고 있

다. 따라서 이제는 한강변 아 트의 층수가 가격

에 미치는 향이 어느 정도인지 객 으로 분석

한 결과가 필요한 시 이다. 

이 연구는 한강변과 비한강변 아 트의 층별 

가격 차이를 분석하고, 아 트 층수와 한강변 입

지의 추가 인 가격상승효과를 실증하기 하여 

헤도닉모형과 상호작용효과모형을 사용하 다. 연

구의 시간  범 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

까지 60개월이며, 공간  범 는 서울 한강변 11

개 구를 상으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 다. 

이 분석으로 한강변 아 트와 비한강변 아 트 

그리고 층, 층, 고층, 고층 아 트 유형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층별 효용비율을 도출해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한강변 아 트와 고층 아

트의 층별 가격 향력을 실증 규명할 수 있다.

Ⅱ. 이론  고찰

1. 공동주택 층에 한 선행연구

공동주택의 층은 일조, 채 , 조망, 개방감, 소

음, 라이버시, 이동 편의성, 험 발생 시 피난의 

어려움, 안 사고의 험 등에 향을 끼치는 요

소다. 국세청의 기 시가 산정, 건설업계에서의 

분양가 산정, 감정평가업계에서의 소송, 과세, 보

상 평가 역에서는 층별 효용비율을 작성하여 사

용한다(정수연․김태훈, 2007).

층이 높아질수록 <그림 1>과 같이 근성과 쾌

한 환경의 상충 계가 형성된다. 승강기를 기다

2) “우리도 고층으로” 여의도-강남 들썩, 동아일보, 2017.09.13

3) 역세권, 숲세권 잇는 ‘江세권, 규제에도 ’한강 불패‘, 이데일리, 2017.09.15

4) 한강변 리 기본계획은 한강 주변지역 500m~1,000m 범 를 공간  상으로 하며, 27개 지구로 구분하여 지구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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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거환경과 근성의 상충 계

출처: Wong et al., 2011

 

리거나 계단으로 내려오는 시간, 승강기 이동 시

간이 소요되어 지상까지의 근성이 떨어지게 된

다(Wong et al., 2011). , 층수가 높아질수록 라

이버시가 보장되고, 개방감이 뛰어나며, 보안 문

제가 해결되어 주거환경의 질이 좋아진다. 

 국내 국세청의 층별 과세 기 은 상층을 가

장 로얄층으로 규정하고, 로얄층 이상의 고층은 

그보다 낮은 등 을 부여하며 층별 효용비율 결과

도 최고층에 가까워지면 가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수연·김태훈, 2007). 미국에서는 아

트가 고층일수록 선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

통 간층을 선호한다(정수연 외, 2009).

최정민(2011)은 잠실을 심으로 아 트 층에 

한 선호도 조사 결과, 일조, 조망, 가격 등이 주

요인이며 로열층의 인식 범 가 높이에 따라 세분

화된다고 제시하 다. 반면, 40층 이상의 고층 

아 트는 이러한 상이 존재하지 않고 최상층으

로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감정원 부동산연구원, 2013).  

해외 연구로 Wong et al.(2011)은 개별 층의 증

가와 가격과의 계가 선형이 아닌 비선형으로 건

물의 최고층과 개별 층의 상호작용효과를 규명하

고, 고층이나 층의 층 리미엄의 패턴은 다르

지 않으며 층주동이 고층주동에 비하여  리미

엄이 높은 것을 확인하 다. Stephen et al.(2013)

은 미국 샌디에이고 지역의 고층 콘도를 상으로 

고층부의 리미엄을 연구한 결과, 층과 층제곱이 

각각 양과 음으로 유의하고 4개 층 단 로 더미변

수를 주었을 때 고층부로 일 되게 양의 효과가 

존재한다고 제시하 다. 

2. 한강  자연환경 련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1990년  반 이후부터 녹지·하천

과의 근성, 기환경, 경 조망가치 등의 자연

환경과 주택 간의 향력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내 ·양성돈(2002)은 뚝섬지구를 상으로 

한강시민공원의 주변 아 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한강변과 가까울수록 아 트 가격이 높았으며, 이

번송 외(2002)는 서울의 4,698개의 표본을 통해 

추정한 결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주택이 더 높

은 가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동훈(2003)

의 한강변 아 트의 조망별 층별 가격에 한 사

례 분석 결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한강 조망에 

따라 더 커지는 것을 실증하고 ‘층별 효용비율’ 지

표에 근거하여 가격의 편차를 설명하 다.

 오동훈·이찬범(2003)은 한강 조망 정도와 층

수 로열층 여부 등을 변수로 아 트 가격을 분석

한 결과, 층별 요인과 조망요인 모두 유의하게 나

타났지만, 층과 조망 상과의 계는 분석하지 

않았다. 송명규(2007)는 인공 하천과의 인 성이 

가격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태윤 외(2007)는 분당을 상으로 경 특성 차

이와 자연환경과의 근성에서 로열층과 산,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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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과의 근성 모두 양의 효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 다. 

황형기 외(2008)의 연구에서는 한강과의 거리

와 로열층 더미, 향 더미, 조망 특성을 변수로 사

용하여 6개월간 11개 구의 실거래 가격을 사용하

여 분석한 결과, 조망 가능 여부와 로열층이 양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악 다. 조용성·원제무

(2010)도 서울 잠실아 트 단지의 한강 조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천공률과 일조율을 통해 분석

을 시도하 다. 

해외 연구로는 Jim and Chen(2009)은 홍콩 빅

토리아 하버 해안가 주택 가격이 바다 조망과 바

다와의 인 성은 양(+), 산조망은 음(-)인 반면, 

산에 한 근성은 양(+)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 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호작용효과는 <그

림 2>와 같다.  한강처럼 양호한 조망을 제공하는 

자연환경과 가까이 입지하면, 주거환경이 더 개선

되며 이는 아 트 단지 내부만 조망할 수 있는 

층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층부에서 층이 높

아질수록 아 트 단지 인근의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라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

하지만 고층부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가설을 세웠다. 그 이유는 층부는 

인근 자연환경이 무엇이든 간에 근성이 높아질 

뿐 고층 단  세 에 망의 질에 향을 끼치

지 못하기 때문이며, 고층부는 입지와 무 하게 

양호한 조망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림 2> 강변입지에 따른 거주환경 향상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 하천, 

바다에 한 근성과 조망 가능 여부는 지속 으

로 연구되어 왔으나  단기간에 소규모 지역을 

상으로 연구되었으며 공동주택 층에 한 선행연

구 역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감정평가 자료를 분석하거나, 일

부의 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부분이다. 

특히 서울의 한강과 같은 자연환경에 한 연

구와 공동주택의 층에 한 연구는 개별 으로 진

행되었고, 이 연구의 범 처럼 장기간 규모 단

지를 상으로 한강·층의 상호작용효과와 층별 가

격결정요인 차이는 연구된 바 없었다. 이 연구는 

한강변 아 트의 층수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실

증해 조망과 근성에 따른 가격 향력을 확인하

는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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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모형

1. 변수 구성

아 트의 최고층별 층별 가격 차이와 한강변 

여부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분석

모형은 개별 층의 요소가 재화의 질에 반 되는 

것을 확인하기 해 종속변수로는 실거래 가격을 

용면 으로 나 어 단 면 당 가격의 로그값

을 사용하 다. 변수는 <표 1>과 같다. 

주상복합 여부는 주상복합 아 트와 일반 아

트 간의 다른 속성을 반 하고, 총세 수는 단지

세 수에 따른 단지별 선호도를 악하기 하여 

사용하 다. 실제로 사용하는 면 이 다르기 때문

분류 변수명 단 변수 설명

종속변수
㎡price 만 원/㎡ 용면 당 가격

log㎡price log 만 원/㎡ 용면 당 가격에서 로그를 취한 값

물리

특성

d_joobok Dummy 주상복합=1, 그 외=0
hholings 세 총세 수

㎡ ㎡ 용면

heating Dummy 개별난방=1, 그 외=0
d_bok Dummy 복도식=1, 그 외=0

parking 세 당 주차 수(단지 내 총 주차 수/총 세 수)

1tier_com Dummy 1군 건설사 시공=1, 그 외=0
public selling Dummy 공공 분양=1, 그 외=0

year 연 건축 연한(거래 연도- 공 연도+1)

year2 연 건축 연한의 제곱

입지 특성

d_ele Dummy 300m 이내 등학교 존재=1, 그 외=0

distance_middle m 가까운 학교까지의 거리

distance_high m 가까운 고등학교까지의 거리
distance_sub m 가까운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d_river Dummy 한강 인  단지 여부=1, 그 외=0

층별 특성

floor 층 해당 거래 단  세 의 층
d_floor N Dummy 해당 거래 단  세 의 층(해당 층=1, 그 외=0)

riverfloor 층 층수＊한강 인  여부

d_riverfloor N Dummy 층수더미*한강인  여부

시기 특성

d_2012 Dummy 2012년 거래=1, 그 외= 0

d_2013 Dummy 2013년 거래=1, 그 외= 0

d_2014 Dummy 2014년 거래=1, 그 외= 0
d_2015 Dummy 2015년 거래=1, 그 외= 0

d_2016 Dummy 2016년 거래=1, 그 외= 0

지역 특성

성동구 Dummy 성동구 =1, 그 외= 0
용산구 Dummy 용산구 =1, 그 외= 0

강남구 Dummy 강남구 =1, 그 외= 0

서 구 Dummy 서 구 =1, 그 외= 0
송 구 Dummy 송 구 =1, 그 외= 0

등포구 Dummy 등포구 =1, 그 외= 0

마포구 Dummy 마포구 =1, 그 외= 0
강서구 Dummy 강서구 =1, 그 외= 0

동작구 Dummy 동작구 =1, 그 외= 0

강동구 Dummy 강동구 =1, 그 외= 0
진구 Dummy 진구 =1, 그 외 =0

<표 1> 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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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양면 이 아닌 용면 을 사용하 으며, 이

는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 다. 난방방식

은 개별난방더미를 사용하 으며, 주동구조에 거

주자의 편익이 달라지는 것을 반 하기 하여 복

도식 아 트 더미를 사용하 다. 세 당 주차 수

는 단지 체 주차 수에서 체 세 를 나  값

을 사용하 다. 건설사에 따라 시장가격이 달리 

형성되는 것을 고려하여 수주 순 에 따른 1군 건

설사 여부를 더미변수로 사용하고, 공공 분양 여

부 한 민간 분양에 비해 가에 공 하는 정

부 정책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반 하 다. 건축 

연한과 건축 연한 제곱을 사용한 이유는 주택은 

일반 으로 신축 이후 주택 가격이 감가되고 일정 

시 이 지나 재건축 기 감으로 가격이 오르는 비

선형모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하여 두 변수를 모두 사용하 다. 입지 특성은 

등학교 300m 존재 여부를 더미변수로 활용하

고, 학교, 고등학교, 지하철역까지 직선거리와 

한강변 인  여부 더미5)를 사용하 다. 

층별 특성은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에 기재된 

거래된 단  세 의 층수를 연속형 변수로 활용한 

변수와 거래된 층 더미변수를 1층부터 35층까지 

활용하여 작성하 다. 연속형 변수와 더미형 변수

를 모두 모형에 포함한 것은 일반 으로 층이 높

아질수록 가격은 높아지지만 상승 정도와 크기는 

비선형 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Wong et 

al., 2011).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강변과 

층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한강 인  

여부와 층수를 곱한 변수와 한강 인  여부와 층

수더미를 곱한 변수를 추가하 다. 일반 으로 한

5) 한강변 인  여부는 국가 지도를 통하여 서울시내 한강변 아 트 단지를 식별하여 한강시민공원과 강변도로와 폴리곤이 맞닿아 있거나, 300m

이내이면서 다른 공원이나 학교 등 층 건물 지역을 끼고 있는 단지만을 한강변 인  단지로 정의하 다. 이를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여 

교차 확인하 다. 인  단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 그 지 않은 단지는 0으로 하여 더미변수를 생성했다.

변수명 측치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price 155,410 737.080 276.488 188.781 3,227.388 

log㎡price 155,410 6.542 0.338 5.241 8.079 

d_joobok 155,410 0.036 0.187 0 1 

hholdings 155,410 1,088.296 1,171.516 101.000 5,678.000 

㎡ 155,410 81.847 28.552 12.417 257.120 

heating 155,410 0.534 0.499 0 1 

d_bok 155,410 0.419 0.493 0 1 

parking 155,410 1.159 0.403 0.124 4.016 

1tier_com 155,410 0.423 0.494 0 1 

public selling 155,410 0.120 0.325 0 1 

year 155,410 17.919 9.332 1 47 

year2 155,410 408.180 384.466 1 2,209 

d_ele 155,410 0.404 0.491 0 1 

distance_middle 155,410 497.940 306.576 25.475 2,828.037 

distance_high 155,410 652.019 407.560 23.819 2,625.745 

distance_sub 155,410 461.981 238.396 22.090 2,541.063 

d_river 155,410 0.132 0.338 0 1 

floor 155,410 9.224 5.896 1 35 

riverfloor 155,410 1.281 4.021 0 35 

※ 지역더미와 거래연도더미 개별 층 더미는 기술통계량 2에서 제시함.

<표 2> 기술통계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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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아 트가 선호되며, 이는 일정 부분 조망에 

의한 것으로 선행연구는 진행되었다. 

거래 특성 역시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

지 5년간 거래 시 을 통제하기 하여 거래연도

더미를 사용하 으며,  11개 구에 한 지역더미

를 사용하 다. 

2. 기술 통계

분석 상이 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의 한강변 11개 구의 아 트 거래량은 총 155,410

건으로 100세  미만 소형단지와 멸실되어 속성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건수, 그리고 층별 거래

량이 충분치 않아 변수로 합하지 않은 최고층 

36층 이상 단지는 제외하 으며, <표 3>에 제시하

다. 

서울에서 5년간 거래된 아 트의 평균 미터제

곱당 단가는 737.07만 원이며, 최소 188.78만 원에

서 최  3,227.39만 원까지 존재한다. 체 거래량

의 3.6%가 주상복합으로 최고층이 36층 이상인 

아 트 단지의 거래를 제외하여 체 표본보다 비

율이 감소하 다. 용면 은 평균 81.84㎡로 국

민주택 규모(85㎡)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

이다. 용면 이 가장 작은 아 트는 12.42㎡이

며 제일 큰 아 트는 257.12㎡다. 체 표본의 53 

%가량이 개별난방이며, 평균 단지 세 수는 1,088

세 로 최소 세  단지는 101세 이며, 최  세  

단지는 5,678세 다. 평균 세 당 주차 수는 

1.16 , 1군 건설사가 시공한 비율은 42.28%이며, 

공공 분양의 비율은 12%다. 

건축 연한은 거래 연도에 건축된 1년부터 49년

까지 있으며 체 거래 건수  40%가량이 300m 

이내에 등학교가 존재한다. 학교까지의 평균 

거리는 497.94m, 고등학교까지는 약 652.02m이며,  

지하철역까지는 461.98m이다. 

체 거래량  강변 인  단지는 13.19%이며, 

변수명 비율 변수명 비율 변수명 비율

성동구 8.80% d_floor_2 6.09% d_floor_19 1.62%

용산구 3.56% d_floor_3 6.56% d_floor_20 1.41%

강남구 11.70% d_floor_4 6.58% d_floor_21 1.03%

서 구 8.24% d_floor_5 6.63% d_floor_22 0.89%

송 구 13.86% d_floor_6 6.25% d_floor_23 0.73%

등포구 8.94% d_floor_7 6.11% d_floor_24 0.55%

마포구 7.76% d_floor_8 6.12% d_floor_25 0.42%

강서구 13.52% d_floor_9 5.93% d_floor_26 0.26%

동작구 9.26% d_floor_10 5.92% d_floor_27 0.23%

강동구 9.91% d_floor_11 5.60% d_floor_28 0.19%

진구 4.46% d_floor_12 5.28% d_floor_29 0.13%

d_2012 9.38% d_floor_13 4.75% d_floor_30 0.11%

d_2013 15.76% d_floor_14 4.37% d_floor_31 0.05%

d_2014 20.48% d_floor_15 3.83% d_floor_32 0.04%

dl_2015 27.82% d_floor_16 2.24% d_floor_33 0.03%

d_2016 26.57% d_floor_17 2.19% d_floor_34 0.02%

d_floor_1 5.93% d_floor_18 1.88% d_floor_35 0.01%

※ 지역더미, 거래연도더미, 층 더미는 비율만을 제시함

<표 3> 기술통계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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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는 1층부터 35층까지 있다. 연도 특성과 지역 

특성, 층 더미의 기술통계량은 모두 더미변수로 

<표 3>과 같다. 지역별 거래량은 송 구가 체거

래량의 13.86%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강서구로 

체 표본의 13.52%다. 거래 연도의 비율은 2012년 

9.38%, 2013년 15.76%, 2014년 20.48%, 2015년 

27.82%, 2016년 26.57%로 분포되어 있다. 층별 더

미는 상층부로 갈수록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

이 어드는데 이는 최고층이 35층 이하의 모든 

거래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층과 2층의 거래가 3~8층의 거래보다 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필로티구조로 인하여 1층이 존

재하지 않는 주동이 많기 때문이다. 최고층별 차

이를 분석하기 해서 개별모형에서는 최고층수

의 범 에 따른 분석모형을 함께 제시하 다. 1층

에서 10층까지는 체 표본의 6% 내외이며, 이는 

15층에서 4%로 어들며, 20층 더미가 1.41%로 

감소하며,  그 이상의 고층은 1% 미만이며 35층은 

0.01%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강변 여부와 층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하기 하여 헤도닉가격모형 가운데 

아래와 같은 반로그함수모형을 사용하 다.

     log   
  



   

log   
  






  




  



  

 

1번 식은 일반 인 반로그모형의 함수이며, 2번 

식은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형이다. 물리  특

성 변수그룹 ‘D’와 입지변수그룹 ‘W’와 지역  시

기 특성변수 ‘R’과 층 변수 ‘FL’과 강변 변수 ‘RS’

의 향을 분석하는 헤도닉모형이다. 2번 식을 기

본 모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한 모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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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식으로 아 트가격 결정요인에서 한강변 

인  여부와 층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 4번 

식 같이 개별 더미모형에서 각층의 상호작용효과

를 검증한다. 그리고 층별 모형을 활용해 개별 그

룹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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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로그 함수는 선형함수처럼 보이지만, 이 식의 

원형은 5번 식처럼 비선형 함수이다(이용만, 2008). 

이를 고려하여 정확한 가격 변화율을 계산하기 

하여   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연구에서는 

층별 더미를 이용하여 층별 가격을 확인하기 하

여 이러한 층별 가격 증가율을 산출하 다6).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모형을 정리하면 <표 4>

와 같다. 모형1에서는 식1과 같이 층과 한강변수

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

하여 일반 으로 한강 인 성과 층이 아 트 가격

에 양(+)의 향이 있는데 그 외에 추가 인 양

(+)의 향이 존재하는가를 검증한다. 모형 2는 

층별 더미를 사용한 변수로 층별 효용비율을 구할 

때도 모형 2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하여 

35층까지의 개별 층별 가격을 분석한다. 이 과정

에서 다 공선성을 해결하기 하여 기존 변수 

신 설명편수의 편차를 설명변수로 사용하 다(민

인식·최필선, 2014).7) 모형 3은 한강 인  여부와 

개별 층별 더미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는 모형

으로 모형 1의 결과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모형 1과 모형 3을  최고층에 따라 

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6) 이 연구에서 층별 가격증가율을 계산할 때는 기 변수가 1층이기 때문에 1층을 1로 하여, 도출된 증가율을 이에 곱하는 방식으로 층별 가격을 

산정하 다.

7) 변수 심화(centering)는 비본질  다 공선성은 감소시키나 본질 인 다 공선성에는 향을 주지 못하며(Dalal, 2012), 상호작용모형은 상

호작용항에 한 검증과 비본질 인 다 공선성 감소를 한 결과를 얻고자 할 때 도움이 된다(Lacobucci et al., 2015).

분 류 연구 상 최고층 주요 변수 본문 내 결과

모형 1

<척도상호작용>
1∼35

통제변수, 층(척도형), 한강변수(더미형), 

층(척도형)*한강변수(더미형)
<표 6>

모형 2

<층별더미>
1∼35 통제변수, 층(더미형), 한강변수(더미형) <표 7>

모형 3

<더미상호작용>
1∼35

통제변수, 층(더미형), 한강변수(더미형), 

층(더미형)*한강변수(더미형)

<표 7>

<그림 4>

모형 4-1~4-8

<최고층별

척도상호작용>

1∼5

통제변수, 층(척도형), 한강변수(더미형), 

층(척도형)*한강변수(더미형)
<표 8>

5∼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 이상

모형 5-1~5-8 

<최고층별

더미상호작용>

1∼5

통제변수, 층(더미형), 한강변수(더미형), 

층(더미형)*한강변수(더미형)

<표 9>

<그림 5>

5∼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 이상

※ 모형 3과 모형5의 결과는 <그림 4>와 <그림 5>에서는 층별 효용비율산정식으로 계산하여 제시함.

<표 4> 연구 방법, 모형별 연구 상, 주요 설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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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한강변 여부와 층별 가격의 상호작용분석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

트  100세  이상 최고층 35층 이하의 강변 11

개 구 아 트 155.410건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R2는 0.789, F값은 18,696.7로 나타났다. 

주상복합 아 트는 일반 아 트보다 약 17.5% 

가격이 낮아지고, 세 수가 증가할수록 가격에 양

(+)의 향이 있으며, 용면 이 1㎡ 증가할 때

마다 면 당 가격은 0.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변수명 계수 S.E 표 화계수 T VIF

d_joobok -0.175*** 0.002 -0.097 -76.782 1.173
hholings 0.000*** 0.000 0.242 166.492 1.559

㎡ -0.003*** 0.000 -0.234 -168.213 1.417

heating -0.048*** 0.001 -0.071 -47.580 1.652
d_bok -0.085*** 0.001 -0.124 -86.917 1.495

parking 0.099*** 0.001 0.118 78.952 1.648

1tier_com 0.031*** 0.001 0.045 33.421 1.319
public selling 0.048*** 0.001 0.046 32.060 1.525

year -0.038*** 0.000 -1.061 -198.341 21.030

year2 0.001*** 0.000 1.064 202.508 20.289
d_ele 0.013*** 0.001 0.019 16.011 1.071

distance_middle -0.000*** 0.000 -0.045 -33.595 1.300

distance_high 0.000 0.000 -0.001 -0.981 1.315
distance_sub -0.000*** 0.000 -0.089 -69.222 1.220

d_river 0.045*** 0.002 0.045 20.379 3.542

floor 0.004*** 0.000 0.062 46.606 1.301
riverfloor 0.001*** 0.000 0.008 3.674 3.717

d_2012 -0.209*** 0.002 -0.180 -137.852 1.260

d_2013 -0.215*** 0.001 -0.232 -169.497 1.372
d_2014 -0.168*** 0.001 -0.201 -144.232 1.426

d_2015 -0.093*** 0.001 -0.123 -86.508 1.485

d_2016 (기 더미)
성동구 -0.138*** 0.002 -0.116 -57.569 2.960

용산구 0.156*** 0.003 0.086 53.001 1.922

강남구 0.380*** 0.002 0.361 161.061 3.702
서 구 0.281*** 0.003 0.229 112.361 3.052

송 구 -0.055*** 0.002 -0.056 -23.322 4.248

등포구 -0.254*** 0.002 -0.215 -106.644 2.980
마포구 -0.102*** 0.002 -0.081 -40.994 2.865

강서구 -0.354*** 0.002 -0.358 -152.761 4.034

동작구 -0.174*** 0.002 -0.150 -71.201 3.245
강동구 -0.208*** 0.002 -0.184 -87.672 3.220

진구 (기 더미)

Constant 7.148*** 0.004 - 1753.165 - 
Obs 155,410

Adj R-squared 0.789

F 18696.7
주 : * P < 0.10, **P<0.05, *** P<0.01 

<표 5> 실증분석 모형1, 척도상호작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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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형 2, 층별더미모형 모형 3, 더미상호작용모형

계수 표 화계수 VIF 계수 표 화계수 VIF
d_joobok -0.177*** -0.098 1.172 -0.177*** -0.098 1.176
hholings  0.000***  0.244 1.555  0.000*** 0.245 1.579

㎡ -0.003*** -0.234 1.417 -0.003*** -0.234 1.420
heating -0.048*** -0.071 1.653 -0.048*** -0.072 1.656
d_bok -0.085*** -0.124 1.499 -0.085*** -0.124 1.501
parking  0.099***  0.118 1.650  0.099*** 0.118 1.650

1tier_com  0.031***  0.045 1.321  0.031*** 0.045 1.322
public selling  0.048***  0.046 1.527  0.047*** 0.045 1.532

year -0.038*** -1.058 21.130 -0.038*** -1.061 21.200
year2  0.001***  1.061 20.355  0.001*** 1.064 20.446
d_ele  0.013***  0.019 1.066  0.013*** 0.019 1.075

distance_middle -0.000*** -0.044 1.301 -0.000*** -0.045 1.303
distance_high  0.000--- -0.002 1.316  0.000--- -0.002 1.317
distance_sub -0.000*** -0.089 1.221 -0.000*** -0.089 1.221

d_river  0.051***  0.051 1.211  0.018*** 0.018 1.220
d_2012 -0.209*** -0.181 1.260 -0.209*** -0.181 1.261
d_2013 -0.215*** -0.231 1.372 -0.215*** -0.232 1.372
d_2014 -0.168*** -0.201 1.427 -0.168*** -0.201 1.427
d_2015 -0.093*** -0.123 1.486 -0.093*** -0.123 1.486
d_2016 (연도더미 기 변수)
성동구 -0.139*** -0.116 2.961 -0.139*** -0.116 2.970
용산구  0.156***  0.085 1.923  0.156*** 0.085 1.926
강남구  0.379***  0.361 3.708  0.379*** 0.360 3.712
서 구  0.280***  0.228 3.056  0.280*** 0.228 3.061
송 구 -0.056*** -0.057 4.255 -0.056*** -0.057 4.259
등포구 -0.255*** -0.215 2.978 -0.255*** -0.215 2.984
마포구 -0.103*** -0.082 2.869 -0.103*** -0.082 2.873
강서구 -0.355*** -0.359 4.047 -0.355*** -0.359 4.056
동작구 -0.175*** -0.150 3.253 -0.175*** -0.150 3.257
강동구 -0.208*** -0.184 3.224 -0.209*** -0.185 3.228
진구 (지역더미 기 변수)

d_floor_1 (층 더미 기 변수)
d_floor_2  0.034*** 0.024 1.903 0.032*** 0.023 1.979
d_floor_3  0.060*** 0.044 1.969 0.059*** 0.043 2.047
d_floor_4  0.063*** 0.046 1.973 0.062*** 0.045 2.049
d_floor_5  0.069*** 0.051 1.980 0.067*** 0.049 2.059
d_floor_6  0.068*** 0.049 1.936 0.065*** 0.047 2.013
d_floor_7  0.069*** 0.049 1.917 0.066*** 0.047 1.995
d_floor_8  0.071*** 0.050 1.917 0.068*** 0.048 2.001
d_floor_9  0.076*** 0.053 1.890 0.072*** 0.05 1.975
d_floor_10  0.077*** 0.054 1.890 0.074*** 0.051 1.97
d_floor_11  0.075*** 0.051 1.847 0.071*** 0.048 1.927
d_floor_12  0.078*** 0.052 1.802 0.074*** 0.049 1.886
d_floor_13  0.079*** 0.050 1.728 0.076*** 0.048 1.798
d_floor_14  0.084*** 0.051 1.676 0.080*** 0.049 1.748
d_floor_15  0.077*** 0.044 1.600 0.073*** 0.042 1.669
d_floor_16  0.100*** 0.044 1.370 0.097*** 0.042 1.422
d_floor_17  0.102*** 0.044 1.363 0.098*** 0.043 1.418
d_floor_18  0.103*** 0.041 1.313 0.099*** 0.040 1.364
d_floor_19  0.105*** 0.039 1.275 0.103*** 0.039 1.331
d_floor_20  0.102*** 0.036 1.242 0.100*** 0.035 1.285
d_floor_21  0.112*** 0.033 1.181 0.110*** 0.033 1.255

<표 6> 실증분석 모형 2, 층별 더미모형과 모형 3, 더미상호작용모형 실증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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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형 2, 층별더미모형 모형 3, 더미상호작용모형

계수 표 화계수 VIF 계수 표 화계수 VIF
d_floor_22  0.117*** 0.033 1.158 0.116*** 0.032 1.228
d_floor_23  0.112*** 0.028 1.134 0.112*** 0.028 1.23
d_floor_24  0.114*** 0.025 1.103 0.116*** 0.025 1.192
d_floor_25  0.119*** 0.023 1.082 0.126*** 0.024 1.288
d_floor_26  0.122*** 0.018 1.054 0.131*** 0.02 1.313
d_floor_27  0.114*** 0.016 1.048 0.122*** 0.017 1.265
d_floor_28  0.146*** 0.019 1.040 0.148*** 0.019 1.212
d_floor_29  0.152*** 0.016 1.031 0.178*** 0.019 1.343
d_floor_30  0.142*** 0.014 1.024 0.147*** 0.014 1.34
d_floor_31  0.168*** 0.012 1.013 0.164*** 0.011 1.076
d_floor_32  0.181*** 0.010 1.009 0.186*** 0.01 1.196
d_floor_33  0.118*** 0.006 1.006 0.108*** 0.005 1.37
d_floor_34  0.204*** 0.009 1.006 0.187*** 0.008 1.162
d_floor_35  0.213*** 0.007 1.004 0.157*** 0.005 1.373

d_river_floor1 - - - (상호작용더미 기 변수)
d_river_floor2 - - - 0.013* 0.003 1.911
d_river_floor3 - - - 0.01 0.003 1.963
d_river_floor4 - - - 0.022*** 0.005 1.946
d_river_floor5 - - - 0.031*** 0.008 1.979
d_river_floor6 - - - 0.033*** 0.008 1.926
d_river_floor7 - - - 0.043*** 0.010 1.921
d_river_floor8 - - - 0.038*** 0.009 1.968
d_river_floor9 - - - 0.050*** 0.012 1.965
d_river_floor10 - - - 0.046*** 0.011 1.923
d_river_floor11 - - - 0.050*** 0.012 1.896
d_river_floor12 - - - 0.048*** 0.011 1.891
d_river_floor13 - - - 0.051*** 0.011 1.745
d_river_floor14 - - - 0.045*** 0.009 1.723
d_river_floor15 - - - 0.059*** 0.012 1.645
d_river_floor16 - - - 0.043*** 0.006 1.383
d_river_floor17 - - - 0.052*** 0.008 1.390
d_river_floor18 - - - 0.051*** 0.007 1.341
d_river_floor19 - - - 0.023** 0.003 1.322
d_river_floor20 - - - 0.020* 0.002 1.256
d_river_floor21 - - - 0.019* 0.002 1.274
d_river_floor22 - - - 0.017 0.002 1.240
d_river_floor23 - - - 0.011 0.001 1.264
d_river_floor24 - - - -0.007 -0.001 1.212
d_river_floor25 - - - -0.013 -0.001 1.348
d_river_floor26 - - - -0.018 -0.001 1.358
d_river_floor27 - - - -0.018 -0.001 1.298
d_river_floor28 - - - 0.001 0.000 1.231
d_river_floor29 - - - -0.076*** -0.004 1.369
d_river_floor30 - - - 0.002 0.000 1.361
d_river_floor31 - - - 0.054 0.001 1.074
d_river_floor32 - - - -0.007 0.000 1.200
d_river_floor33 - - - 0.058 0.002 1.376
d_river_floor34 - - - 0.116* 0.002 1.164
d_river_floor35 - - - 0.219*** 0.004 1.375

Constant 7.110*** 7.116***
Obs 155,410 155,410

Adj R-squared 0.790 0.790
F 9277.1 6037.2

주 : * P < 0.10,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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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로벌 융 기 이후 아 트 시장의 

소형 평형 강세를 반 하고 있다. 개별난방은 

지역난방이나 앙난방에 비하여 가격이 약 4.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도식 아 트는 가격이 8.5% 감소하며, 세

당 주차 수 1  증가 시 가격은 면 당 약 9.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1군 건설사가 시

공한 아 트의 가격은 약 3.1% 높으며 공공 분양 

아 트는 민간 분양보다 4.8%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 으로 공공 분양 아 트는 민간 분

양 아 트보다 주동설계나 평형설계, 인테리어에  

낮은 선호도를 보이나, 강변 11개 구는 공공 분양 

아 트가 요지에 공 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으로 해석된다. 신도시도 시범 공 되는 아 트 

단지가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시범

단지가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나타나

는 것과 유사한 결과다.

건축 연한과 건축 연한 제곱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신축 이후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지속 으

로 가격이 하락하다가 재건축 기 감에 가격이 상

승하는 일반 인 생애주기에 따른 비선형 가격임

을 알 수 있다.

300m 이내에 등학교가 있으면 가격에 양(+)

의 효과가 존재하 으며, 학교나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멀수록 가격이 하락하 으며, 고등학교와

의 거리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강변 인  단지는 

비인  단지보다 가격이 약 4.5% 더 높아 서울 내

에서 한강변 인  여부는 시장에서 선호되는 입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형 층변수는 한 층 더 높아질 때마다, 면

당 가격은 0.4% 증가하며, 한강 인  단지는 한 

층 더 높아질 때마다 추가 으로 0.1% 가격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인  여부가 

유의한 상태에서 층변수와 층과 인  여부를 곱한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는 변수 한 유의하여, 거

주자가 선호하는 한강변 단지는 조망효과 때문에 

층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표 6>의 모형 2는 단  세 의 층마다 층 더미

를 사용한 모형이고 모형 3은 개별 층 더미와 한

<그림 3> 층별 가격 증가율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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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인  단지 여부를 곱하여 상호작용효과를 확인

하는 모형으로 두 모형 모두 R2는 0.790으로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별 상호작용효과더미를 사용한 모형 3은 모

형 2에 비해 한강 인  여부의 계수값이 감소하

다. 모형 2에서는 한강변 인  여부가 약 5.1%  양

(+)의 효과가 있으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모

형 3에서는 가격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에 인 한 단지의 이 은 크게 한강·한강변 

도시고속도로와의 근성, 조망으로 구분되는데 

이  조망은 단  세 가 치한 층에 따라 거주

자가 릴 수 있는 조망의 질이 다르므로, 층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제외한 한강변 인  여부 변수는 

한강과 한강변 도시고속도로와의 근성으로 

단할 수 있다. 이는 단  세 의 개별 층과 무 하

게 한강변 근성이 높은 입지에 따른 것이다.

모형 2의 층 더미를 살펴보면 1층을 기 으로 2

층은 3.4%, 3층은 6%가 증가한다. 18층에서 20층

은 약 10%, 21층부터 11%, 28층은 14.6%, 29층은 

15.2%, 31층은 16.8%다. 35층은 21.3%로 가장 높

은 가격을 보 다. 29층이 1층 비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상층인 35층 역시 모

형 2에서는 1층보다 21.3% 더 높은 가격을 보 지

만, 모형 3에서는 1층에 비하여 14.3% 정도 높은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인  단지는 우수

한 한강 조망 때문에, 층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상

승하지만, 그 지 않은 아 트는 다른 패턴을 보

인다. 

개별 층 더미변수와 한강변 더미변수를 곱한 

모형에서는 3층까지는 유의하지 않고 계수 값도 2

층 0.007, 3층 0.005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4층부터는 10%의 확률로 1.8% 더 높으며, 5층은 

2.2%, 9층은 3.9%로 더 높고, 15층이 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층은 한강변이라 

하더라도 한강변 인  단지이기 때문에 릴 수 

있는 추가 인 조망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상층부로 갈수록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고층부로 갈수록 입지와 무 하게 양호

한 망을 확보할 수 있다. 모형 3의 층별 계수값 

 유의한 값을   로 계산한 후 결과를 1층을 

1로 하여 층별 가격과 한강 입지에 따른 추가 가

격 증가율을 <그림 3>에 제시하 다. 

2. 최고층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분석

상호작용효과가 최고층별로 어떠한 향을 주

척도형 모형 4-1 4-2 4-3 4-4 4-5 4-6 4-7 4-8

변수명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35층 36층 이상

(생략)

d_river 0.085** 0.272*** 0.060*** 0.055*** 0.023*** 0.060*** 0.043*** -0.240***

floor 0.000 0.005*** 0.004*** 0.003*** 0.003*** 0.003*** 0.002*** 0.003***

riverfloor 0.011 -0.007 0.002*** 0.004*** 0.004*** 0.001** 0.001*** -0.003***

Constant 6.297*** 7.143*** 7.142*** 7.237*** 7.098*** 7.389*** 6.961*** 7.126***

obs 4078 3207 62529 31644 36184 9687 8081 5270

Adj R-squared 0.935 0.913 0.785 0.743 0.831 0.903 0.887 0.780

F 2107.3 1082.9 7359.6 2957.6 5723.8 3120.2 2535.6 645.7

주 : * P < 0.10, **P<0.05, *** P<0.01

※ 한강변과 층 변수의 결과만 제시

<표 7> 모형 4-1~4-8, 최고층별 척도상호작용 모형 실증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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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분석하기 하여 <표 7>, <표 8>과 같이 5층 

미만,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

층, 31~35층, 36층 이상으로 표본을 구분하 다. 

층을 척도형 변수로 사용한 <표 7>은 상호작용효

과의 유의성만을 악하 으며, <표 8>은 단  세

의 개별 층을 더미변수로 사용한 분석 결과이며 

<그림 5>는 이를 가격 증가율로 계산한 결과다.  

36층 이상의 아 트 단지는 앞서 연구의 상

에서 제외하 으나, 다른 모형들과 비교하기 하

여 이 분석에 포함하 다. <표 8>의 36층 이상 모

형은 36층 이상 더미를 사용하 다.

<표 7>에서 층 변수는 5층 이하 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상호작용변수는 최고층별로 다르게 나타

났다. 한 최고층이 5층 이하와 6-10층인 단지는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강변

에 인 하더라도 강변북로와 올림픽 로 등의 장

애물로 인하여 층은 조망을 릴 수 없고, 강변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7∼8층에 이르러서야 조망

할 수 있기에 10층 이하는 한강 인  단지라도 층

의 증가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최고층이 11층에서 15층인 아 트 단지는 상호

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16층에서 20층

은 더 높은 계수 값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1층

에서 25층 한 비슷한 수 으로 유지하나 26∼30

층, 31∼35층은 그 수 이 감소하 다. 36층은 오

히려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최고 층수가 증가할수록 단  세 에서 조망할 

수 있는 망의 범 가 넓어지고, 조망을 방해하

는 장애물이 없어 굳이 한강변 인  단지가 아니

라 하더라도 양호한 조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한, 고층 아 트은 고  아 트로 건설되는데, 

최근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고층 고 아 트가 

한강변에 건설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표 8>의 모형 5-1은 최고층이 5층 이하로 2층

과 3층의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강기가 없어 층을 더 선호한 결과로 추론된

다. 한강변 여부와의 상호작용효과는 5층만 유효

하게 나타났는데 층은 한강인  동이라 하더라

도 부분 한강을 조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형 

5-2는 상호작용효과가  층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9층이 가장 높고 최고층인 10층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층의 가격 하락은 35층 이하의 모든 모형

에서 나타났다. 모형 5-3, 5-4, 5-2, 9-2, 10-2에서 

각각 최고층인 15층, 20층, 25층, 30층과 35층이 더 

낮은 가격 향력을 차 최고층보다 보 으며, 30층

은 그 차이가 컸다. 이는 술한 바와 같이 최고층

은 외국에서는 펜트하우스로 꾸며져 더 높은 가격

을 받는 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최근 건축된 아

트를 제외하고는 일반 아 트와 같은 형태로 건축

되어 최고층이 냉난방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존재

하며(윤용기, 2002), 이 가격에 반 된 결과로 선

행연구의 결과와 부합한다(한국감정원 부동산연

구원, 2013)8). 그러나 한강과 층과의 상호작용효

과를 고려하면, <그림 4>와 같이 이러한 상이 감

소하는데 이는 한강변은 최고층을 선호하는 것에 

따른 결과다. 

최고층이 11~15층인 아 트를 상으로 한 모

형 5-3에서는 14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변과의 상호작용효과는 3층과 6층을 제외한 

8) 한국감정원의 연구 결과에서는 30층 이상의 고층아 트는 최고층의 가격 하락 상이 감소하며, 40층 이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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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형 모형 5-1 5-2 5-3 5-4 5-5 5-6 5-7 5-8

변수명 5층 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35층 36층 이상

(생략)

d_floor_1 (기 변수)

d_floor_2 0.014*** 0.027*** 0.029*** 0.047*** 0.034*** 0.057*** 0.060*** 0.049** 

d_floor_3 0.012*** 0.045*** 0.064*** 0.073*** 0.060*** 0.071*** 0.060*** 0.086** 

d_floor_4 0.010**- 0.051*** 0.062*** 0.079*** 0.069*** 0.089*** 0.084*** 0.104***

d_floor_5 0.001--- 0.054*** 0.067*** 0.086*** 0.077*** 0.095*** 0.087*** 0.109***

d_floor_6 0.058*** 0.078*** 0.101*** 0.086*** 0.096*** 0.092*** 0.121***

d_floor_7 0.057*** 0.075*** 0.103*** 0.091*** 0.105*** 0.094*** 0.067*  

d_floor_8 0.067*** 0.074*** 0.102*** 0.098*** 0.100*** 0.109*** 0.057

d_floor_9 0.062*** 0.080*** 0.104*** 0.095*** 0.106*** 0.105*** 0.072** 

d_floor_10 0.049*** 0.081*** 0.111*** 0.095*** 0.105*** 0.110*** 0.099***

d_floor_11 0.077*** 0.114*** 0.094*** 0.100*** 0.109*** 0.059*  

d_floor_12 0.079*** 0.113*** 0.099*** 0.116*** 0.088*** 0.076** 

d_floor_13 0.081*** 0.110*** 0.103*** 0.121*** 0.102*** 0.080** 

d_floor_14 0.090*** 0.107*** 0.101*** 0.118*** 0.125*** 0.083** 

d_floor_15 0.067*** 0.097*** 0.101*** 0.111*** 0.114*** 0.095***

d_floor_16 0.105*** 0.099*** 0.124*** 0.100*** 0.063*  

d_floor_17 0.098*** 0.100*** 0.115*** 0.110*** 0.083** 

d_floor_18 0.100*** 0.098*** 0.132*** 0.097*** 0.087** 

d_floor_19 0.097*** 0.102*** 0.123*** 0.126*** 0.079** 

d_floor_20 0.074*** 0.097*** 0.126*** 0.113*** 0.087** 

d_floor_21 0.094*** 0.129*** 0.122*** 0.112***

d_floor_22 0.099*** 0.125*** 0.125*** 0.104***

d_floor_23 0.096*** 0.129*** 0.116*** 0.094***

d_floor_24 0.110*** 0.105*** 0.122*** 0.111***

d_floor_25 0.101*** 0.110*** 0.112*** 0.109***

d_floor_26 0.123*** 0.117*** 0.128***

d_floor_27 0.120*** 0.104*** 0.143***

d_floor_28 0.136*** 0.107*** 0.150***

d_floor_29 0.140*** 0.107*** 0.130***

d_floor_30 0.064** 0.104*** 0.124***

d_floor_31 0.143*** 0.126***

d_floor_32 0.179*** 0.177***

d_floor_33 0.139*** 0.145***

d_floor_34 0.190*** 0.163***

d_floor_35 0.186*** 0.153***

d_over_36 0.193***

d_river_floor1 (기 변수)

d_river_floor2 0.05 0.056 0.024*** -0.021 0.001 -0.015 -0.039* 0.000

d_river_floor3 0.024 0.024 0.001 -0.015 0.025* 0.007 -0.008 -0.003

d_river_floor4 0.02 -0.045 0.016* -0.015 0.049*** -0.012 -0.023 -0.028

d_river_floor5 0.067** -0.153 0.028*** 0.006 0.040*** 0.004 -0.011 -0.016

d_river_floor6 -0.039 0.006 0.008 0.040*** 0.025 -0.013 -0.016

d_river_floor7 -0.057 0.028*** 0.003 0.037** 0.004 -0.007 0.063*  

d_river_floor8 -0.069 0.017** 0.001 0.052*** 0.017 -0.016 0.050

d_river_floor9 -0.088 0.030*** 0.021 0.058*** 0.016 -0.007 0.058*  

d_river_floor10 -0.042 0.024*** 0.018 0.048*** 0.036* -0.017 0.016

<표 8> 모형 5-1~5-8, 최고층별 더미상호작용 모형 실증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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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에서 나타났는데 최고층인 15층에서 가격이 

제일 높았다. 모형 5-4에서는 11층이 1층 비 가

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강변에 입지

하여 층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인 가격 상승은 

14층 이상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층

이 21∼25층을 상으로 한 모형 5-5에서는 1층 

비 가장 높은 가격은 24층이었으며 1층을 제외

한  층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강변 입지 여부가 층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더 오르는  단지들은 최고층이 21∼25층인 고층 

단지임을 보여 다. 26∼30층을 상으로 하는 모

형 5-6에서는 29층이 1층 비 14%가량 높은 가격

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난 층은 많지 않았다. 31∼35층을 상으로 한 모

형 5-7은 34층이 1층 비 19% 높은 가격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가격이 높았으며, 36층 이

상의 최고층은 36층 이상이 1층에 비하여 19.3% 

높은 가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 모

두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층은 많지 않았으며, 오히

려 음(-)의 향이 나타나는 층도 있었다. 

척도형 모형 5-1 5-2 5-3 5-4 5-5 5-6 5-7 5-8

변수명 5층 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35층 36층 이상

d_river_floor11 0.033*** 0.019 0.055*** 0.038** -0.009 0.054

d_river_floor12 0.029*** 0.009 0.067*** 0.013 0.009 0.047

d_river_floor13 0.032*** 0.014 0.047*** 0.025 0.003 0.032

d_river_floor14 0.023** 0.030* 0.054*** 0.024 -0.032 0.041

d_river_floor15 0.033*** 0.062*** 0.101*** 0.044** -0.003 0.025

d_river_floor16 0.016 0.054*** 0.017 0.001 0.043

d_river_floor17 0.046*** 0.062*** 0.025 0.006 0.028

d_river_floor18 0.027 0.113*** 0.003 0.017 0.024

d_river_floor19 0.031 0.068*** 0.009 -0.017 0.067*  

d_river_floor20 0.129** 0.083*** 0.015 -0.007 0.036

d_river_floor21 0.070*** 0.017 0.000 0

d_river_floor22 0.121*** 0.012 -0.019 0

d_river_floor23 0.081*** 0.027 0.011 0.01

d_river_floor24 0.080*** 0.039* -0.017 -0.018

d_river_floor25 0.076** 0.02 0.006 -0.027

d_river_floor26 0.015 0.015 -0.027

d_river_floor27 0.025 0.025 -0.063*  

d_river_floor28 0.032 0.052** -0.064*  

d_river_floor29 -0.042 0.025 -0.046

d_river_floor30 0.026 0.076*** -0.052

d_river_floor31 0.059* -0.051

d_river_floor32 0.004 -0.109***

d_river_floor33 0.032 -0.06

d_river_floor34 0.053 -0.079** 

d_river_floor35 0.081 -0.048

d_river_over36 -0.079** 

Constant 6.286*** 7.126*** 7.104*** 7.173*** 7.039*** 7.316*** 6.880*** 7.063***

obs 4078 3207 62529 31644 36184 9687 8081 5270

Adj R-squared 0.936 0.913 0.787 0.749 0.834 0.906 0.889 0.783

F 1742.3 721.1 4056.1 1410.1 2366.4 1103.5 714.1 199.5

주 : * P < 0.10, **P<0.05, *** P<0.01

※ 층 변수의 결과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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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층별로 층별 증가율과 상호작용항의 증가

율을 계산하여 그래 로 표시한 것이 <그림 4>다. 

<그림 3>과 마찬가지로 모형 5의 층별 계수 값  

유의한 값을   로 계산하여 결과를 1층을 1

로 하여 층별 가격과 한강 입지에 따른 추가 가격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1층 비 개별 층의 가격 

증가를 검정 막 로 표시하 고, 한강변은 추가 

가격 상승이 회색 막 로 표기되었다. 층에서는 

5층 이하 아 트의 5층을 제외하고는 한강변 입지

로 인하여 가격이 더 오르지는 않으며, 최고층이 

15층, 25층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최고층이 36

층 이상 아 트는 한강변 입지에 따른 층에서 나

타나는 추가 가격이 오히려 음(-)의 향이 나타

나 그래 의 아래쪽에 표기하 다. 

<그림 4> 층별 가격 증가율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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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 연구는 한강의 인  여부와 개별 층의 상호

작용효과가 가격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연구로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 층의 범 를 추정하고 

최고층별 모형을 통하여 아 트 단지의 최고층에 

따라 상이한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한강 인  단지는 조망과 근성으

로  가격에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층과 한강변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존

재하며, 조망을 할 수 없는 층과 굳이 한강 인  

단지가 아니라도 양호한 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고층부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최고층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검증

에서는 최고층이 10층 이하인 아 트 단지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지 않다가, 11∼15층 단지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 15∼20층과 21∼25

층 단지에서 극 화되었으나 36층 이상 단지에서

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강변에 입지하더라도 최고층

에 따라서 층별 가격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

여주며, 시장에서 선호하는 고층 아 트는 한강

변에 인  여부가 층별 가격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 한강변 아 트 

단지의 고층 아 트 건축 제한에 따른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사례 연구나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한 층별 가격 향 연구에서 벗어나 실거래가

로 층별 가격을 추정하 으며 일정한 시기나 특정 

지역만을 다루지 않고 서울  지역의 층별 가격

을 추정하 다는 것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이다. 

층별 가격으로 단순히 층별 효용비율이나 지수

를 추정한 것이 아닌 한강변 단지 아 트 가격의 

한강변과 층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 으며 

층별 효용비율에 추가 인 층별 가격 산정을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한강변 여부와 층간의 상

호작용 효과를 실증하 으나 이것이 시장에 의한 

결과인지 최고층 제한 정책에 의한 것인지 그 상

계에 해서는 구분하지 못하 다. 한, 실

거래 가격으로 분석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거래 가격의 특성상 일부 거래된 사례만이 상

이 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개별 층별로 충분한 

거래표본이 확보되지 못했을 수도 있기에 이는 한

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 트의 층별 가격을 

실거래가를 이용하여 최고층별로 구분하여 결과

를 제시하 다는 과 한강변 아 트의 층이 높아

짐에 따라 추가 으로 실 되는 가격 상승을 상호

작용효과모델을 통하여 분석한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효과가 최고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실증했다는 에서 학술 으로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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