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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최근 대도시의 과밀화 및 신도시 개발이 활발한 국내의 경우 거주자의 건강문

제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관련하여 국민적인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및 재건축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제도

적 뒷받침 및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필요성 또한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축

물의 경우 에너지 소비의 1/3, 자원소비의 40%, CO2 배출의 50%, 폐기물 배출

의 2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 및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는 2002년에 처음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공동주

택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현재에는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형주택, 공

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축물과 판매시설, 학교시설, 숙박시설, 업무용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등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친환경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 친환경성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매년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하는 공동주택의 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중요성 또한 전국적으로 더욱 강조되

고 있다. 이러한 녹색건축인증 취득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에 대한 기

준완화, 지방세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인증수수료 감면 등 건축물의 유지

및 보수관리를 위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지만 녹색

건축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입지, 설계, 자재선정 및 생산단계, 시공

및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물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요인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건축물의 시공단계에서 친환경

적 요소에 대한 투자비 대비 수익률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이러한 친환경적 가

치가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현재까지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정량적 분석을 다루는 연구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환경적 투자비용과 공동주택 매매가격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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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건축인증제도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제적인

가치 파악을 통해 건축물의 친환경적 투자에 따른 실거래가의 사업타당성을 분

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녹색건축인증 취득 여부

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업타당성을 파악하고, 실거래가 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분류체계를 파악한다. 둘째, 비인증 공동주택 대비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의 상대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평균실거래가지수

( )를 수립한다. 셋째, 영남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반경 1km 범위 이내에

위치하는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과 비인증 공동주택의 자료를 수집하여 총 26개

의 표본(인증 공동주택 26곳, 비인증 공동주택 74곳)을 선정한다. 넷째, 지리정보

시스템(GIS)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MOLIT)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

를 수집한다. 다섯째, 일표본 T검정을 통해서 녹색건축인증 건물과 비인증 건물

간의 실거래가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그 결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공동주택과 비인증 공동주택 간의 실거래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가 비인증 공동주택보다 9.5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색건축인증 아파트의 경우 에너지 절약 시스템, 낮은 유지 및 보수 비용

등의 각종 인센티브에 따라 실거래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미루어 보

아 녹색건축인증 아파트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제적인 가치는 비인증 아파트보

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지역별 녹색건축인증 유

무에 따른 주택가격 산정 모델 개발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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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02 ~ 2018 녹색건축인증 현황

I. 서 론

1.1 연구배경

최근 대도시의 과밀화 및 신도시 개발이 활발한 국내의 경우 거주자의 건강문

제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관련하여 국민적인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및 재건축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제도

적 뒷받침 및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필요성 또한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축

물의 경우 에너지 소비의 1/3, 자원소비의 40%, CO2 배출의 50%, 폐기물 배출

의 2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 및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신성준, 2013). 이를 해결하고자 국제적으로 건물의 에너

지 사용과 CO2 배출 저감 등 환경성 증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나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2002년에 처음으로 친환

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소형주택과 공

동주택 등의 신축 주거용 건축물과 업무용 건축물, 주거복합, 학교시설, 판매시

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등의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

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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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02 ~ 2019.01 용도별 인증 현황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2002년부터 2019년 1월까지의 녹색건축인증 현

황에 따르면, 국내의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매년 녹색건축인증을 취

득하는 건물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명칭이 개정된 이후인 2014년부터

는 전국적으로 매년 1,000곳 이상의 건축물이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부터 점진적으로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하는 건물의

수가 증가하여 2018년에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녹색건축 본인증 및 예비인증을

취득한 건물들이 총 10,000곳을 넘어섰으며, 2019년 1월까지 인증을 취득한 공동

주택은 총 3,631곳(30.95%), 학교는 총 2,609곳(22.24%), 업무시설은 총 1,628곳

(13.87%)으로 공동주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

래 <그림 1-2>와 같이 도서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본인증을 취득한 용도별 건축물의 인증현황에서도 역시 공

동주택이 1,226(28%)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

년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하는 공동주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녹색

건축인증제도의 중요성 또한 전국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녹색건축인증 취득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 등의 기준완화, 지방세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인증수수료 감면 등 건축물의 유지 및 보수관리 비

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녹색건축인증을 취득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입지, 설계, 자재선정 및 생산단계, 시공 및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물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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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건축물의 시공단계에서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투자비 대비 수익률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이러한 친환경적 가치가 공동

주택의 실거래가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만

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현재까지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정량적 분석을 다루는 연구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친환경적 투자비용과 공동주택 매매가격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건축인증제도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제적인 가치

파악을 통해 건축물의 친환경적 투자에 따른 실거래가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역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 유무에 따

른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비인증 아파트 대비 인증 아파트

의 매매가격 상승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지역별 녹

색건축인증 유무에 따른 주택가격 산정 모델 개발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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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녹색건축인증의 취득 여부는 국내 공동주택의 매매가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강병록 외 1명, 2014)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추

가적인 공사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비인증 공동주택 대비 녹

색건축인증을 취득한 공동주택의 실거래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

석이 필요하다.

녹색건축인증 유무에 따른 건축물의 실거래가 비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친환경 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정수 외 4명, 2008), 친환

경인증지표 요소가 공동주택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나해은 외 2

명, 2004), 친환경인증제도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손영진 외 2명, 2010),

친환경 특성이 오피스 빌딩 가격에 미치는 영향(소성규 외 1명, 2018), 친환경건

축물 인증에 따른 건물 가치 분석에 관한 연구(이재호 외 4명, 2013) 등이 있다.

특히, 이정수 외 4명(2008)은 특성가격함수를 이용하여 서울시 성북구 소재의 아

파트를 대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취득에 따른 아파트 실거래가 형성에 관하

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친환경 특성은 아파트 실거래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나해은 외 2명(2004)은 지역적 범위를 수도권에 위

치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공동주택과 주거특성 및 단

지특성 등 유사한 조건을 가진 비인증 공동주택간에 매매가격을 비교·분석한 결

과,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공동주택이 더 높은 평균 매매가격을 나타낸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녹색건축인

증 유무에 따른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비교·분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비교·분석 연

구가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북도를 비롯한 부

산, 울산 등 영남지역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녹색건축인증 유무가 공동주택의

실거래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녹색건축인증 유무에 따른 주택가격 산정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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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범위 및 건물의 용도를 영남지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

로 한정한다. 또한, 비교군 아파트간의 위치 범위를 반경 1km 이내로 설정한 후

녹색건축인증 유무에 따른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그림

1-3>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1-3 연구의 절차 및 방법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녹색건축인증 취득 여부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국내·외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경과년수, 해당 층수 등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분류체계를

구성한다.

둘째, 녹색건축인증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 대비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의 상대

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지수화 과정을 실시하여 평균실거래가지수

( )를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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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남지역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공동주택 1곳을 기준으로 반

경 1km 범위 이내에 위치하는 비인증 공동주택 3곳을 선정하여 이를 1개의 표

본으로 구성한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개의 표본(인증 공동주택 26곳, 비인

증 공동주택 74곳)을 선정한다.

넷째, 앞서 설정한 공동주택의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의한 영

향력을 최대한 제어시킨 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

스템(MOLIT)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다섯째, 지수화된 표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규성 검정을 실시

한 후 일표본 T검정을 통해서 녹색건축인증 건물과 비인증 건물간의 실거래가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 7 -

II. 이론적 고찰

2.1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2.1.1 녹색건축인증제도 도입배경

국제적으로 기후변화문제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더불어

건축물의 친환경성 증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1992년 1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U.N 환경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 협약

을 채택하였으며, 본 회의에서 주장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계기로 전 세

계적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 및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였다(나해은 외

2명, 2004). 이후 1996년 6월에 개최된 터키 이스탄불 제 2차 유엔인간정주회의

(UN-Habitat Ⅱ)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인간의 정주환경 개발’

개념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 에

너지 고갈, 환경오염 등의 지구환경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

으며, 특히 2005년 2월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선진국을 필두로 2008년부터 2012년까

지 4년간 1990년도 대비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5.2%가량 감축하도

록 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정서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하에 녹색건축

물(Green Building)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1998년 4월 총리를 필두로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출범하여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녹

색성장위원회에서는 2020년까지 건축물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기준배출량 대비

30%가량 감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발표하였다(강병록, 2014).

2.1.2 녹색건축인증제도 도입단계

국내의 경우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건설 분야에

서의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이 끊임없이 사회·경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 건축물에 대한 환경부

하를 줄이고, 환경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모색하

였다. 1999년 국토해양부의 주도하여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 인증’으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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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녹색건축인증제도 정착화단계

의 주도하에 ‘그린빌딩 시범인증’으로 각각의 친환경 건축물 시범 인증을 시행하

였으며, 2000년 5월에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로 통합하였다. 이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주도하에 2002년 1월 학계 및 업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

영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2년 2월에 제정되고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기반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 기반의 ‘주택성능등급인정제’를 ‘녹색건

축인증제도’로 통합하여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전문분

야 분류체계를 재정립하였다(강병록 외 1명, 2014). 현재는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

로 소형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축물과 판매시설, 학교시설, 숙박시설, 업

무용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등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친환경성을 평가하

고 있으며,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는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 친환경

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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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녹색건축물 개념

2.1.3 녹색건축인증제도 개념 및 정의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는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일어

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 오존층을 파괴하는 오염물질의 배출과

같은 환경적인 부담을 줄이고, 주변 환경과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평가하여 등급별로 인증하는 제

도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더불어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유도를 위해 시행되는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공동주택, 학교시설, 판매시

설 등의 다양한 건축물의 친환경적인 성능에 대한 평가 및 디자인 방법론을 제

공하며, 사업주, 설계자, 사용자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더욱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

고 있다. 나아가 녹색건축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설계부터 자재생산, 건

설, 유지관리, 폐기 등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내어 친환경건축물의 확산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와 인식을 제고시

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국내

유일의 평가 시스템인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

년 이내의 신축 건축물 및 기존의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등 모든 건축물을 인

증대상으로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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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국가 경제적 측면

� 온실가스배출 저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 폐기물의 감축

� 지역경제의 발전

건축주 측면
� 건물 가치의 향상

� 건축기준 완화

거주자 측면

� 건물 유지관리비 절감

� 실내환경 위험요인 및 책임의 감소

� 재실자 건강 및 생산성 증대

표 2-1 녹색건축인증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의 신축 및 증축 시에는 인증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KEITI, 2019), 인증을 취

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각종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지방세특례제

한법,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등에 따르면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

는 재산세 및 취·등록세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

브를 신청할 수 있다(신성준, 2013). 특히,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표

2-1>과 같이 국가 경제적 측면, 건축주 측면, 거주자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나

타낸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건축 폐기물 감축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수자

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지역경제의 발전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건축주 측면에서는 건물 가치 향상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거주자 측면에서는 실내환경의 위험요소 감소 및 쾌적한 환경

조성, 건물 유지관리비 절감, 재실자 건강 및 생산성 증대 등의 다양한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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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녹색건축인증제도 운영체계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총괄하며, 운영기관과 인

증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는

특히 녹색건축인증 현황 관리 및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 인증기관의 심사결과

검토, 인증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인증 전반에 걸친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

며, 서류·현장심사 및 인증평가 결과 보고서 발급을 담당하는 인증기관은 한국토

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

그린빌딩협의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으로 총 10곳(공공기관 5곳, 민간기관 5곳)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 녹색건축인증제도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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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2002. 1.
건설교통부·환경부가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시작

2003. 1.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업무용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

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 시작

2005. 3.

학교건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작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

축물인증 의무취득

2005. 11. 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설

2006. 4. 개정된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2006. 9. 숙박 및 판매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2008. 3.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2008. 5.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공포

2010.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은 친환

경건축물인증 의무취득

2010. 7.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개정기준 시행

2012. 7.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공동주택)과 주택성능등급 기준의 통합

기준 및 기존건축물 인증기준, 소형주택 인증기준 시행

2013.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3. 6.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기준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m2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

축물인증 의무취득

2.1.5 녹색건축인증제도 연혁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연혁은 아래 <표 2-2>과 같다.

표 2-2 녹색건축인증제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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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평가항목 및 내용

녹색건축인증제도의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

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주택

성능 분야 등의 8가지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중 주택 성능 분

야 평가항목은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만 표시하고, 인증평가에 따른 배점

은 부여하지 않는다.

(1) 토지이용 및 교통

토지이용 및 교통의 평가 범주는 크게 생태적 가치, 인접대지 영향, 거주환경

의 조성, 교통부하 저감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기존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고려하거나 복구하는 측면에서 일조권 및 대중교통

등의 외부 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한, 단지 내 보행자 전

용도로의 조성여부 및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계여부 등의 단지 내부환경

요소 또한 평가하고 있다.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및 환경오염의 평가 범주는 크게 에너지 절약,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

용, 지구온난화 방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평가 필수항목인 에너지 성능

에 대한 평가 배점이 12점으로 매우 높으며, 건축물 운영을 위해 소비되는 에너

지에 대한 건축적 방안과 조명밀도 및 조명방식 등 시스템 측면에서의 대책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다.

(3) 재료 및 자원

재료 및 자원의 평가 범주는 자원 절약, 폐기물 최소화,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서 재료 및 자원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오염 및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저탄소 자재, 자원순환 자재 등의 사용과 투입비율을 평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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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순환 관리

물순환 관리의 평가 범주는 수순한체계의 구축, 수자원 절약 등으로 구분할 수

가 있다. 평가 내용으로는 생활용 상수 등의 물 절약 및 효율적인 물순환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빗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며, 중수도 설치 및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

고 있다.

(5) 유지관리

유지관리의 평가 범주는 체계적인 현장관리, 효율적인 건물관리, 효율적인 세

대관리, 수리용이성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주요 평가 내용으로는 장비 및 설

비의 효과적인 운영과 더불어 적절한 유지관리체계를 통해 환경적 영향의 최소

화와 최대화를 달성하는 건축적 방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

용자 매뉴얼 제공 여부와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등을 평가

하고 있다.

(6) 생태환경

생태환경의 평가 범주는 대지 내 녹지공간의 조성,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

태적 기능 확보, 생물의 서식 공간 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자연지반의

녹지 비율 및 생태면적율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생태환경 개발과정에서 생물종

의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서식지 내 생물종을 다양하

게 구성하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7) 실내환경

실내환경부문에서는 신선한 외기 도입을 위한 공조설비 및 건축자재로부터 배

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억제 등과 같이 건강 및 복지 측면에서 건축물 내에서

생활하는 재실자와 이웃에게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을 검토하여

공기 환경, 온열 환경, 음 환경, 빛 환경 등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등을 평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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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공동주택

신축 기존

최우수 (그린 1등급) 74점 이상 69점 이상

우 수 (그린 2등급) 66점 이상 61점 이상

우 량 (그린 3등급) 58점 이상 53점 이상

일 반 (그린 4등급) 50점 이상 45점 이상

표 2-3 녹색건축인증제도 인증등급

(8) 주택 성능 분야

주택 성능 분야의 평가 범주는 크게 수명관리, 사회적 약자의 배려, 홈네트워

크, 방범안전,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주요 평가 내용으

로는 화재 방지와 피난 대책을 위한 피난설비 및 감지 및 경보설비, 제연설비의

설치 여부 등과 방범안전 콘텐츠,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등의 구축 여부로 구성

되어 있다.

2.1.7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인증등급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평가등급은 앞선 인증심사기준인 8가지 평가항목의 항목

별 합산 점수에 근거하여 아래 <표 2-3>과 같이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 등 총 4개의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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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녹색건축인증제도와 해외 친환경 인증 평가체계 비교

국내·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국내의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미국의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영국의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일본의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t Environment Efficiency) 등이 대표적인 각 국가

별 환경 성능 평가 기준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LEED, BREEAM, CASBEE 등의 친환경 건

축물 인증제도의 평가체계 및 인증기준은 이미 자국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는 민간부문에

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해외 건축공사

발주 증대 및 환경 친화 건설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

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해외 선진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평가 시스템과 국

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평가 시스템은 비교적 유사한 구성 및 등급 체계를 나타

내고 있으나 운영방식 및 평가 특성에 관한 부문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나타낸다

(강병록, 2014).

국내·외 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침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G-SEED와 CASBEE

의 경우 정부 주도형의 운영방식으로 실행되는 반면 LEED와 BREEAM은 민간

주도형 운영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 또한, G-SEED와 LEED는 인증취득이 의무

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나 CASBEE와 BREEAM은 인증취득이 비교적 자율

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세부 평가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각 항목 취득

점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평가 등급 체계는 G-SEED와 LEED는 4개 등

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CASBEE와 BREEAM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G-SEED 평가체계는 건축물의 용도를 8개로 분류하여 평가 기준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제시하는 용도별 평가 방식을 나타낸다. 평가 방식은 총 9가지 분야

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지며, 각 분야별 가중치를 적용한 취득 점수에 따라 최우

수, 우수, 우량, 일반의 4개 등급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LEED 평가 시스템은

총 7개 분야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하며, 각 분야별 취득 점수는 가중치를 부여하

지 않는 절대 평가 배점 방식을 따른다. 이에 따른 평가등급은 Platinum, Gold,

Silver, Certified의 4등급으로 부여한다. BREEAM 평가 시스템은 총 10가지 분

야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며, 각 분야별 취득 점수는 지역적 특성 및 위치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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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중치 평가 배점 방식을 따른다. 이에 따른 평가등급은 Outstanding,

Excellent, Very Good, Good, Pass의 5등급으로 부여하며, 각 등급에 따라 평가

분야별 최저 득점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CASBEE 평가체계는 6개 분야로 나누

어 평가를 실시하며, 각 분야별 취득 점수는 353점을 최대점수로 규정하여 평가

가 이루어진다. 또한, 모든 항목별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동일하게 5.0점이며 각

각의 배점에 따라 항목을 분류하는 다른 인증제도와는 달리 가중치에 근거하여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나타낸다(최진화, 2017). 이에 따른 평가등급은

S(Excellent), A(Very Good), B+(Good), B-(Rather Poor), C(Poor)의 5개 등급으

로 부여한다(이진우 외 1명, 2015), (박재한 외 2명,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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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GIS 구성요소

2.2 지리정보시스템(GIS)

2.2.1 GIS 개념 및 정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는 지도와 지리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하여 작성 및 관리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낸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데

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하여 지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이다(이성신, 2011). 또한, GIS는 분석된 자료의 형태 및 특

성을 파악하여 사용자가 보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

및 시각화한다. 특히, GIS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군에서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미측정 지역의 예측값 및 위치정보에 대한 연계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비용 절감 및 관리 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를 나타

낼 수 있으며, 보전 및 확장, 자원의 추출 등의 환경요인에 대한 공간 및 위치분

석을 바탕으로 지점의 최적 위치를 도출해낼 수가 있다. 또한, GIS 기반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객관성 및 신뢰도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김영 외

2명, 2003). 즉, GIS는 목적에 따라 방대한 지형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양한 결과물을 생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사

결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아래 <그림 2-4>는 GIS 분석 과정 및 구

성요소를 나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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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의 데이터베이스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공간자료와

(spatial data)와 속성자료(attribute data)로 이루어져 있다. 공간자료는 주변 대

상물과의 관계 및 물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써 일반적으로 점, 선, 면 등

으로 표시되며,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측량, 지상측량, GPS, 원격탐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속성자료는 지형 요소의 속성에 대한 자료로써 각종 통계자료, 보

고서 및 문서자료, 센서스 및 설문자료, 항공사진 및 위성자료의 판독자료, 현장

조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임익현, 2007). GIS는 이러한 공간자료 및 속성

자료를 통합·관리하여 지도, 도표 및 그림들과 같은 여러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

다. 또한, GIS 데이터베이스는 각종 지리적 특성이 표현된 지도 레이어를 포함하

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도 레이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자

지도 형태를 이룬다. 하나의 전자지도 형태를 이루고 있는 레이어들은 모두 동일

한 좌표체계를 가지며, 각각의 특성별 레이어 정보를 공간적 기준점을 바탕으로

기본도에 중첩하는 형태로 시스템의 사용과정을 개념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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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GIS 적용방법

GIS 기술은 공간데이터 시각화 및 획득 기능, 공간데이터 체계적인 관리를 통

한 처리기능 등 다양한 공간정보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좌표체계에 기반한

공간형태의 정보를 담고 있는 GIS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위치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변시설과의 거리 및 상대적 위치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용

이하다. 따라서 GIS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대상과의 거리, 둘레 및 면적 등을 자

세하게 계산할 수가 있으며 비교 대상과의 인접성, 연결성, 근접성 등을 검토하

여 공간측정에 활용할 수가 있다(백동승,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GIS를 이용하

여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과 비인증 공동주택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교통시설 및 교육시설과의 거리 등을 측정한다. 다음

<그림 2-5>는 본 연구에서의 거리 측정 및 공간분석 등의 GIS기술 적용 방법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2-5 GIS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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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계분석 방법

2.3.1 T검정(T-test)

T검정은 두 모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수적 통계방법으로서 표본이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적용되는 검정법이다. T검정은 크게 일표본 T검정, 독립 표본 T검정,

대응 표본 T검정으로 나뉜다. 일표본 T검정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표본에 대해서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방법이며,

독립 표본 T검정은 두 집단의 표본을 범주형(문자) 독립변수와 연속형(숫자) 종

속변수로 추출하여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대응 표본 T검정은

실험 이전의 집단과 실험 이후의 집단이 동일한 집단인 경우 사용되는 검정법으

로써 사전/사후에 대한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대응 표본 T검정은

하나의 동일한 집단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므로 독립변수가 존재하지 않고, 사전/

사후의 결과값인 두 개의 종속변수만 존재하게 된다.

2.3.2 일표본 T검정(One Sample T-test)

일표본 T검정은 두 모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할 때, 구성된 두 집단 중

한 집단의 집단 속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통하여 모집단의 평균값을 기준값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분석법으로 한 집단의 표준오차만을 토대로 T 통계

량을 도출해낸다. 이는 모집단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하나로 구성

된 모집단의 평균값을 기준값과 비교하고자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 설정한 기준

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두 값은 다르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다음 식과 같이 모집단의 평균은 가설 평균과

같다는 귀무가설()과 모집단의 평균은 가설 평균과 다르다는 대립가설()을

설정한 후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통계량 값을 계산하여 구한 P-value을 토대로

분석결과가 유의미한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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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ID

 = 녹색건축인증 아파트 ID

 = 비인증 아파트 ID

 = 녹색건축인증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

가

 = 비인증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

 = () / ()

2.4 평균실거래가지수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인증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받은 공동주택

의 상대척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지수화 과정을 거쳐 녹색건축인증 유무에 따른

평균 실거래가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식(1)과 같이 두 집단간의

평균실거래가지수를 수립하였다.

 


 






  





----------------------------------------------(1)

식 (1)에서 는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의 평균 실거래가를 의미하고,

 는 녹색건축인증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의 평균 실거래가를 의미하며, 

는 녹색건축인증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받은 공동주택의 상대적 가

치를 의미한다. 즉,  가 1보다 크다면 녹색건축인증 아파트의 평균실거래가

는 비인증 공동주택의 평균실거래가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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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선행연구 고찰

2.5.1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일반적으로 주택의 가격은 주택공급과 주택수요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러한 주

택공급 및 주택수요는 경제적 요인과 경제외적인 요인 등 다양한 영향요인에 의

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의 가격 또한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다고 할 수가 있다(정주희, 2010). 또한, 주택가격은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물리적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이러한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최윤아 외 1명, 2006). 따

라서 주택의 가격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격 결정요인들을 분류하여 영

향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와 매매가격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장세웅 외 2명(2009)은 강남구 공동주택 30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인지요인의 가치를 분석을 위해 헤도닉가격모형의 회귀분석를 실

시한 결과, 경과년수, 층수, 교통시설과의 거리, 전용면적 등이 공동주택의 실거

래가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김희호 외 1명(2013)에 따르면

주택 특성 중 특히, 경과년수, 면적, 총 층수 등이 공동주택의 실거래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실거래가 형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달리 초등학교와의 거리 및 교통시설과의 거리, 종합병원과의 거리 등은 공동주

택의 실거래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정유진 외 1명

(2002), 정수연(2006)은 서울의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결정요

인들이 실거래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결정요인은 지역의 특

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강남지역에서는 재건축 요인과 주택가

격 상승률, 교육여건 등이 실거래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와 달리 강북지역

에서는 경과년수, 전용면적, 해당 층수, 지하철과의 거리 등이 실거래가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충구 외 1명(2001)은 헤도닉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서울시 31개 단지의 아파

트를 대상으로 실거래가와 주요 가격결정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

석 결과 아파트의 매매가격 결정요인 중 지역적 특성이 아파트의 실거래가에 경

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윤아 외 1명(2006)은 공동주택의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요소의 중요도와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평당매매가격과 22가지의 주거환경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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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변수가 가장 평당 매매가격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평형, 평균 평수 등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낸다고 하였다. 강병록 외 1명(2014)은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부동산 시

장에서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녹색건축인증 유무를 가변수로 설정한 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녹색건축인증 취득이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상승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녹색건축물의 가격 증진을

위해서는 취·등록세 감면 연장, 인증비용지원의 전국 확대, 건축기준 완화 확대

등 재정 및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손기영 외 2명

(2014)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House-Values Index를 이용하여 녹색건축인증의 경

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인증 건물 대비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공동주택의

상대적 가치가 더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교통시설 접근성이 우수할수

록 공동주택의 경제적인 가치는 증가함을 제시하였다. 김지명 외 2명(2020)은

LEED 인증에 따른 교육 시설의 친환경적 인센티브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비인

증 교육시설 대비 LEED 인증 교육시설의 경제적 가치는 49.9%가량 더 높았으

며,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은 25.6%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EED 인

증은 학교시설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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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실거래가 영향 변수

환경적인
특성 브랜드 전용면적 건축년도 층 수

교통시설
과의 거리

학교와의
거리

강병록 외 1명(2014) ● ●

장세웅 외 2명(2009) ● ● ● ●

박운선 외 1명(2010) ● ● ●

김민성 외 1명(2014) ● ● ● ● ●

김희호 외 1명(2013) ● ● ●

강충구 외 1명(2001) ● ● ● ● ● ●

박헌수 외 2명(2003) ● ● ● ● ●

정유진 외 1명(2002) ● ● ● ● ●

우경 외 1명(2002) ● ● ●

정수연(2006) ● ● ● ● ●

표 2-4 기존 연구에 선정된 실거래가 영향 변수

2.5.2 실거래가 주요 영향 변수 분류

녹색건축인증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기에 앞서 주택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수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관하여 정의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표 2-4>과 같이 전용면적과 교통

시설과의 거리가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가장 많이 채택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과년수, 해당 층수, 학교와의 거리 등이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채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반면 녹

지율과 같은 환경적인 특성과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등이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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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제목 내용

소성규(2018)
친환경 특성이 건축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친환경 인증 요인이 건축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발생 비용을

분석하였으며, 생애주기비용 및

생애주기과정 측면에서 친환경 인증

취득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함을

제시

신성준(2013)

공동주택의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녹색건축인증 등급별 추가 공사 항목

및 공사비를 산정하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광역시의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비용 및 수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

나해은(2004)

친환경인증지표 요소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친환경 건축물 인증단지와 비인증단지

간의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하천, 산림과의

접근성 및 단지 내 녹지공간 연계

여부 등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친환경 인증 유무

자체만으로도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

표 2-5 기존 친환경적 투자에 따른 건축물 매매가격 분석 연구 고찰

2.5.3 친환경적 투자 대비 공동주택 실거래가 비교·분석

국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적 요소가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동향은 다음 <표 2-5>와 같이 정리하

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수도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직까지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비

교·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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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석(2015)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공동주택의

가치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 취득이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에너지 성능

및 실내 주거환경 향상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제시

전연수(2019)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주택가격과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녹색건축인증 취득에 따른 주택가격

및 관리비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파트 거래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관리비용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녹색건축인증의 효용성을 정량적으로

제시

강병록(2014)

환경친화적 특성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친환경적

특성 변수들이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였으며,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제도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

길기석(2007)
친환경 특성변수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친환경적

특성 변수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단지의 입지특성

양호하고, 녹지 및 공원의 공간률이

많고, 교통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평당 매매가격이 상승한다는 결론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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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2008)

아파트 가격에 내재된 친환경

요소의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평촌 신도시를 대상으로-

평촌 신도시에 위치한 5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가격에

내제되어 있는 친환경적 특성의

가치를 측정한 결과, 아파트 단지

주변의 녹지공간과의 근접성 및 단지

내 거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 등이 매매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

정성훈(2012)

신도시내 친환경 주거요소의

도입이 아파트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국내 수도권 제2기 신도시내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통계적

계량기법을 이용하여 친환경

주거요소가 아파트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

주거 요소는 아파트 거래가격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서 경제적 유발효과로

파급되고 있음을 제시

노재용(2011)

기후변화시대 그린빌딩의 가격

차별성에 대한 연구

-서울·성남·용인시의 그린빌딩을

대상으로-

서울·성남·용인시에 위치한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에 따른 가격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해 헤도닉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환경 인증

을 취득한 공동주택의 매매가격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평방미터(㎡)당

약 7.5%높다는 결론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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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일반적으로 세대 특성, 단지 특성, 입지 특성 등 공동주택으; 매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의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가격결정요인 분류체계가 필

요하다. 또한, 이러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녹색건축인증 이외의 변수들의 공동

주택 매매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특히 지역특성 및

프리미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공동주택의 기준가격에 대한 편차를 제어하

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 및 프리미엄에 따른 공동주택의 기준 매매가격 편

차를 고려하여 비교 대상에 속하는 공동주택 간의 지역특성 제어반경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으며, 평균실거래가지수() 수립을 통해 비인증 아파트 대비 녹

색건축인증 아파트의 상대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선행연구 고

찰에 근거한 주택가격 결정요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녹색건축인증 외에 공동주

택의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변수들을 최대한 제어시킨 후 실거래가

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표본에 속하는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아파트 1곳과 비인증 아

파트 3곳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기준매매가격은 비교적 동일한 조건 하에 데이

터 수집을 하였으며, 이외에도 경과년수, 전용면적, 해당 층수 등 녹색건축인증

유무 이외의 공동주택의 매매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주요 변수를 동일한 조

건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인증 취득 유무가 공동주택의 실거

래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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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 수집 및 주요변수 설정

3.1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주요 영향변수 설정

공동주택의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파트 단지특성, 주변 인프라의

구축 여부, 주택 특성, 지역적 특성, 편의시설 및 도심과의 근접성 등 다양하다.

따라서 녹색건축인증 유무에 따른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들과 공동주택 실거래가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의 실

거래가에 미치는 영향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녹색건축인증 유무 이외의 주

요 변수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제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파악하였던 주택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분류체계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건축년도, 해당 층 수, 학교와의 거리를 실거래가

주요 영향변수로 채택하였다. 여기서 교통시설과의 거리 또한 빈도수가 높았으나

본 연구의 비교 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교통시설과의 직선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영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주요 변수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 변수 또한 공동주택의 실거래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지역적 한계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고찰

한 결과, 강충구 외 1명(2001)은 공동주택의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거특성, 지역 특성, 환경 특성 등의 3가지로 분류하여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지역적 특성이 아파트 실거래가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최윤아 외 1명(2006)은 아파트 평당가격과

평가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주택가격 결정함수인 특성가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한 결과, 지역변수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지역마다 주변 도로와의 접근성 및 지역 전반의 인프라 구축 여부에 따른 결과

로 나타났다. 즉, 공동주택 구매자들의 역세권에 대한 선호 및 교통·교육·편의시

설 등 주변 시설의 우수성 추구에 따른 결과임을 제시하였다. 김형돈 외 1명

(2002)은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역 및 단지별로 주택가격 결

정요인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은 공동주택의 매매가격에 상당

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 및 단지특성에 따라 큰 차이

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제적인 가치를 판단할

때 지역 및 단지 규모별 특성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렇듯 공동주택의 매매가격 결정요인의 영향도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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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자료수집 절차

따르면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영향요인 중 특히 지역변수가 경제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실거래

가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한계 범위 설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울산 등 영남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 유무에 따른 실거래가 비교를 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 3-1>은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영향력을 제어시킨 실거래가

주요 영향변수와 그에 따른 검정변수인 녹색건축인증 유무의 자료수집을 도식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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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비교 대상 선정

3.2 대상 선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2002년부터 2019년 1월까지의 녹색건축인증 취

득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동주택, 학교, 업무시설 등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국

내 전 지역에 분포하는 건축물의 합계는 총 11,730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

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합계는 총 4,406곳, 예비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합계는

총 7,324곳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본인증을 취득한 모든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수는 총 1,226곳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울산 등 영남지역

의 공동주택은 총 129곳으로 나타났다. 129곳의 공동주택 중 서로 동일한 아파트

브랜드와 주거형태를 가지면서 단지 번호만 다르거나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아

파트를 중심으로 실거래가 비교를 하기 위한 비인증 아파트가 현저하게 부족한

곳 등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역을 대상으로 총 26

곳의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아파트와 74곳의 비인증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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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입지

건축

년도

(년)

전용면적

(m2)

학교와의

거리(m)

층 수

(층)

실거래가

(만원)

기준과

거리

(m)

약사더샵
울산

중구
2017 84.9450 50 7 44,000 -

복산

아이파크

울산

중구
2015 84.8300 50 9 38,500 160

서한이다음

1단지

울산

중구
2018 84.5902 80 11 41,100 500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1차

울산

중구
2015 84.6521 100 10 40,000 750

롯데캐슬 2차
부산

기장군
2013 101.5883 70 8 30,000 -

정관협성

르네상스타운

부산

기장군
2013 101.3160 220 12 31,800 460

EG더원 2차
부산

기장군
2012 84.9644 310 11 23,800 300

감계

푸르지오

창원

의창구
2017 84.8853 90 9 25,200 -

아내 에코

프리미엄

창원

의창구
2014 84.9832 280 7 23,200 470

힐스테이트 3차
창원

의창구
2014 84.9601 160 8 24,900 300

감계 휴먼빌
창원

의창구
2014 84.9300 200 10 22,400 660

센텀 푸르지오
창원

성산구
2018 84.9584 10 13 47,500 -

더샵 센트럴파크

2단지

창원

성산구
2017 84.8797 50 12 45,000 420

더샵 센트럴파크

3단지

창원

성산구
2017 84.8797 220 13 43,000 300

한림풀에버
창원

성산구
2014 84.9905 50 10 38,400 30

한양수자인

더퍼스트

양산

물금읍
2018 84.2600 80 16 29,500 -

이지더원 2차
양산

물금읍
2017 84.8509 30 15 29,500 30

대방노블랜드

8차 로얄카운티

양산

물금읍
2018 84.9935 180 19 30,400 550

양우내안애 2차

(31블럭)

양산

물금읍
2016 84.6701 350 20 29,200 550

표 3-1 조사 대상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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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입지

건축

년도

(년)

전용면적

(m2)

학교와의

거리(m)

층 수

(층)

실거래가

(만원)

기준과

거리

(m)

테크노 폴리스

중흥S-클래스

대구

달성군
2018 99.9819 530 8 37,000 -

테크노 폴리스

화성파크드림

대구

달성군
2016 84.9398 20 10 32,500 250

테크노 폴리스

진아리채

대구

달성군
2016 84.9495 300 10 26,300 150

호반 베르디움

더클래스

대구

달성군
2016 98.8946 530 13 35,000 50

옥계 우미린
구미

옥계동
2010 84.9240 50 12 19,300 -

옥계 더힐
구미

옥계동
2011 84.8700 100 12 16,800 10

옥계 현진에버빌
구미

옥계동
2009 91.5800 10 12 22,000 10

옥계 e편한세상
구미

옥계동
2008 94.8702 10 14 17,300 470

무동 센텀

파라디아

창원

의창구
2018 84.9921 100 5 25,000 -

북면 STX칸

1단지

창원

의창구
2015 84.9900 20 8 18,500 200

무동 지구

휴먼빌 3단지

창원

의창구
2014 84.9570 250 7 23,500 20

무동 지구

휴먼빌 1단지

창원

의창구
2013 84.9940 100 6 18,000 20

정관신도시

롯데캐슬 1차

부산

기장군
2008 101.5883 10 14 32,000 -

정관신도시

계룡리슈빌

부산

기장군
2008 112.6636 10 16 36,000 150

한진해모로
부산

기장군
2008 109.3076 10 12 32,000 500

정관

신동아파밀리에

부산

기장군
2008 116.6900 20 13 32,8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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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입지

건축

년도

(년)

전용면적

(m2)

학교와의

거리(m)

층 수

(층)

실거래가

(만원)

기준과

거리

(m)

물금 2차

e-편한세상

양상

물금읍
2007 84.9900 10 9 24,700 -

물금

우남퍼스트빌

양상

물금읍
2007 84.9673 20 8 22,800 30

신창

비바패밀리

양상

물금읍
2009 84.8390 20 10 21,000 50

일신 건영

휴먼빌

양상

물금읍
2007 84.9603 20 8 22,500 200

정관면

EG 더원 3차

부산

기장군
2015 84.9700 20 10 26,400 -

정관

동일스위트 3차

부산

기장군
2014 84.9174 120 8 25,800 100

정관면

EG 더원 1차

부산

기장군
2011 84.7808 10 12 22,300 30

정관

동일스위트 2차

부산

기장군
2013 84.9882 20 14 22,500 300

해모로

루비채 4단지

진주

초전동
2014 84.9900 80 7 26,850 -

엠코타운

더이스턴 파크

진주

초전동
2014 84.9915 20 6 24,000 30

힐스테이트 초전
진주

초전동
2019 84.9100 250 5 27,450 100

힐스테이트 거제
거제

상동동
2018 84.9972 230 13 30,000 -

벽산블루밍 4차
거제

상동동
2018 84.9480 10 9 24,500 250

더샵 블루시티
거제

상동동
2017 84.8500 310 12 26,700 250

벽산 e-솔렌스힐

2차

거제

상동동
2015 84.9545 220 12 22,800 500

명지 롯데캐슬
부산

강서구
2008 84.9400 250 8 29,500 -

퀸덤 1차

아인슈타인타운

부산

강서구
2009 84.9700 10 8 27,500 100

퀸덤 1차

링컨타운

부산

강서구
2009 84.8400 20 9 26,300 400

퀸덤 1차

에디슨타운

부산

강서구
2009 84.9700 120 10 27,500 500



- 36 -

단지명 입지

건축

년도

(년)

전용면

적

(m2)

학교와의

거리(m)

층 수

(층)

실거래가

(만원)

기준과

거리

(m)

옥포 대성

베르힐 4단지

대구

달성군
2016 84.9591 280 12 31,900 -

옥포

이진캐스빌 8단지

대구

달성군
2017 84.9962 150 12 26,400 250

옥포

LH 허브시티

대구

달성군
2015 82.0000 50 11 19,900 380

옥포대성

베르힐 2차 6단지

대구

달성군
2018 84.9901 680 11 30,700 450

테크노폴리스

제일풍경채 센트럴

대구

달성군
2016 84.9845 10 11 35,000 -

테크노폴리스

우미린

대구

달성군
2015 84.9914 10 14 26,750 10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대구

달성군
2015 84.9809 10 11 26,500 10

테크노폴리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대구

달성군
2016 84.9592 10 10 22,800 10

e편한세상

대구 금호

대구

북구
2017 84.9200 10 15 32,800 -

금호

서한이다음

대구

북구
2016 84.9500 190 19 32,300 140

브라운스톤

강북아파트

대구

북구
2015 84.8200 10 16 27,000 320

우미린

센트럴파크

구미

산동면
2017 84.9528 330 14 25,000 -

쌍용

예가더파크

구미

산동면
2019 84.9823 10 14 25,023 200

우미린

풀하우스

구미

산동면
2016 84.9495 10 13 21,800 80

골드클래스
구미

산동면
2017 84.9696 320 14 24,750 20

호반베르디움 1차
경상북도

예천군
2017 84.9868 70 11 25,100 -

3차우방

아이유쉘 센트럴

경상북도

예천군
2017 84.9983 250 11 25,300 10

아이파크
경상북도

예천군
2015 84.9931 180 11 22,900 230

우방아이유쉘센텀
경상북도

예천군
2017 84.9983 700 14 22,0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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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입지

건축

년도

(년)

전용면적

(m2)

학교와의

거리(m)

층 수

(층)

실거래가

(만원)

기준과

거리

(m)

율현마을

e-편한세상

김해

율하동
2009 84.8350 10 7 23,800 -

율현마을

동원로얄듀크 1차

김해

율하동
2013 84.9916 80 7 22,500 250

율상마을 3단지

푸르지오

김해

율하동
2008 84.9650 30 6 21,500 950

율상마을 5단지

모아미래도

김해

율하동
2012 84.9292 50 7 25,800 650

명지 LH

오션타운

부산

강서구
2018 84.6100 50 10 34,000 -

더에듀

팰리스 부영

부산

강서구
2016 91.6395 150 9 35,000 90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1차

부산

강서구
2016 84.2591 300 8 33,000 250

명지 대방노블랜드

오션뷰 1차

부산

강서구
2015 84.9341 10 8 33,700 430

LH

그린품애

마산

합포구
2015 84.9100 60 12 22,200 -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2차

마산

합포구
2015 84.9995 30 13 25,400 100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마산

합포구
2014 84.9900 500 11 24,300 900

죽곡 청아람

푸르지오 2단지

대구

달성군
2011 84.6141 200 5 39,500 -

죽곡 하우젠트

아너스빌

대구

달성군
2008 84.9981 180 5 33,700 150

대실역

청아람 1단지

대구

달성군
2008 84.9602 50 6 30,000 20

대실역

동화 아이위시

대구

달성군
2011 84.9252 60 7 32,500 50

펜타힐즈

더샵 1차

경산

중산동
2017 84.9772 130 14 47,000 -

펜타힐즈

푸르지오

경산

중산동
2019 97.0000 20 13 41,300 220

펜타힐즈

서한이다음

경산

중산동
2014 84.9606 100 16 48,600 400

펜타힐즈

더샵 2차

경산

중산동
2018 77.9680 10 18 43,0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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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입지

건축

년도

(년)

전용면적

(m2)

학교와의

거리(m)

층 수

(층)

실거래가

(만원)

기준과

거리

(m)

평거4지구

엠코타운

더프라하

진주

평거동
2014 84.9651 20 17 34,000 -

더퀸즈 웰가

아파트

진주

평거동
2015 84.7157 20 15 30,200 20

평거 휴먼시아

4단지

진주

평거동
2011 84.9100 30 15 30,000 40

평거 엘크루
진주

평거동
2016 84.9195 80 14 35,000 470

명지 2차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차

부산

강서구
2016 66.6612 280 9 28,000 -

명지국제신도시

호반베르디움 2차

부산

강서구
2017 70.8009 280 7 30,000 10

명지 2차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1차

부산

강서구
2015 70.8009 300 7 30,000 220

명지국제신도시

에일린의뜰

부산

강서구
2015 66.9377 30 7 28,50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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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GIS를 이용한 거리 측정

3.3 데이터 수집 절차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실거래가를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주거특성 및 지역 특성 등 여러 가지 내·외부 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타당한 연

구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행정구역 내

의 주거 및 단지 특성이 매매가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간의 관계를 모형을 통해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가격추정모형을 통해 기준 반경을 설정한 후 범위 내에 분포하는 아파트 단지

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경 1km 이내에 분포하는 주변

인프라 특성이 아파트의 실거래가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

다. 이는 즉, 1km 이내에 분포하는 아파트 간에는 주거 및 단지 특성에 따라 매

매가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다(김소연 외 1명, 201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를 토대로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반경을 1km 이내

로 설정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하여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공동주

택 1곳을 기준으로 1km 반경 내에 위치하는 비인증 공동주택 3곳과의 각각의

거리 및 교통시설, 교육시설과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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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1
경과년수

(년)

전용면적

(㎡)

학교와의
거리

(m)

층 수

(층)

실거래가

(만원)

인증
아파트와
의 거리

(m)

인증 2008 84.94 250 8 29,500 0

비인증 2009 84.97 10 8 27,500 100

비인증 2009 84.84 20 9 26,300 400

비인증 2009 84.97 120 12 27,500 500

표 3-2 데이터 수집 예시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건축인증 유무에 따른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비교·분석이

다. 따라서 녹색건축인증 유무 외 다른 변수들에 의해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가 결

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의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경과년수, 전용면적, 학교와의 거리, 해당 층수로 선정하였다.

이후 이러한 변수들이 공동주택의 실거래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비교 대상간에 녹색건축인증 유무 이외의 변수들을 비교적 동일한

조건 하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2019년 기준 영남지역 공동주택의 실거래가를 수집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

(GIS)을 이용하여 각 공동주택간의 거리 및 학교와의 거리 등을 측정하였다. 또

한, 부동산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동주택의 경과년수, 층수 등의 주거 및 단지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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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G-SEED 유무 공동주택 수 평균 실거래가 CVI

1
인증 1 44,000

1.104
비인증 3 39,866

2
인증 1 30,000

1.079
비인증 2 27,800

3
인증 1 25,200

1.072
비인증 3 23,500

4
인증 1 47,500

1.127
비인증 3 42,133

5
인증 1 29,500

0.993
비인증 3 29,700

6
인증 1 24,700

1.118
비인증 3 22,100

7
인증 1 26,400

1.122
비인증 3 23,533

8
인증 1 26,850

1.044
비인증 2 25,725

9
인증 1 30,000

1.216
비인증 3 24,666

10
인증 1 29,500

1.089
비인증 3 27,100

11
인증 1 23,800

1.023
비인증 3 23,266

12
인증 1 34,000

1.015
비인증 3 33,500

13
인증 1 22,200

0.893
비인증 2 24,850

3.4 데이터 수집 결과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공동주택 1곳을 기준으로 비인증 공동주

택 3곳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이 중 누락된 데이터

를 제외한 결과, 총 26곳의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공동주택과 총 74곳의 비인증

공동주택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된 공동주택의 실거래가를 녹색건축

인증 유무에 따른 비교·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앞서 수립한 평균실거래가지수를

토대로 녹색건축인증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받은 공동주택의 상대적

가치를 수치화하였다. 데이터 수집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3-3 데이터 수집 결과



- 42 -

14
인증 1 39,500

1.232
비인증 3 32,067

15
인증 1 47,000

1.061
비인증 3 44,300

16
인증 1 31,900

1.243
비인증 3 25,667

17
인증 1 35,000

1.381
비인증 3 25,350

18
인증 1 32,800

1.106
비인증 2 29,650

19
인증 1 25,000

1.048
비인증 3 23,858

20
인증 1 25,100

1.073
비인증 3 23,400

21
인증 1 37,000

1.183
비인증 3 31,267

22
인증 1 19,300

1.032
비인증 3 18,700

23
인증 1 25,000

1.25
비인증 3 20,000

24
인증 1 32,000

0.952
비인증 3 33,600

25
인증 1 34,000

1.071
비인증 3 31,734

26
인증 1 28,000

0.949
비인증 3 2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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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EED Certified Building (녹색건축인증 아파트 실거래가)

 = Non-Certified Building (비인증 아파트 실거래가)

IV. 녹색건축인증에 유무에 따른 실거래가 비교·분석

4.1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인증 유무에 따른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해 대표가설을 먼저 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하나의 표본집단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설을 ‘녹색건축인증 유무에 따른 공동주택의 실거래가는 차이가 있다.’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검정하기 위해 “모수와 표본평균 간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와 “모수와 표본평균 간에는 차이가 있다” 라는 대립가설 을 설정

하였다.

    

   ≠ 

이후 영가설에서 설정한 모수값의 검정방법은 방향성의 여부에 따라서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같지 않다’와 같이 가설이 어느 한쪽으

로 치우치지 않았을 때에는 양측 검정을 실시하며, ‘크다 혹은 작다’와 같이 이미

가설을 세울 때부터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단측 검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녹색건축인증 유무에 따라 실거래가 간에

는 차이가 존재한다’이므로 양측검증을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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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a) 히스토그램 그림 4-1 (b) Q-Q도표

4.2 정규성 검정

4.2.1 히스토그램 및 Q-Q도표

통계 분석에 앞서 수집된 데이터가 어떠한 통계적 분포를 따르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이 정규성 검정이다(강석복 외 1명,

2002).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거나 모집단이 이론적으로 정규분포

를 따른다면 중심극한정리 이론에 의해 표본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정용각, 2004).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표본의 크기가 30 이하이므로 통계 분석에 앞서 정규

성 검정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술 통계량을 토대로 데이터

의 분포 형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그래프 형태인 히

스토그램 및 Q-Q도표를 이용하여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그

림 4-1>과 같이 히스토그램의 분포 형태가 좌우대칭으로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Q-Q도표 또한 모든 점들이 한 쪽으로 치우친 형태가 아닌

해당 기울기의 직선상에 일치하는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정규분포를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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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G-SEED 0.153 26 0.121 0.961 26 0.405

표 4-1 정규성 검정 결과

4.2.2 Shapiro-Wilk 검정

다음으로 모집단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곡선을 따르는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값들과 표본정규점수와의 선형상관관계를 측정

하여 검정하는 방법인 Shapiro-Wilk 검정을 아래 <표 4-1>과 같이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검정통계량을 이용한 대표적인 정규성 검정 방법은 Kolmogorov-Smirnov 검

정과 Shapiro-Wilk 검정이 존재하며, 두 정규성 검정 모두 ‘ = 표본의 모집단

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귀무가설과 ‘ = 표본의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대립가설에 따라 유의확률이 0.05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 귀무가설

을 채택하게 된다(조영석 외 1명, 2004).

일반적으로 표본의 수(n)가 2000을 초과할 경우 Kolmogorov-Smirnov 검정의

유의확률을 따르고, 표본의 수(n)가 2000 미만일 경우 Shapiro-Wilk 검정의 유의

확률을 따른다(Royston, P, 1992).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가 2000 미만이므로

Shapiro-Wilk검정의 결과를 따르며, 이를 바탕으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x>과 같이 유의확률이 0.405로 0.05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귀무가설인

‘ =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만족하게 된다. 즉, 본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만족한다고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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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CVI 표본 CVI

1 1.104 14 1.232

2 1.079 15 1.061

3 1.072 16 1.243

4 1.127 17 1.381

5 0.993 18 1.106

6 1.118 19 1.048

7 1.122 20 1.073

8 1.044 21 1.183

9 1.216 22 1.032

10 1.089 23 1.25

11 1.023 24 0.952

12 1.015 25 1.071

13 0.893 26 0.949

표 4-2 기술 통계량

4.3 일표본 T검정

4.3.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비교하고자 하는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지 알아보기 위해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매번 자료를

수집할 때마다 서로 다른 변수 및 표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

계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기술 통계량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아래 <표 4-2>과 같이 모집단의 기술 통계량을 추출하였다. 또한, 일

표본 T검정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만족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실시되기 때문에

앞선 정규성 검정을 통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만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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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양측 검정 결과

이후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공동주택 1곳의 실거래가를 기준으

로 비인증 공동주택 3곳의 평균 실거래가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

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공동주택과 비인증 공동주택간

에는 평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세우고 앞서 추출한 기술 통계량을 토대로

유의수준을 0.05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각역을 검정통계량의 분포로부터 구

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4-2>과 같이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26 < 30으로써 검정통계량 는 자유도가 -1 = 25이므로 T분포를 이룬다.

이 경우 T분포 테이블에서 (-2.06≤t≤2.06)으로 나타났으며, 검정통계량 값은

()=4.526으로 기각영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만한 근거가 된다.

그림 4-2 95% 신뢰구간의 양측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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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값 = 1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G-SEED 4.526 25 0.000 .0952 .0519 .1385

표 4-4 일표본 T검정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26 1.09523 0.107282 0.21040

표 4-3 일표본 통계량

4.3.3 일표본 T검정 결과

앞선 데이터를 토대로 일표본 T검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표본간의

표준오차는 0.0210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유의확률은 0.01≺ ≤ 0.05일 때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고, 0.001≺ ≤ 0.01일 때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 0.001일 때 아주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낸다(Siegal, A,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통계

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즉, 녹색

건축인증 유무에 따른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의 평균은 1.0952으로 비인증 공동주택 대비 녹색건축인증을 받

은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가 9.5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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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환경 성능을 평가하

는 국내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평가제도이다. 현재까지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환경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녹색건축인증제도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다루는 연구는 아직까

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인증제도의 부동산 시장에

서의 경제적인 가치를 파악하여 친환경적 투자 대비 건축물의 실거래가 증감을

토대로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남지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 유무에 따른

실거래가 비교·분석을 통한 실거래가의 증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

주택의 실거래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부

동산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GIS 및 국가공간정보포털

을 이용하여 공동주택의 단지특성 및 거리 등을 측정하였다. 이때 경과년수 및

연면적, 학교까지의 거리 등 녹색건축인증 유무 외 다른 변수의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 아파트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인증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토

대로 평균 실거래가지수를 적용하여 비인증 대비 인증 아파트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 후 실거래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비교·분석에 앞서 모집단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곡선을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히스토그램과

Q-Q도표를 통해 모집단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곡선을 만족하는 것을 시각적으

로 확인하였으며, Shapiro-Wilk 검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정규분포를 만족하

는 것을 더욱 심층적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녹색건축인증 유무에 따른 공동주택

의 실거래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은

0.000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나타났으며.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가 비인증 공동주택보다 9.5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색건축인증 아파트의 경우 에너지 절약 시스템, 낮은 유지 및 보수 비용

등의 각종 인센티브에 따라 실거래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미루어 보

아 녹색건축인증 아파트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제적인 가치는 비인증 아파트보

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와 교통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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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와 근접한 공동주택일수록 이러한 실거래가 상승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났다. 이는 지하철 및 대중교통 등 교통편의 시설 및 주변 인프라의 우수성 등

과 같은 변수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자재생산, 유지관리 및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실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7개의 친환경적인 전문분야에 대

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

러한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상승에 긍

정적인 효과를 유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영향력을

최대한 제어하여 비교·분석을 하였으나 앞서 설정한 주요 변수 이외에도 실거래

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총 세대수,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등의 영향

력 또한 추가적으로 제어시킨 후 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신뢰도 높은 연구 결

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한계 범위

를 부산, 울산 등 영남지역으로 한정하여 공동주택의 실거래가를 비교·분석하였

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 방법 및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 범위

를 넓혀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면 더욱 보편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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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overcrowding of metropolis and development of new cities have

been increased in South Korea. Therefore national interests in health problems

of residents and comfor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are increasing rapidly.

In addition, in order to reduce a fine dust in the buildings, the need for

institutional support an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for eco-friendly

elements has also been raised. In particular, amounts of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consumed by the building account for 40% and 33% respectively. In

addition, this account for 50% of CO2 emissions and 20% to 50% of other

wastes which have deleterious effects on the environment. Therefore It is

pointed out as a major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rising of sea

levels and global warming.

An eco-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2002 for apartments in

Korea. Since then, a number of apartments that acquir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is being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e importance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s also being emphasized. When acquiring thes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many incentives are given for buildings, such as

reduction of standards for floor area ratio and height restrictions of buildings,

exemption of local taxes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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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n order to acquir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it is inevitable to

invest in major environment factors for a lifecycle of buildings, such as

material selection and production stages,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and

dispos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ate of return compared to

investment in eco-friendly elements of buildings.

Until now,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n the eco-friendly aspect, but studies deal

with quantitative analysis in the economic aspect are still insufficient. In

particular, in order to revitalize the domestic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eco-friendly investment costs

and the sales prices of apartment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analysis the project feasibility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by

identify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real estate market. To achieve the

objective, first, identify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major variables that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sales prices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Second, define  in order to indicate the relative value of certified

apartments compared to non-certified apartments quantitatively. Third, select 26

samples (26 certified apartments and 74 non-certified apartments) by collecting

data from certified apartments and non-certified apartments located within a

1km radius in Yeongnam area. Fourth, collect a data by using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and the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inally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sales prices between

certified apartments and non-certified apartments through a one-sample T test.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the difference of sales prices between

certified apartments and non-certified apartmen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slaes prices of certified apartments was 9.52% higher than

non-certified apartments. therefore,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economic

value of certified apartments is higher than non-certified apartments. In the

future,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a housing price

calculation model based on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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