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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2002,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has implemented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ve the aim that greenhouse gasses will be decreased to 26.9%

by 2020 in architecture for revitalization of green building with spreading green building and

enforcing a law of making green building. However, there has been lack of research for

relation of prices an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is to grasp the

effect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with prices trough market research.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was as follows : 1. Selection of buildings 2. Selection of subsections and grades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was presented brand, completion, railway station

sphere and certification in order of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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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

도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까지 건

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26.9%감소한다는 목표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은 비인증 건축물

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부가되는 특징을 가지

고 있지만, 설계 시공 시 인증을 위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으로 인한 매매가격의 상승 또한 건물

의 가치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건설사 대부분이 인증여부를 통해 ‘친환경 건물’

이라고 홍보할 뿐 정확한 에너지 절약 및 쾌적

수치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

는 친환경 인증에 따른 구매 이점을 판단할 수

없어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된다.1) 따라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으로 인한 건축물의 가치(매매

가)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그에 대한 기초연구로 시장조사 분

석을 통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취득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 관한 시장

1)Won Tae Kim, 2011, Problem and improvement

way of green cost and convenience related with

Korea construction site



조사 연구로서,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건축물 인증의 보급현황을 파악하여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추세를 분석하였다.

2) 문헌고찰을 통해 건축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

치는 영향요소를 도출하였다.

3) 선정된 영향요소 분석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이 부동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친환경 인증 건축물 보급현황

2.1 친환경 인증 건축물 보급현황

친환경건축물 시행 이후 2013년 1/4분기까지 총

1,129건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보급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보급 현황 추세를 보았을 때 2011년 이

후부터 지속적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 보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원인을 친환경 인증 건축물의 이점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친환경 인증 건물

과 비인증 건물의 가치(매매단가)차이에 대한 비

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1 Present Condition of the KGBCC

Certified

2.2 친환경 인증 건축물 분포현황

건물 용도별 인증 현황은 그림 2, 그림 3과 같

으며, 학교시설(543건) 다음으로 공동주택(376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전국의 인증

건물 중 전체의 16.2%(183건)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10건

(60.11%)으로 가장 많은 본 인증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건물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 여부에 따른 건축물 가치 상승

의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증

여부 이외에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를 분석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여부의 중요도

를 분석해보고자 하였고, 이러한 분석을 위해 문

헌조사를 통해 영향요소를 선정하였다.

Fig 2 Present Condition of the KGBCC

Certified Use

Fig 3 Present Condition of the KGBCC

Certified Apartment Estates

3. 건물 가치 영향요소 분석

건물의 가치(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외의 요소에 대한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두개의 아파트 단

지(친환경 인증, 비인증)을 선정하고, 준공년도,

세대수를 고려하여 대상 건물을 선정하였다.

② 공동주택의 가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분류하고,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5등급으로

데이터를 분류하였다.

③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중회귀 분석을 통

해 각 요소들이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

부를 분석하였고, 요소의 중요도를 순서화하였다.

④ 건물의 가치평가에 미치는 친환경 건축물 인

증의 영향도를 확인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3.1 대상선정

서울시내의 56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친환경

인증 단지 28개, 비인증단지 28개)하였으며, 인증

과 비인증 단지의 동등한 비교를 위해 친환경건



축물 인증 단지를 바탕으로 준공년도와 세대수가

가장 유사한 인근 비인증 단지를 선정하였다.

Fig 4 The Selection of a Site

3.2 변수선정 및 결정계수 도출

건물의 가치(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고, 세부 평가를 위한 등급을 설정하였다.

1) 영향 요소 선정

공동주택(아파트)의 가격 결정 요인에 관한 기

존 문헌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들을 선정하였고,

그 요인은 인증유무, 관리비, 개별사용료, 주동수,

규모, 역세권(인근 지하철 도보거리), 주차대수,

세대수, 브랜드, 준공년도로 구성된다.2)3)4)5)

2) 영향요소의 등급설정

영향요소들의 등급설정을 통해 건물의 가치평가

에 대한 기준 평가가 보다 용이하도록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

다.

A1. 준공년도

준공년도는 1등급 1년 이하, 2년, 3년, 4년, 5년

이상 5등급으로 분류

A2. 관리비

2012년 서울시의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평균

값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1등급 450이하부터

2) Kil, Ki-Seok, 2007, An Effect Analysi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actors on the Housing

Prices of Apartment Sites

3) Kim, Tae-Kyung, 2007, A Study on Regional

Factors Affecting Housing Market Prices

4) Lee, Hye-jin 2011, The impact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and it's grade on the multi-family

housing price.

5) Yoo, In-Geun, 2004, A Feasibility Study Method

for Apartment Remodeling by Hedonic Model

451~500, 501~600, 601~700, 701이상의 5등급으로

분류

A3. 개별사용료

2012년 공동주택 서울의 개별사용료 평균값을 기

준으로 1등급 단위면적당 450이하부터 451~500,

501~600, 601~700, 701이상의 5등급으로 분류

A4. 주동수

주동수에 따른 평가기준은 1등급 2동 이하부터

3~4동, 5~6동, 7~8동, 9동 이하의 5등급으로 분류

A5. 규모

규모에 대한 평가기준은 1등급 165.3㎡ 이상부터

135.5~165.2㎡, 102.5~132.2㎡, 69.4~99.2㎡, 60.1㎡

이하의 5등급으로 분류

A6. 친환경건축물 인증 여부

본 분석 대상지의 경우 모두 우수등급이므로 인

증 유/무로 분류

A7. 인지도

아파트 선호도에 따라 1등급 1~3위, 4~5위, 6~7

위, 8~9위, 10위 이상 5등급으로 분류

A8. 세대수

세대수가 증가에 따라 가격은 1등급 300세대 이

하부터 301~400세대, 401~500세대, 501~600세대,

601세대 이상 5등급으로 분류

A9. 역세권

공동주택(아파트) 입구부터 인근 지하철역과의

도보거리로 1등급 250m 이하부터 251~300m,

301~450m, 451~600m, 601m 이상 5등급으로 분류

A10. 주차대수

주차대수는 1대/1세대를 기준으로 1.17대 이상 1

등급, 1.5~1.6대, 1.3~1.4대, 1.1~1.2대, 1대 이하 5

등급으로 분류

3.3 다중회귀분석

위의 영향요소들을 바탕으로 SPSS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 기준인 건물의

가치(매매단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자

료를 바탕으로 적용하였다.6)

다음 [표 1]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

리한 것으로 조사 결과 가치(매매단가)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분석에 앞서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도출을 위해 유의

확률 0.05이하인 요소들만 분석하였고, 도출된 유

의 요소, 즉 영향 요소들을 비 표준화 계수의 값

6) http://www.k-apt.go.kr



으로 비교 분석하여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

는 정도를 나열하였다.

Table 1 Model Summary
추정값의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719a .517 .410 92.52950

b. 예측값: (상수), A10, A6, A5, A1, A9, A2, A3, A7,   A8, A4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

ized 

Coeffici

ents

Model B
Std. 

Error
Beta t Sig

(Constant) 661.913 179.739 3.683 .001

A1 -64.052 27.975 -.268 -2.290 .027

A2 18.269 14.099 .173 1.296 .202

A3 10.888 11.798 .124 .923 .361

A4 -1.365 12.481 -.021 -.109 .913

A5 42.558 28.546 .268 1.491 .143

A6 -30.735 12.856 -.307 -2.391 .021

A7 -85.754 28.043 -.591 -3.058 .004

A8 23.182 14.242 .295 1.628 .111

A9 39.408 14.608 .510 2.698 .010

A10 -29.565 12.704 -.279 -2.327 .025

a. 종속변수: 매매(원)

그 결과 건물의 가치 즉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브랜드, 준공년도, 역세권, 인증유무,

주차대수(Public Space),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아 다른 영향요소에 비해 건물의 친환

경 인증 여부가 건물의 가치 분석에 있어서 중요

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건물의 가치 향상 및 홍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를 도출하고자 대상선정(인증, 비인증 건물), 세

부항목 선정 및 등급 분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증건물은 가치(매매단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친환경 건축물 인증 건물의 사후 관리로써

비용 및 편익 분석을 통해 인증 건물의 장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인

지 시키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건축물 보급에 따른 경제적 가치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인증 이후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제도 및 정책적

인 개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첨단도시개발사업(11첨단

도시G03)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이

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Kim, Won Tae, 2011, Problem and improvement

way of green cost and convenience related with

Korea construction site

2. Kil, Ki-Seok, 2007, An Effect Analysi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actors on the

Housing Prices of Apartment Sites

3. Uhm, Se-Yeon, 2013, A Study on the

appraisal of green building, real estate focus

4. Kim, Tae-Kyung, 2007, A Study on

Regional Factors Affecting Housing Market

Prices

5. Lee, Hye-jin 2011, The impact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and it's grade on the

multi-family housing price.

6. Yoo, In-Geun, 2004, A Feasibility Study

Method for Apartment Remodeling by Hedonic

Model

Web site

1. http://www.greenbuilding.or.kr

(Korea Green BUilding Council)

2. http://www.r-one.co.kr

(Real Estate Offical Satistics Network)

3. http://www.k-apt.go.kr

(Apartment Management Info System)

4. http://www.usgbc.org

(U.S. Green Building Counc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