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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PFV 및 Project Financing의 개념

1. PFV
가. SPV(Special Purpose Vehicle)의 의의
 SPV는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회사로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되는 SPV를 프로젝트회사라고 함1)
○ SPV는 자산 유동화(Securitization of Debt)와 관련된 REIT’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ABS(Asset Backed Securities) 발행과 관련되어서도 설립됨
○ 자산유동화 관련 SPV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서 유동화대상 자산을 양도받아 유
동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기능함

 SPV의 형태는 조합, 신탁,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한 바, 우
리나라 개발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SPC(Special Purpose
Company)라고도 명명됨
○ 해외에서는 SPE(Special Purpose Enterprise)라고도 불림

 SPV는 한정적이며 명확하고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조
달을 위한 법적 조직임. 이때 차주는 사업주가 아닌 프로젝트회사 SPV임. 이에
따라 SPV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로도 명명함2)
○ SPV는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 매개체로서 계획사업에서 사업주(출자자)
를 재무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함3)
1) An SPV is created as a separate company with its own balance sheet
2) SPVs are commonly utilized in certain structured finance applications such as asset securitization,
joint ventures, property deals, or to isolate parent company assets, operations or risks.
3) A special purpose vehicle, also called a special purpose entity(SPE), is a subsidiary created
by a parent company to isolate financial risk. Its legal status as a separate company
makes its obligations secure even if the parent company goes bankrupt. For this reason, a
special purpose vehicle is sometimes called a bankruptcy-remote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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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파산 등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하더라도 계획사업(또는 SPV)의 영향이
최소화
○ 이에 따라 파산방지용 기구(bankruptcy-remote entity)라고도 불림

 개발사업에서 사업주는 사업추진을 위한 자산을 SPV에 이전하거나(현물출자),
SPV에 현금으로 출자한 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함4)
 우리나라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SPV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 형태(도시
개발사업) 또는 실체회사 형태(민간투자사업)로 설립됨

나.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의의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는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주택건
설, 플랜트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운용하여 수
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SPV임
 첫째,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형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설립됨
○ PFV는 Project Financing을 위해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자금
및 현물을 받아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산의 관리업무는 자산관리자(Asset
Management Company)에 위탁

 둘째,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31 등에 의거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음5)6)7)
○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
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배당가능이익 =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4) In any case the operations of the SPV are limited to the acquisition and financing of specific
assets
5)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19, 120조), 수도권 내 법인설립 시 법안 설립 등기
등록세 3배 중과 배제(조세특례법 제119)는 법 개정으로 종료됨
6)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2021.2.17)
7) PFV의 세제 혜택 일몰기한 신설(2022년 말)함. 이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은 조기에 PFV
설립하려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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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이러한 소득공제는 PFV를 도관체(Conduit)로 간주하기 때문임8)
○ 동 조항은 신설 이후 10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적용 가능 대상법인들이 확대되
어 현재 8개 유형의 회사들이 적용 대상임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
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
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목적 법인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표 Ⅰ-1> 도입배경
PFV 세제지원 도입 배경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정의한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1998년 12월 28일에 신설
된 조항으로 외환위기 직후의 부실법인 사후처리, 구조조정 등의 필요성으로 입법이 이루어짐
⦁ 2001년 9·11사태 이후 국내부동산 경기가 하강할 것을 우려한 건설업계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
동산에 자금공급이 필요한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PFV법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2002년 부동
산 경기가 호전되면서 무산됨
⦁ PFV법(안)은 폐기되었으나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들 중 법인세 이중과세를 배제시키는 조항이 법인
세법을 개정하면서 조세감면특별법에 포함
⦁ 초기에는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드물었으나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인 동백주택단
지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면서 활성화

8) 도관체 이론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하나의 실체(Entity)가 아니라 구성원 또는 출자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보는 이론임. 도관체 이론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를 단순히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수단 또는
도관으로 보아서 과세상의 실체로 인정되지 않음. 과세당국은 도관체로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는 과세
하지 않고 도관체의 수익을 배분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함. 이는 법인 또는 단체
가 구성원과 출자자와는 별개로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실체로 보는 실체 이론과 대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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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FV 설립 및 운영요건
1) 설립 요건
 현행 법인세법 제51조2,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31 및 시행령 104조의 28
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 자산을 상당 기간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
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함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회사 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이면서 5% 이상 자본
금 출자 필요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2) 운영 요건
 본점 이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과 상근 임원을 두지 않아야 함
 자산관리·운용 등 실제 업무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
 자금관리업무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표 Ⅰ-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 및 운영요건
구분

주요 내용

성격 요건

⦁회사의 자산을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할 것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

설립 요건

⦁한시적 명목회사로 존립기간 2년 이상
⦁자본금 50억 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운영 요건

⦁본점 이외의 영업소가 없고, 직원과 상근 임원을 두지 말 것
⦁실제 업무는 주주사 또는 주주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
⦁자금관리업무는 신탁업법상 금융기관에 위탁

라. 민간투자사업 SPC와의 비교
 민간투자사업의 SPC와 PFV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체회사 여부와 법인세 공제
혜택 유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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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V는 명목회사이므로 AMC 설립이 수반됨
 민간투자사업의 SPC와 PFV는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나 설립기간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은 시설 준공 후 운영(Build–Operate)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구조이나
PFV사업은 준공 후 분양 위주의 사업구조임
○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SPC는 20년 이상의 존립기간이 일반적이나 PFV는 2년 이
상 5년 미만이 일반적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SPC의 자본금은 최소자본비율 규제를 통하여 과도한 재무레버
리지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제한하고 있으나 PFV는 이러한 규제가 없음
○ 다만, PFV의 경우 금융기관의 출자를 강제하여 SPC의 신용도를 제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어진 요금 수준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임
○ PFV의 경우 분양사업으로서 투자비 상당액을 분양수입으로 조달
<표 Ⅰ-3> 민간투자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SPC 비교
구분

민간투자사업

도시개발사업

시행근거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시개발법

일반적 명칭

SPC(Special Purpose Company)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설립형태

상법 상 주식회사

상법 상 주식회사

설립근거

시설사업기본계획(공모지침)

공모지침, 법인세법 51조2

필수 출자자

제한 없음

2인 이상 출자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자본금

총투자비의 15% 이상
(BTL 사업은 5% 이상)

최소 50억 원

재원

자본금, PF대출, 정부지원금

자본금, PF대출, 분양수입

운영기간 요건

건설 및 운영기간
(시설의 관리운영권 만료까지)

2년 이상 반드시 운영

운영기간

도로사업 : 일반적 35년

일반적 5년 내외

세제혜택

법인세 과세

사업이익의 90% 배당 시 법인세 면제 혜택

⦁실체회사
회사형태 및 업무
⦁SPC가 직접 운영(출자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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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전술한 바와 같이 PFV는 프로젝트의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건설사, 시행
사 등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자금 및 현물을 출자받아 설립되는 Paper
Company임
 PFV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로서 타인자본 조달
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의의
1) 정의
 자본집중적이며 단일목적적인 독립된 계획사업의 미래 현금흐름과 수익을 일차
적 상환재원으로 하여 계획사업의 자산과 출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직·간접 보
장을 부차적인 상환재원으로 대규모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9)
○ 여기서 일차적이라는 의미는 차주가 전적으로 프로젝트의 수익을 통한 현금 흐름만
을 기초로 대출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 즉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대출의 일차적인 회수원으로 하고 프로젝트의 자산 및
직·간접적인 보장과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금융방식

2) 대상사업 : 단일목적의 독립된 계획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규모복합단지 등 부동산개발, 고속도로건설 SOC 개발
등 단일목적적인 독립된 프로젝트에 적합한 금융기법
○ 초기 대규모 투자자금 요구사업
○ 유한한 사업 기간
○ 사업 목적(영역)이 한정적, 즉 타 영역의 사업추진에 대하여서는 규제가 존재

9) The financing of long-term infrastructure or industrial projects and public services based
on a 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ial structure, where debt and equity are used
to fund establishment and paid back from the cash flows generated by the project.(The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Association, IP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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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타인자본 원리금 상환 및 투자자금 회수를 감당할 수 있는 영업이익과
현금흐름 창출
○ 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다수

나.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상환청구)형 금융(Non/Limited Recourse Financing)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사업주(Project Sponsor)에 대한 소구
(Without Full Recourse) 없이 차입하는 금융방식임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소구의 정도에 따라 제한적 소구형(Limited Recourse)과 비
소구형(Without Recourse)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순수 비소구형은 프로젝트 자체의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과 물적 자산을 기
초(담보)로 하는 구조임
○ 제한적 소구형은 계약에 의거 특정의 위험에 대하여 특정 기간 또는 특정 금액에
한해서만 채무변제를 요구라는 할 수 있는 것임10)

 부외금융(OFF Balance Sheet Financing)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부외차입
이 가능하다는 것임
○ 즉 사업주의 기존 재무상태나 신용도에 관계없이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에 의거
자금을 공여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업대출에서 허용되는 타인자본 범위를 초과하는 타인자본
의 조달(Highly Leveraged Financing)이 이루어짐
○ 우발적 및 간접적인 보증(Contingent or Indirect Guarantees)의 경우 연결재무
제표에도 나타나지 않게 됨

 담보 : 프로젝트의 현금흐름(Cash Flow)과 물적 자산(Project Asset)
○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하는 금융임
10) Recourse may also vary in terms of Time and Amount which is determined by the
contract provide. ex.) extra cost, take a particular risk, agree to take (off-tak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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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공여자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프로젝트 자산보다는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본질적으로 관심이 있음
○ 프로젝트 소요자금 차입 및 상환의 주체가 사업주나 주주가 아니라 새로이 설립되
는 프로젝트 회사임

 위험의 분산(Risk Sharing)
○ 사업주나 자금공여자 모두 전통적인 자금 조달수단보다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게 됨
○ 따라서 프로젝트의 추진단계별로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절한 참여자에 적
절히 배분하는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성공 요인
○ 자금공여자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
정한 계약(Fair Deal) 및 직·간접보장에 의한 수익 원천의 투명성 사전보장 필요
○ 공정한 위험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당사자는 이탈하거나 비협조적일 가
능성이 크므로 프로젝트의 수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이러한 위험분담의 핵심은 위험 분산의 이점보다는 위험분담을 통하여 시장성 있는
(Bankable) 보증과 보장을 창출하는 것임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융자(Syndicated Loan)방식11)으로 조달
○ 협조융자 방식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단체(차관단)를 구성하여 하나의 대출 계약
에 의해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융자하는 방식
○ 협조융자 방식은 대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금부담 경감, 위험 분산 등의 이점이
있고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필요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주선기관(Lead Arranger)이 대출구조를 결정하고, 참여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대출
약정에 관련 업무를 담당
○ 주선기관 등의 업무에 대한 관리수수료 등 수수료들은 이자와 별도로 차주가 부담
하는 됨

11) A syndicated loan is one that is provided by a group of lenders and is structured, arranged,
and administered by one or several commercial banks or investment banks known as lead
arr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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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4>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 비교
구분

Project Financing

Corporate Financing

차주

SPV

일반기업

차주의 성격

단일목적법인

다양한 사업 영위법인

담보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및 자산

사업주의 전체자산 및 신용

상환재원

프로젝트 미래 현금흐름과 수익

사업주의 전체 재원

조달구조

일반적으로 높은 재무 레버리지

신용도에 따른 적정 재무 레버리지

대출관련
수수료

복잡하고 다양한 계약서류와 이에 따른 계약준비
소요기간 장기로 대단히 높은 수수료

많은 대출기관의 존재로 경쟁적 대출시장
성립으로 낮은 수수료

대출기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금융 및 법률 자문, 환경검토를 바탕으로
미래현금흐름 및 수익 심사

기업 신용도 및 재무상태 심사

자본비용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출자자

소수의 투자자

수많은 출자자(주주)

배당/투자정책

잉여 재원 즉시 배당/재투자 금지

경영진의 자율적인 배당 결정

자본투자결정

대출기관

대주주

여신관리

부외금융(Off Balance Sheet)

부내금융(On Balance Sheet)

자금관리

대주단 위탁계좌(escrow account )

차주 임의 관리

소구권

비소구권 혹은 제한적 소구권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행사 가능

파산

사업주(출자자)의 파산과 절연

사업주의 전체재산으로 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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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민·관 합동 PFV 도시개발사업
추진구조 검토

1.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의의
가. 도입 배경 및 연혁
 공공·민간 합동 개발사업은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상업, 업무, 주거시설
등이 포함되는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사업 중심으로 도입
○ 공공이 단독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자본조달과 역량에서 한계가 존재
○ 공공은 공공임대주택 개발경험은 많아 주택개발 역량은 보유
○ 큰 자본조달이 요구되고 사업구조가 복잡한 복합개발 역량은 부족

 공공에 있어 민·관 합동 복합개발사업은 유리한 측면이 다수 존재
○ 공공은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토지를 출자해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개발
택지에 대한 안정적 매각이 보장됨
○ PFV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배당수입 발생
○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대표 선임권을 행사할 경우 인사
적체 해소도 가능12)

 한편 민간 사업자(시행사 및 시공사) 입장에서도 공공이 인·허가를 지원하고 수
용권을 발동해 토지확보가 용이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은 매력적임
○ 인·허가 및 사업부지 확보는 개발사업 성공적 추진의 중요 요소(Key Success
Factor)

 국내 최초의 민·관 합동 복합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한국토지공사)

12) 2000년대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들이 다수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 이상 복합개발사업 추
진기간 동안 인력 감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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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1년 공모한 용인 죽전 민간·공공 합동 PF사업으로 알려짐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죽전 복합개발사업 성공 이후 용인 동백 쥬네브, 화성 동탄 메
타폴리스, 파주 운정 유니온아크,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광주수완 레이크파크,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남양주 별내 메가볼시티 등의 다수의 PF사업을 추진해 옴
○ 이후 당시 한국주택공사도 민간·공공 합동 PF사업에 참여

 2000년대 중반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공공 합
동 PF사업을 실시하였고 서울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
 2001년 1건에 불과했던 민간·공공 합동 PF사업은 2009년 상반기까지 총 50
건으로 늘어났고 초기 한국토지공사 위주로 시행된 PF사업은 2009년 상반기
기준 23개 공기업이 추진
 2011년 민간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으로 택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가 허용됨
<표 Ⅱ-1> 택지개발촉진시행령 주요 내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민간 공동개발 관련 주요 내용
⦁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시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선정방법과 공공시행자가 선정한 주택건설등 사
업자와 체결할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규정(제6조의4제②항)
⦁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제한(제6조의4제③항)13)
⦁ 공공시행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택건설 등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
된 주택건설용지 우선공급을 투자지분 범위로 제한(제6조의4제④항)

 2013년 OO도시개발공사 설립14)을 시작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도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하여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 적극적 참여
○ OO OO신도시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OO도시개발공사 설립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족이 심화로 산하 개발공사 또는 개발공사 설립을 통
하여 PFV를 통한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13)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
14) 통합 출범 기준으로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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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사업 PFV 방식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PFV에 대한 설립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PFV 세제 혜택 요건 충족도 용
이하여 타 사업추진방식 대비 경쟁우위 방식
○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요구하는 조직요건, 운영요건, 배당요건 등의 규제 대비 용이

 개발사업의 주체가 될 PFV에 금융기관의 지분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인 장치에
따른 PFV의 공신력 확보 및 우량한 출자자들 참여가능성 제고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 높음
 다수 출자자들의 참여구조로 개발이익의 분산이 가능
○ 복합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PFV 관련
규정 및 공모지침서의 참여조건에 따른 다수의 출자자들의 컨소시엄 구성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권 전체가 PFV에 귀속되고 금융기관의 PFV 자금 직접
구조로 개발사업의 투명성이 제고
2) 단점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인 시행사(developer)가 적은 자본금만으로 개발 진
행할 수 있는 구조로 높은 레버리지에 따른 위험 상존
○ 미국에서도 PFV 설립을 통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PFV 설립
시 사업비의 20~30% 이상 자본금을 투자 필요
○ 따라서 미국의 경우 자본력을 가진 시행사만이 참여 가능

 PFV를 통한 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사는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성격이 강하여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Vision 공유가 미흡
○ 공공의 이익을 염두에 둔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지속적인 PFV 사업개발
기회 확대를 추진할 유인 부족
○ 사업권 획득을 위한 주민 및 정치권과의 네트워크 확장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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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 합동 PFV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조
가. 기본구조
 민·관 합동 PFV 설립 도시개발사업 기본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Ⅱ-1] PFV 설립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본구조
공공

민간

(도시개발공사 등)
출자 배당

(금융기관, 건설사, 시행사 등)
출자 배당

프로젝트 회사
(PFV)
PF대출

금융기관

상환

자금관리수탁회사
(금융기관)

자산관리회사
(AMC)

시공사
(건설회사)

 토지원리금 및 조성자금 PF 조달을 위해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프로젝트회사
(SPC)를 신규로 설립하여 추진함
 공공과 민간(금융기관, 건설사, 시행사 등)이 공동 출자한 프로젝트회사 설립을
통한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민·관합동법인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 제1항 및
제3항을 감안, 민간 투자비율은 50% 미만으로 유지

 프로젝트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시행령 제86조 2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설립
○ 설립자본금은 법인세법 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50억
○ PFV의 출자자들이거나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이 AMC 수행
○ 금융기관이 자금관리수탁회사로서 자금관리 수행

 도시개발법 제21조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토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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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사업 구조와의 비교
1) 부동산 담보신탁을 이용한 개발사업
 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 및 채무자)가 채무(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
 담보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담보 제공 목적의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며,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유지·보전되도록 관리하며, 위탁자의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수탁자는 신탁된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
○ 그러나 채무불이행 시에는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잔여 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
[그림 Ⅱ-2] 담보신탁 개발사업구조

 담보신탁의 장점은 근저당권 설정보다 소요비용이 적고 채무불이행 시 경매보
다 부동산 처분 절차가 용이
○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각종 세금(등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등) 납부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없고, 담보신탁에 의한 신탁 공매 시 공매공고일로부터 10일 경
과 후 공매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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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채권자 등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 회피
○ 여타 채권자 등은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조치 불가

 위탁자가 수탁자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소유자의 거부감 상존
○ 임차관리 시 수탁자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단점

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민간·공공 합동 PF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사가 소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민간사업
자 모집, 공동으로 프로젝트회사 설립하여 사업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자체 택지개발 전문성과 민간사업자의 개발 아이디어를 결
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목적
○ 상업, 업무, 문화, 집회시설 등 복합단지를 도시 입주시기에 맞추어 건설하여 계획
적인 도시개발과 함께 도시 중심부에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복합시설물 유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
[그림 Ⅱ-3]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공공 합동 PF사업 구조도

 SPC는 분양이 완료되었을 경우 청산하거나 부동산관리회사 또는 REITs로 전환

∣17∣

PFV 출자 타당성 검토 매뉴얼

3)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공모(정부고시사업) 또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제안사업)을
통하여 사업자의 자금조달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
 경쟁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무관청과의 협상을 통하여 사업
협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SPC를 설립하여 사업 추진
○ 공공이 출자하는 경우는 드물며, 불가피하게 출자하는 경우에도 낮은 지분비율로
참여가 일반적임

 사업의 범위는 해당시설의 건설 및 협정된 무상사용기간 동안 운영
○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무상으로 주무관청으로 기부채납
○ 무상사용기간은 교통사업의 경우 30년이 일반적임

 과거 건설사 출자자 중심으로 사업 추진
○ 금융기관은 PF대출에 한정하여 참여

 이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출자자로도 참여
 최근에는 GTX A노선 사업을 기점으로 재무적 출자자가 주도하는 민간투자사
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남15)
[그림 Ⅱ-4]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당사자들 및 계약관계

15) 동 사업은 총투자비가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으로서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신한금융지주 계
열사가 총 자본금의 76%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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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관 합동 PFV 도시개발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과 책임
가. 사업추진 주체의 역할과 책임 : 개관
 공공(공사 등), 민간, PFV 및 AMC 역할과 책임분담은 다음과 같음
 PFV의 역할 및 책임
○ 사업의 시행자로서 인·허가, 보상, 공사 시행, 준공, 분양 등 사업수행 전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님
○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주주사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한 자산관리회
사에 위탁
○ 자금관리업무는 금융기관(자금수탁기관)에 위탁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의 역할 및 책임
○ 프로젝트 회사와 용역계약을 통해 토지 보상 및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지원
○ 프로젝트회사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 협조

 민간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
○ 사업의 사업자금조달 관련 제반사항을 책임짐
○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개발사업 업무를 수행

 자산관리회사의 역할 및 책임
○ 사업 전반의 계획·관리 등의 업무 수행
○ 프로젝트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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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PFV 출자자 역할과 책임(경기도 B사업)
프로젝트회사(PFV)
ᆞ사업시행자
ᆞ인허가, 보상, 공사시행, 준공.
분양 등

공공출자자 : 도시개발공사 등
(50% 이상)

사업관리

ᆞ계획, 관리, 인허가 지원업무
ᆞ토지보상 업무 대행
ᆞ기타 사업협약에 공공기관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

용역발주

AMC
ᆞ인허가 및 토지보상업무
ᆞ용지분양 및 처분계획 수립

민간출자자
(50% 미만)

ᆞ사업계획수립
ᆞ사업자금조달
ᆞ기타 사업협약에 민간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

ᆞ공사관리 등 제반업무

나. 사업단계별 사업추진 주체의 역할과 책임
<표 Ⅱ-2> 사업단계별 출자자간 역할 분담(예시)
출자자

사업준비단계(착공 이전)

사업진행단계(착공~준공)

사업청산단계(준공 이후)

공공
출자자

⦁사업계획 관리 및 감독

⦁개발사업 관리 및 감독

재무
출자자

⦁사업협약체결
⦁금융자문

⦁토지비 및 공사비 등 투자비에
대한 PF
⦁투자비 회수 및 사업이익 공유
⦁사업단계별 금융 리스크 관리

건설
출자자

⦁사업협약체결
⦁인허가 업무 지원
⦁협약이행 보증

⦁책임준공 및 성실 시공
⦁건설 관련 민원처리
⦁공사원가 절감 및 공기 준수
⦁준공 관련 대관업무 등

전략
출자자

⦁사업협약체결 및 사업 관련 자문
⦁인허가 및 설계 지원
⦁사업 및 분양 관리 지원
⦁협약이행 보증
⦁각종 민원처리 등
⦁입찰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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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관 합동 PFV 도시개발사업 재원조달구조
가. 개관
 사업의 신뢰성 제고 및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은 타인
자본에 선행하여 투입
○ 이를 통하여 이자비용을 감축

 PFV는 Project Financing을 통하여 타인자본을 조달
○ 공모 절차를 통하여 투자확약서 및 조건부 대출확약서 등 징구

 제한적 소구(Limited Recourse) 금융 : 공공 또는 민간출자자 신용보강 및 대
주에 대한 책임준공 등
○ 대출상환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원천으로 하므로, 프로젝트 파이낸
싱의 초점은 당초 예상한 현금흐름의 유지·확보에 있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예비 재원조달 계획 포함
○ 토지보상비 상승,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재원을 사전 확보
<표 Ⅱ-3> 예비재원 소요자금 추정(예시)
구분

조달 목적

조달금액 산정기준

토지보상 예비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이주대책비 상승 등

(부지보상비+지장물 및 간접보상비)의 10%

조성공사 예비비

용지조성사업 관련
사업비 증가 등

(용지조성비, 각종 부담금, 분양경비)의 5.0%

나. 재원조달원 및 조달필요액
 PFV 도시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재원조달원은 다음과 같음
○ 자본금 출자 및 PF대출 등 재무활동을 통한 재원조달을 수행
○ 분양대금 등 영업활동을 통한 재원조달
○ 지출의 차이로 발생하는 잉여현금을 통한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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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조달필요액 산정
○ 총사업비의 산정 → 분양수입 등 총수입액 산정 → 재원조달요구액 산정 → 자기자
본/타인자본 산정 → 차입금상환계획 수립

 분양대금 조기회수 및 상환재원 활용을 통한 조달금액 최소화
○ 분양대금 입금 시 PF대금 우선상환을 통한 차입비용 최소화
○ 사업 전기간동안 단계별 재원조달 적정 규모도 산정
○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재원의 적기 확보

 여유 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 최대한 확보

다. 타인자본 조달 금리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위험수준이 높기때문에 기업금융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음
○ 해당 사업에 반영된 위험도 차이에 따라 차입비용 달라짐

 신디케이션 론(Syndication Loan)에 따른 대출 관련 수수료 발생
○ 대출 실행을 위한 법률, 기술, 보험 등의 전문가 자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 가능함

 따라서 실효이자율을 기준으로 차입비용 판단하는 것이 타당
○ 차입 관련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IRR 계산
<표 Ⅱ-4> 타사업 금리 현황
구분

경상북도 A사업

경기도 B사업

경기도 C사업

차입이자율

5~5.5%

2.89%(CD +0.77%)

5.00%

3.49%

4.755%

실효이자율
금융부대비

⦁대출수수료 : 0.5~1.0% ⦁주선 및 참여수수료 : 대출금액
⦁주간수수료 : 0.5~1.0%
의 3%(연 0.6%)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초 인출부터 42개월
⦁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분양수입)

⦁주선 및 참여수수료 : 대출금액
의 1%
⦁관리수수료: 22백만원/월

⦁최초 인출부터 30개월
⦁최초 인출부터 30개월
⦁분양대금에 맞추어 불균등 분할 ⦁분양대금에 맞추어 불균등 분할
상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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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타인자본 조달 조건
 건설사의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가 대표적인 신용보강
 미분양대책으로 건설사 및 전략적 출자자의 선매입 약정
 인출선행조건은 관련계약 체결 완료, 인·허가 완료 및 적정한 토지확보 여부
등 대출실행을 위한 사전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표 Ⅱ-5> 타인자본 조달조건(예시)
구분
차주

내용
⦁도시개발사업 PFV

신용보강

⦁시공사의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자금용도

⦁토지보상비, 사업비, 공사비 및 금융비용

인출 선행조건

책임준공
/채무인수

⦁전체 사업부지의 70%(국공유지 포함) 손실보상합의서 체결
⦁대출약정서 및 신탁계약서 등 제반계약서 체결 완료
⦁대주가 만족하는 수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도급계약 사본 제출
⦁책임준공 확약서 제공
⦁본 사업 인·허가 완료
⦁천재지변, 내란, 전쟁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사의 책임으로 대출약정에
따른 예정일(최초인출일로부터 00개월)까지 관계법령,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본건 사업의 공
사를 모두 완료(감리단에 의한 기성 100% 확인)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준공인가를 획득
⦁차주 또는 시공사가 상기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사는 미상환 대출원리금
잔액에 대하여 즉시 채무인수

5. 민·관 합동 PFV 도시개발사업 PFV/AMC 설립 및 운영구조
가. PFV/AMC 설립목적 및 설립형태
1) PFV(프로젝트회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이 가능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형태로 설립
○ 법인세 이중과세 세제 혜택을 위해 금융기관 5% 이상 지분출자 및 성격·설립·운영·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P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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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지침서는 일반적으로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PFV설립 요구

 공공출자자 및 민간출자자로 구성, 사업의 안정성 제고와 공공출자자 및 민간
출자자의 책임과 권한 명확화
○ 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가 중요
<표 Ⅱ-6> 프로젝트회사 설립개요
구분

주요 내용

설립 목적

⦁프로젝트 회사는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인·허가, 보상, 공사 시행, 준공, 분양 등 사업수행 전체에
대한 책임과 권한 소유
⦁프로젝트회사는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 역할 수행

설립 형태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투명한 프로젝트회사 설립체제 구축이 가능한 법인세법 상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로 설립

설립 일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 후 설립하며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분양이 종료되는 시점에 청산

2) 자산관리회사(AMC)
 자산관리회사는 PFV의 의사결정에 따라 실무를 집행하는 위탁회사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출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와
민간출자자가 출자하여 설립 경우가 있음
 자본시장법 상 자산관리회사로서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으며 초기 법인 운영비
용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1억 원 내외로 설립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억 원,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 5
명 이상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의 설립 허가 필요
<표 Ⅱ-7> 자산관리회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설립목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

존속기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자산관리 위탁체결 후 ~ 사업청산 시까지

∣24∣

Chapter 1. PFV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

나. 프로젝트회사/AMC의 설립
 사업협약 체결과 시의회 의결을 바탕으로 PFV와 AMC 설립
 사업의 실무를 집행하는 AMC가 PFV보다 우선 설립이 일반적
 PFV는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청산을 계획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변
수로 청산시점은 계획에 불과하고 연장될 수 있음
[그림 Ⅱ-6] PFV 설립 일정(예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체결

시의회 의결

D + 0

D + 15일

D + 1개월

D + 4개월

AMC 설립

PFV 설립

PFV 청산

D + 5개월

D + 5개월

D + 65개월

다. 프로젝트회사(PFV) 운영 : 주주총회
 상법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되어야 하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
사결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
○ 이사 및 감사, 대표이사 선임의 공정성 및 전문성 필요
<표 Ⅱ-8> 주주총회 운영방안(예시)
구분

내용

소집시기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16)
⦁임시주주총회 : 필요에 따라 소집

소집권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
⦁감사의 요구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가능

의장
의결권 행사

⦁대표이사
⦁1주당 1개의 의결권 원칙. 의결권 대리행사 가능

16) 단,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함(상법 제365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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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출자자와 민간출자자의 출자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주총회를 구성하고 상법
규정 등에 따른 주주총회 의사결정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이며,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결의
○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1/2 이상의 수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
로써 주주총회 결의(상법 제368조 ①항)

 정관변경, PF대출 약정, 체결 및 변경, 존립기간 만료 이외의 사유로 회사 해산,
사업 또는 자산의 전부·중요 부문 양도 등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 관련 중
요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결의를 통해 처리
○ 특별결의는 상법 규정을 준용하여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
회 결의가 일반적

 본 사업 관련 주요 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처리
○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
로써 주주총회 결의
[그림 Ⅱ-7] PFV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기본구조(예시)
주주총회

이사회

특별결의사항

이사(4~6명)

⦁정관변경,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등 관계
법령상 주총 특별결의를 요하는 건
⦁PF 대출약정 관련 계약 체결, 변경, 해지
에 대한 승인

감사(1명)

선임

업무총괄

대표이사

일반결의사항

결의사항

⦁이사선임
⦁배당승인
⦁개발사업 관련 주요 계약 체결, 변경, 해지
에 대한 승인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
⦁개발사업 관련 주요 계약 체결, 변경, 해지
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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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젝트회사(PFV) 운영 : 이사회
 이사회는 4~6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주총회에서 선임(상법 제382
조 ①항) 및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상법 제382조 ②항)
 따라서 출자지분율에 따라 선임권을 보유
 PFV의 특성상 비상근이사
<표 Ⅱ-9> 이사회 구성
총원

공공

금융기관

건설사 또는 시행사

4인

2인

1인

1인

6인

3인

1인

2인

 감사는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
 이사는 대표이사 보좌 및 정관과 법령의 규정에 따른 회사 관리 및 직무 수행
 감사는 회계와 업무감사를 수행하고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
○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도 가짐

 이사회 결의사항
○ 상법은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되, 정관으로 그 비
율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상법 제391조 ①항)
○ 이사회의 결의사항이지만 대표이사의 선임, 공동대표의 선임, 신주의 발행, 준비금
의 자본전입 및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 가능
<표 Ⅱ-10> 이사회 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PFV사업 예시)
⦁대표이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연차별 사업계획
⦁예산의 수립, 편성 및 변경
⦁유상증자
⦁자금의 차임 및 담보의 제공

⦁PF 대출약정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매각방식 및 매각가 결정
⦁사업인·허가 신청에 관한 주요사항
⦁주식양도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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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프로젝트회사/AMC의 청산
 PFV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한시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됨
○ 법인청산일은 사업 준공 후 출자자 간 협의로 결정

 분양 후 회수되는 자금으로는 상환하여야 할 자금을 처리하고, 잔여 이익금은
투자자 및 출자자에게 이윤으로 분배
○ 청산을 위하여 소용비용을 제외하고 청산배당 실시
[그림 Ⅱ-8] PFV 설립 도시개발사업 PFV 및 AMC 운영 기본구조

자료: 경기도 00사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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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관 합동 PFV 도시개발사업 리스크 및 사업주체별 분담구조
가. 주요 사업 리스크 확인
 사업 리스크는 사업기획단계에서 사업준비, 사업진행, 사업청산 등 사업단계별
로 확인(Identify)
○ 더불어 컨소시엄 구성, 재원조달, 공사준공, 사업관리 등 부문별로도 리스크 확인을
통하여 교차 검증
<표 Ⅱ-11> 단계별 사업리스크(예시)
구분

사업
준비
단계

사업
진행
단계

사업
청산
단계

리스크

내용

SPC 설립

사업 참여사 간 의사결정의 복잡화 및 분쟁 가능성

토지 보상

토지보상 지연 및 보상가액의 증가 가능성

인허가

사업시행 승인 및 각종 영향평가 지연 가능성

사업시행 협약

사업 참여사간 사업시행 협약 불이행 가능성

사업환경 변화

시장환경, 경제변수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동 가능성

재원조달

경제변수, 출자자의 출자 불이행 등 현금흐름 악화 가능성

공사준공

시공사 등의 기술·경험·부도 및 관련법규 개정 가능성

공사지연

공사진행 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질 가능성

비용증가

물가상승, 금융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비용이 예상을 초과할 가능성

기반시설비용증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 공사비용이 예상을 초과할 가능성

기술적

시공상 부실 및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 발생 가능성

미분양

미분양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가능성

안전사고

공사현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

소유권이전

법률적 권리관계에 따른 문제점 발생 가능성

미분양처분

미분양으로 인해 사업 청산이 지연될 가능성

시설물결함

준공 후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각종 결함 발생 가능성

∣29∣

PFV 출자 타당성 검토 매뉴얼

나. 사업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사업 추진주체들은 사업단계별로 리스크 완충방안(Mitigation)을 수립하고 이후
잔여 리스크들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분담주체(Allocation)를 명확화하여 분담
을 통하여 리스크 관리
<표 Ⅱ-12> 사업 준비단계 리스크 관리방안(예시)
구분

SPC 설립
리스크

리스크 관리방안
⦁출자자간 상호 협약체결을 통한 명확한 업무분장
⦁PM사를 통한 출자자 간 조율
⦁출자사가 SPC 채무를 대위변제 시, 대위변제 금액만큼 SPC 자산에 대해

분담주체

출자자
전원

채권확보 가능
토지보상
리스크

인허가
리스크

⦁현실적인 보상감정 평가를 통해 적정 보상가격 도출
⦁공사와의 대행계약을 통해 신속한 보상절차 이행
⦁보상가액 증가로 인한 사업이익 및 수익률 훼손 방지
⦁AMC 주도(전담팀 구성)하에 신속한 인허가 추진
⦁공사의 주관하에 지자체와의 업무협조체계 구축
⦁인허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종 용역 및 자문 수행

공공
출자자

공공
출자자

사업시행협약
리스크

⦁사업협약체결보증 및 사업협약이행보증

출자자
전원

사업환경변화
리스크

⦁장기 프로젝트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AMC(사업기획팀)에서 지속적인 시장환경 모니터링

출자자
전원

재원조달
리스크

⦁최적의 금융구조 확정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예비 재원조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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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사업 진행단계 리스크 관리방안(예시)
구분
공사 완공 및
지연 리스크
비용 증가

리스크 관리방안
⦁건설사의 책임준공을 통한 완공보증
⦁실시간 공정관리 체제구축으로 공기 일정 준수

분담주체

건설사

⦁건설사의 기술 분석을 통한 일정 관리
⦁우수한 건설사의 사업 참여로 건설원가 절감

출자자

⦁실현가능한 계획을 통해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 변경방지

전원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을 통해 기술적 결함 발생의 사전방지

건설사

미분양

⦁시장유동성 대응을 통한 분양시기 등의 조정

출자자

리스크

⦁사전 수요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 최소화

리스크
기술적
리스크

안전사고
리스크

⦁종합안전계획 및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전원
건설사

<표 Ⅱ-14> 사업 청산단계 리스크 관리방안(예시)
구분

리스크 관리방안

분담주체

소유권 이전
리스크

⦁법무법인과의 자문계약 체결로 원활한 소유권 이전 처리

출자자
전원

시설물 결함
리스크

⦁건설사의 공사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징수
⦁하자보증가입을 통한 시설물 결함에 대한 대처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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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PFV 출자 타당성 검토 기본 검토사항

1. PFV 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개요
가. 출자 타당성 검토 매뉴얼의 의의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기준」(2021.2.10 개정)
○ 행정안전부 고시 2020년-제27호(공기업 지원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
- 추가 전문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일반행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학기술)
<표 Ⅲ-1>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성공 요인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기준 주요 개정사항
⦁ (사전협의 강화) 설립심의회 심의 의무화
- 대안 등 자문 의견 제시, 타당성 검토 간소화 여부 심의 결정 등

⦁ (절차 개선) 전문기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 도입
- (정기심의) 기존 수시접수를 분기별(연 4회) 정기 접수·심의로 전환. 긴급한 경우는 예외 인정(수시)
- (간소화 대상) 단기 한시, 개별법 절차에 따라 이미 설립된 경우, 국가 주요시책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절차 간소화
- (약정) 타당성 검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 및 비용납부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계약하는 약정
방식 도입
- (예비검토) 약정체결 전 전문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의 적합성 판단

⦁ (검토기준 개선) 현재 비용편익분석에 한정된 것을 기관 및 사업 특성에 맞게 분석방법 선택
- 대체로 출자기관은 비용편익분석, 출연기관은 비용효과분석 적용

⦁ (사후관리 강화) 시도(시군구) 공무원 감축 계획 이행상황 제출 및 행안부(시도) 점검 의무 부과, 관련
통계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조직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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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출자 타당성 검토 항목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매뉴얼」의 타당성
검토 구조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Ⅲ-1] 기존 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항목

자료: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 매뉴얼, 지방공기업평가원

1)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사항
 공공수행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대상사업이 공
공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검토
-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공성을 위한 사업인지 여러 기준을 통해 확인

 경제성분석
○ 경제성분석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
- 경제성분석에서 편익이란 현금 수익이 아닌 사회·경제적 편익을 말하며, 비용 또한
낙찰률이 미적용된 사회적 비용 개념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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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무상 제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의 경우 경제성 분석에서는 해당
토지의 가치(공시지가)를 반영
○ 지방출자출연법 및 시행령, 설립기준에 근거하여 설립목적에 따른 경제성분석 방법
을 구분하여 적용
- 지방출자기관의 경우, 비용편익분석(B/C분석)을 수행
∙ SPC, PFV 설립과 같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Project)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은 해당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
- 지방출연기관의 경우, 공공성을 위함임을 고려하여 비용효과분석 등 기타 분석 방
법 적용 가능
- 단, 지방출연기관으로 의뢰되었더라도 특정 사업의 수행이 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좌우한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B/C분석 수행

 적정 운영주체 여부
○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대상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주체인지 검토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직영, 민간위탁, 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성적인 비교를 통해 검토

2) 설립계획의 적정성 검토사항
 조직 및 인력계획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각 대상사업별
인력계획 및 인건비 등의 계획과 추진기관의 조직 구성에 대해 평가
- 법령과 시행령, 설립기준에 맞는 규모와 인력을 할당하였는지, 인건비의 적정성 여
부 분석
- PFV 설립의 경우 사업관리를 AMC에서 위임받아 수행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어,
AMC의 조직구성과 인력계획 및 연간 운영비에 대한 검토 필요

 출자·출연계획
○ 추진기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사업들에 적합한 수준의 출자·출연금을 산정하
였는지 확인
- 수지분석을 통하여 현행 방식과 추진기관 설립의 차이를 비교
- 유사한 기능을 하는 타 기관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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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과 기대성과 간의 정합성
○ 추진기관이 계획한 예산안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기대성과 설정이 합당한 수준인
지 판단
- 계획한 예산안과 스스로 설정한 기대성과 간의 정합성을 유사사례 비교 등을 통해
검토

 공무원 감축 계획(필요시)
○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탁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무
원의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립하는 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공무원 감축계획 및 공무원 자연감소 등의 자료를 통해 검토

3) 설립의 기대효과 검토사항
 주민 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
○ 지역주민의 복리에 미치는 효과는 지방출자출연법 7조에 따라 법령에서 반드시 검
토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설립기준에 따라 설문을 수행하나, 설문기준 및 주요 설문 문항을 개발
하여 검토
- 빈도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실제 효과를 파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상사업별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
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수치로 제시
- 위탁사무 등 대상사업의 특성상 산업연관분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다른
분석을 사용할 수 있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추진기관이 계획한 출자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수적으
로 주무부처의 예산 수준에서 검토
- 출자출연금의 규모가 조달 가능한 수준인지 검토
- 지방재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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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FV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기본구조
가. PFV 도시개발사업의 성공 요인(Key Success Factor)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토지의 수용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토지확보가 가능하
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보상비가 예상되어 사업성
확보가 용이
○ 인허가 리스크 최소화 및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성 제고

 참여 지자체 및 공공 출자자의 입장에서는 민·관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제한
된 자원(자금 및 전문성) 제약하에서 자족기능을 확충과 동시에 공공복리 증진
을 도모 기회
○ 안정적인 분양구조로부터 배당 수입 등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가능

 다만, 사업 성패는 시장환경 및 사업지의 경쟁력에 따라 결정됨
<표 Ⅲ-2>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성공 요인
성공 요인

민간

토지확보의
안정성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출자지분이 50%를 초과를 바탕으로 토지의 수용 또
는 사용하여 토지확보의 안정성 확보

인허가 리스크
최소화

⦁공공에서 토지 보상 대행 및 관련 인허가 업무지원을 통해 인허가 리스크 최소화 및
기간 단축

사업기간 단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신속한 대지조성으로 사업기간 단축

지역경제 효과 및
공공성 확보
공공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공통

내 용

사업지
경쟁력

⦁양질의 주거 및 임대주택 용지공급 등으로 시민 주거안정 도모
⦁토지보상 및 지역주민 재정착방안의 적정성 확보
⦁선매입약정을 통한 안정적인 분양으로 배당 확보 및 추가적인 채무부담 최소화 가능
⦁지역발전을 위한 추가 기부채납 시설 확보 가능
⦁적정한 공사관리 및 감독 위·수탁 수수료 수입 확보 가능
⦁택지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은가?
⦁교통의 편의성이 우수한가?
⦁자연환경이 우수한가?
⦁가격 및 분양성에 대한 경쟁력이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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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자 타당성 검토의 주요 이슈 : 토지의 수용 및 사용방식의 적정성
 도시개발법에 의해 공공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토지의 강제수용권이
허용되어, 민간개발사업 보다 안정적인 토지확보가 가능할 뿐 아니라 토지를
낮은 가격, 짧은 기간에 매입 가능함
○ 민간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매입에 10년 이상 걸리고, 가격도 시가의 2~3배로 보상
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강제수용권을 통한 토지확보는 단순히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수준이 아니
라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담보하는 요인
 그런데 100% 공영개발이 아닌 민·관 공동개발로서 강제수용을 통한 토지확보
방식이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상존
○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토지확보 방식의 적정성과 이에 따르는 수익분배의 적정성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

1) 수용 및 사용방식의 의의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토
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
 당해 도시의 주택 등 건설에 필요한 택지 및 공공건물의 상당한 공급을 목적으
로 활용
○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
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필요

 2007년 도시개발법 개정17)으로 공공이 50% 이상 참여 시 도시개발사업지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됨

17) 동 법은 비도시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00년 7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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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토지수용 관련 법령
연도

법명

1988년 ⦁헌법(1987년 전부개정)

1962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주요 내용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국방·군사·철도·도로·공항·학교·박물관 등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가능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택지 건설

2003년 ⦁공공주택특별법

⦁무주택·저소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2007년 ⦁도시개발법 개정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2) 수용 및 사용방식의 구조
 수용방식은 협의매수와 강제수용 2단계로 이루어짐
○ 사업인정(의제)으로 공익사업을 확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 협의매수 → 협의불응자를 대상으로 재결 → 수용권 발동 → 착공
○ 협의가 불성립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토지소유권을
공공사업자가 취득

 손실보상은 현금보상 원칙이며 손실보상평가의 기준시점은 사업인정 전 공시지
가 적용하여 보상
○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
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
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
○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
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 공시지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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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수용 및 사용방식의 구조

<표 Ⅲ-4> 토지 취득방식별 특징 및 장단점 비교
구분

수용 및 사용 방식

환지 방식

적용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가 변경이
조성 또는 공급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이익
귀속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토지소유자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고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향유 불가

장점

⦁택지의 집단적 조성
⦁저렴한 지가, 기존건물이 적은 농지 등에 적합
⦁저렴한 주택지 공급 가능
⦁충분한 공공용지 확보용이
⦁투자사업비 회수기간 빠름

⦁지가가 비교적 높거나 기존건물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가능
⦁토지주에게 적정한 개발이익이 환수되어 토지주
긍정적 참여로 개발용이
⦁초기사업비는 수용방식보다 적게 투입
⦁용지배분 탄력적 운영 가능

단점

⦁수용에 따른 주민반발로 민원 유발
⦁초기사업비(보상비 등) 과다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이 집중

⦁절차가 복잡
⦁부담률 60% 이하의 규정으로 인해 공공용지 확
보의 법적인 한계성

다. 출자 타당성 검토 주요 이슈 : 이익배분방식 및 추가이익 공유 필요성
1) 배경 및 의의
 최근 일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실현에
대한 비판 제기
 이는 우선적으로 도시개발법은 타 법률과 달리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한 것에 기인함18)
18) 민간의 택지개발 참여를 허용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2010년)의 후속 조치로 민간이윤 제한하는 시행
령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도시개발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은 이러한 후속조치가 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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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했지만 민간의 과다한 수익을 제한하는 규제가 미
비하여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실현 가능
○ 택지개발촉진법은 총사업비의 6% 내로 공동사업자의 이윤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15% 이윤율 내
로 분양가격을 제한
<표 Ⅲ-5> 개발이익 주요 내용
개발이익의 의의
⦁ 개발이익의 학술적 정의는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로부터 발생한 개발이익뿐만 아니라 공공투자로 인
한 편익증진, 인·허가 과정에 따른 계획이익, 기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이득 및 우발
이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한국감정원, 2012; 서순탁, 2016)
⦁ 개발이익의 실체적(법적) 정의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
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개발이익 환수관련 개별 법률 제2조) → 개발이익을 발생요인에 따라 ① 개
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②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③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개발이익으로 제시

개발이익의 환수의 의의
⦁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큰 부분은 불로소득
형태로 발생
⦁ 불로소득이 적절하게 환수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필요성은 상당

개발이익의 환수의 법적 근거
⦁ 헌법 제23조 및 제122조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 공공복리의 틀 속에서 재산권
행사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 → 개발이
익 환수의 근거

⦁ 개발이익 환수관련 개별 법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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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공공출자자는 안정적인 이익확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지자체는 이익분배의 의사결정에서 정액방식 또는 정율방식 중 선택의 문제일 수
있음19)
○ 건설출자자가 사업비를 과대 계상 유인을 방지하고 미래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전 공공의 수익을 우선배당 형식 등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유인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협약 또는 주주간 협
약을 통하여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등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과다한 이익
이 돌아갈 수 없도록 조치 필요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참여유인이 제한된다는 문제점도 제기
○ 공공과 민간 간 배분되는 사업이익의 균형이 깨질 수 있음

2)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및 현행 환수제도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단계별 개발이익 창출은 다음과 같음
[그림 Ⅲ-3]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시 단계별 개발이익

 개발이익의 유형 및 환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19) 경제학에서는 이를 정보 비대칭에 따른 ‘본인-대리인 문제’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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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개발이익 유형별 환수제도
개발이익 유형

환수 방법

개발사업 시행

⦁학교, 광역교통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시설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공원, 도로 등 공
공시설을 기부채납 받거나, 사업종료 후에 사업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함

토지이용계획 변경

⦁개발계획으로 인해 농지, 산림자원, 초지 등이 사라지게 될 경우 이를 대체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켜 환수함

사회·경제적 요인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의 노력이 아닌 경제발전, 주변지역 개발, 투기 등과 같은 요인들
에 의해 우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시점에 차익의 일부를 환수

자료: 이상경 외,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경기연구원, 2019

3) 국토부 공공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20)
 토지수용 및 사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 방지 목적
○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 방지

가) 민간의 개발이익 축소 대책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올리고, 면제·감경사업 대상 축소
○ 현재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개발이익21)의 20%(계획입지)~25%(개별입지)로 1990년
도입 당시 50% 대비 절반 수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 제한
○ 민간 이윤율 상한 제한 규정
-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 등을 고려해 법에 직접 규정22)
- 택지개발촉진법 : 총사업비의 6% 내로 공동사업자의 이윤율 제한
-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15% 이윤율 내
분양가격 제한
○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방식
- 일괄적인 이윤율 상한 제한은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20) 2021년 11월 4일 보도자료
21) 사업 종료시점 지가 - 사업 개시시점 지가 - 정상지가 상승 - 개발비용
22) 현재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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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율 상한을 초과이익의 사업지역 내 공공목적 재투자 제도화
- 주차장 등 생활 SOC 설치,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
하 등

 민·관합동 PFV사업에서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취급, 분양가 상한제 적용
○ 토지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진행된 일부 사업의 높은 주택 분양가 비판에 대한 대책

나) 민·관 공동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민·관공동 PFV사업의 사업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침 제정
○ 민간 참여자는 공모 방식으로만 선정
○ 공모, 심사 방법 등 세부 선정 절차
○ 사업협약에 포함할 사항, 지정권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증23)에서 공공기여도 검증 기능 강화
○ 공공출자 비율, 사전 토지확보 비율 등에 대한 평가 강화
○ 검증위원에 개발 분야 전문가 포함

 민간출자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 규제
○ 민간출자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을 출자 범위 내로 제한(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만으로 개선 가능 사항)
○ 지정권자로부터 직접사용 계획 승인 제도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용에 대한 지자체 재량 축소
○ ‘±10%p 내’ → ‘±5%p 내’로 축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지정권자(지자체장 등)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대상 구역
면적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 사업으로 확대24)(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
령만으로 개선 가능 사항)
23) 토지수용 및 사용방식 개발사업에서 수용 필요성을 판단 절차
24) 협의대상이 되는 사업이 전체 도시개발사업 중 약 4%에서 19%로 증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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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절차 및 제도개선 방향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크게 강화된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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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FV 출자 타당성 검토 구성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관련법과 시행령, 설립기준을 바탕으로 PFV 설립을 통
한 도시개발사업시 아래와 같이 출자 타당성 검토의 기본 구성을 설정함
<표 Ⅲ-7> 설립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15조(타당성검토 목적)
① 타당성검토는 출자·출연기관 설립 이전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하여 출자·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을 추진하
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타당성검토 결과는 행정안전부(시·도)와의 설립 협의 및 의회의 설립 조례 제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Ⅲ-5]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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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가) 공공 수행 여부
 PFV 설립을 통하여 수행하는 대상사업이 공공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검토
○ 제도적으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확인

 제도적으로 부적합한 사업*이 아닌지 확인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4조(설립여부 결정)

<표 Ⅲ-8>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4조(설립 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
나.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
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부적합한 사업의 예시
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된 사무는 부적합
나.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는 부적합
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가능하나, 순수 민간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
는 사업은 부적합
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시·도와 시·군·구의 사무 구분에 어긋나는 사업은 부적합

나) 경제성분석 및 재무성분석
 경제적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
 경제성분석은 지방출자출연법 및 시행령, 설립기준 등에 근거하여 PFV 설립목
적 및 출자기관임을 고려, 비용편익분석(B/C분석)을 수행
○ 본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기준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재정투
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및 부문별 지침」을 적용하거나 “한국개발연
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및 부문별 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

 재무성분석은 기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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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일반지침」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
침」을 원칙적으로 적용
○ 재무적 할인율 수준 : 4.5%
○ 분석기간 : 현재 용지분양 완료 시점까지 → PFV/AMC 설립 후 청산까지(최소 5년간)
○ 낙찰률 : 현재 해당 지자체의 유사용역 발주사례를 참조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낙찰률 자료를 활용

 추후 PFV 사업특성 및 출자 타당성 검토의 취지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에 대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추가 검토 수행 가능
<표 Ⅲ-9> 재무성 분석 세부 분석기준 예시
<예시> 재무성 분석 세부 분석기준
⦁ 분석기준 : 경상가격 기준 산정 필요성, 필요시 불변가격으로 전환
⦁ 물가상승률 적용기준
⦁ 총사업비 항목의 검토 : 항목 재검토(총사업비 대상제외 비용 포함)
⦁ 예비비 산정 기준 및 반영비율
⦁ 항목별 낙찰률 : 부지조성공사비, 건설공사비, 기반시설공사비 등
⦁ 채무부담 및 예산외 의무부담 등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 검토 방안

다) 적정 사업주체 판단(유사·중복)
 지방출자기관이 PFV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주체(사업수행 방식)인
지 적절성 검토
 공영개발방식, 민간위탁개발방식, 민·관 합동 개발방식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에
대한 분석가능한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실시
○ 공영개발방식 : 직영, 공사 등 위탁, 다수 공공기관 참여(공공기관 설립) 등
○ 민간위탁개발방식 : 실수요자 개발대행 등
○ 민·관 합동 개발방식 : SPC(실체형 회사, 토지공사 민간-공공 합동 PF사업 또는 민
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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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적정사업주체 판단을 위한 대안 수립방안
대안

추진방식

내용

공영개발방식

직영 운영

해당 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운영방식

민간위탁개발방식

민간 운영

민간영역에 위탁을 통해 운영방식

민·관합동개발방식

기관 신설 후 운영

실체형회사 또는 명목회사 설립

 사업시행자, 사업추진구조 및 방법, 재원조달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하여 비교 검토
○ 사업위험, 자금조달 부담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 확보 측면 중심으로 장·단
점 분석을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

라) 고유목적 사업 비중
 PFV 또는 SPC설립을 통한 사업의 경우 PFV는 특정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
며, SPC는 사업 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고유목적 사업 비중이 100% 또는
100%에 근접함에 따라 고유 목적 사업 비중에 대한 검토는 별도 수행이 요구
되지 않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SPC의 경우 설립의 근거를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
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에 SPC가 수행하는 사업 또한 명시됨

2) 설립계획의 적정성
가) 조직 및 인력 분석
 PFV가 명목회사임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사로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탁 수
행하는 AMC 중심으로 검토하되 PFV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구성 및 운영도 포함
○ 의사결정 구조(출자자 → PFV → AMC)의 체계성 포함

 PFV와 AMC가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가
능하도록 조직설계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 조직구성의 적절성 검토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검토
○ 사업단계별로 탄력적 조직 구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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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의 적절성 평가
○ 적합한 유사사례 등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바탕으로 적정조직(안)이 도출되었
는지를 확인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행안부)」에서 제시한 합리적 조직설계 및 인력배치 기
준 참고

 조직의 전문성 확보가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
여 인력구성의 적절성 검토
 확인된 조직(안)을 기준으로 적정 소요인력 산출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사업단계별 주요 업무의 적정성, 인원수 등 검토
○ AMC가 제출한 경상운영비 항목 중 판공비, 임차료, 인건비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나) 출자금의 적정성(수지 및 재원조달 분석)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제3장 설립 방침 결정 단계 제5조(조직의 형태 결정)
에 의거 PFV 도시개발사업은 “지역경제 발전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기업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로 출자기관 설립
 PFV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향후 추가
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 유무를 수지분석을 통하여 검토
 재무성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FV 설립부터 PFV 청산시점까지의 수입·비용 항
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수지 분석
○ 전체 사업의 재무성(PI)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고 개별 사업자의 지분 투자 대비 수
익률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시행
○ 대상사업의 재무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분의 출자수익율(ROE) 및 현금흐
름을 분석
○ 공공부분의 출자수익율(ROE)은 채무부담 및 예산외 의무부담 등이 존재하는 경우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하여 우발채무의 영향에 대한 분석

 자본금 출자의 적정성 분석
○ 사업의 규모와 조달필요액 및 설립 초기 지출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 수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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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출자자의 지분출자구조 적정성 분석
○ 지자체 포함 공공 출자금 수준의 적정성을 관련 법규 및 유사사례를 중심으로 검토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
가능 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25)
○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
는 재산 등의 현물출자 여부 체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은 출자·출연 배제

 PFV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검토
○ 재원조달필요액 산정의 타당성, 타인자본 조달방법의 적정성 검토
○ 건설기간 예비조달계획의 적정성 검토
○ 미분양 발생 시 운영기간 추가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검토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검토
○ PFV의 운영과정에서 분양일정, 분양수입 등 수입 추정의 적정성 판단
○ 경제 및 부동산 전망 등을 바탕으로 분양수입을 통한 차입금 상환계획이 합리적인
지 판단

다) 총사업비와 기대성과 사이의 정합성
 출자기관의 설립계획에서 설정한 기대성과에 대한 정량 목표가 총사업비에 비
추어 합리적인지를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설립계획 상 설립 후 5년간의 정량목표 제시 여부 사전협의
단계에서 확인

25) 감사원이 2017-09-21 공개한 OO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OO도시공사 현물출자 및 출자 승인 업무 부
정적 처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면 사용·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을 현물
출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자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수익 재산은 현물출자 대상에
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OO시는 2011년 12월 7일 도시공사의 도시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자
본금 확보를 목적으로 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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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던 기존사업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할때에
는 기존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원칙이나 PFV 또는 SPC사업의 경우 대부분 한
시적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검토는 필요
하지 않음
3) 설립의 기대효과
가) 주민 복리 효과
 지역주민의 복리에 미치는 효과는 지방출자출연법 7조에 따라 법령에서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설문을 수행
<표 Ⅲ-11> 설문내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주민 설문조사
⦁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 대한 주민의 복리적 효과와 함께 관련된 기대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
화된 조사설계를 기반으로 외부 여론조사 기관의 주민 설문조사 실시
- 설문 항목에는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고려함
·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대, 결혼 여부, 직업, 거주지역 등
· 해당 지역의 관련 분야에 대한 의견: 기관 설립 분야의 중요성, 해당 지역의 관련 분야 노력에 대한 만
족도, 해당 분야 활성화를 위한 중요 요소, 적정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등
· 기관 설립과 관련된 의견: 기관의 필요성, 기관 설립의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기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소, 기관 설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등
- 단순한 설립의 찬반 비율 등보다는 현재 불만족 사항이 기관 설립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

⦁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이상으로 설정하고, 표본오차는 해당 신뢰수준에서 ±3.75%p 이하로
설정함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를 ±3.75%p로 설정하기 위한 표본의 수는 약 683명 이상임

 설립계획서에서 제시한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적절성 검토
○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적정한지,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협의과정
및 결과는 적절한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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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여 제시
○ 출자기관을 설립·운영하는데 따른 총사업비에 생산유발계수·부가가치유발계수·취업유
발계수를 적용하여 추정
○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각 산업부문에 대한 단순평균 수치로 해당 지
역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로 인해 지역 내에서 유발된 계수와 타지역에서 유발되
는 단위로 나누어 추정
○ 취업유발계수는 해당 지역의 최종수요가 10억 원 증가할 때 해당 산업과 기타 연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에 따라 추정
-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임금의 일부가 소비지출 됨에 따라 생산·부가
가치·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PFV 설립계획 상 출자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
향을 미치는지 영향 검토
 출자금의 규모가 조달 가능한 수준인지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가용재원 규모를 검토하여 출자 관련 예
산 수립 여부 또는 가능 여부 확인

 토지 매각 대금. 출자에 따른 배당수입, 위탁 수수료 수입 등 투자수입이 지방
재정에 긍정적 영향(재정 확보)을 주는지 검토
○ 추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고용증대 효과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지방 세수
증대로 인한 재정 증대 효과 제시 시 포함 검토

 직·간접 지원 따른 우발채무가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검토
○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자를 통해 개발사업 추진 시 출자금액 이외의 신용
보강 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발생으로 재정건전성 저
해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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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증, 조건부 채무인수, 분양보증, 미분양 매입확약, 환매조건부 매입확약, 국
민임대 주택용지 매입확약 등 채무부담 및 예산외 의무부담 확인
○ 보증채무, 미분양 매입확약 및 예산외 의무부담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 및 발생 시
채무부담액 분석

4) 출자 타당성 검토 종합판단
 상기 각 항목별 설립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후, PFV 또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타당성 분석과 관련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또는 위원회)를 개최
 전문기관은 출자 타당성 검토 판단 준거들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종합의견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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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검토의 쟁점

 타당성 검토는 일반적으로 의뢰기관이 제출한 타당성 검토 의뢰서와 사업계획
서를 기본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게 됨
○ 사업계획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검토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추가 자료를 요청
하여 진행이 가능하거나, 또는 의뢰 시에 바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 등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함

 주거 부문과 상업 부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과 같은 실질적인 분석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
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확보한 상황에서 검토를 위한 기본
틀을 구상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Ⅰ-1] 주거 및 상업 부문 사업의 기초자료 분석 및 쟁점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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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초자료 분석

 주거 및 상업 부문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지역과 일부 사업의 영향범위에 포함되
는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기초자료는 해당 사업 지역의 기본적인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들과 더불어 주
거 및 상업 관련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관련 지표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기초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관련 기관의 추가자료 요청
등을 통해 타당성 검토 수행을 위한 각종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함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사업 대상지에 따라 자연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다르며, 주거 및 상업
부문의 사업에 있어서 자연적 환경은 주로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지형, 지질 등의 자연조건에 따라 부지조성 비용, 상부시설물 형태 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주거 및 상업 부문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인구 및 산업 구
조, 지역내총생산, 토지이용현황 등은 타당성검토 대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인자이며, 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임
 주거 및 상업 부문에서 지역의 인구 및 가구는 직접적인 수요 대상이며, 이는
사업의 경제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
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지역의 인구 및 가구구조는 인구수, 세대수(가구수), 세대당 인구수, 성비 등의
지표를 통해 나타낼 수 있으며, 연도별 자료를 제시하여 인구변화 추이에 대한 정
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령별 현황자료로는 지역의 고령화 인구 추이, 연령별 인구구조 형태를 보여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주거부문의 수요 형태 등을 예측하는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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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및 가구에 대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통해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월별/연별 최근 조회할 수 있음

 주거 부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판단하는데 주택보급률, 연도별 주택
공급현황 등은 중요한 지표이므로 검토가 필요함
○ 주택보급률(신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주택재고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수에 비하여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를 총괄
적으로 보여주는 양적지표임
-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주택수/일반가구수×100)로 정
의됨
- 주택보급률은 기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되지 않는 연도의 주택보급률
은 추계치를 발표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新주택보급률’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작성한 매년 확정치를 발표하고 있음
- 주택보급률의 국토교통부 공표(통계청) 단위는 시도단위로 제시되며, 시군구 단위
의 주택보급률은 지자체별 기본통계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
○ 인구천명당 주택수
-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주택보급률과 같이 주택보급의 양적지표이나, 가구가 아닌
인별로 주택보급을 측정함
- 가구수보다는 인구수 측정이 용이하므로 주택보급률에 비해 주택의 양적수급 여건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주택보급률과 함께 제시할 필
요가 있음
- 인구천명당 주택수도 주택보급률과 동일하게 지표의 단위는 시도단위로 제시되고
있음
○ 노후주택수
- 노후주택은 주택총조사를 통해 조사되고 있으며 기간별(20년~30년 미만과 30년
이상)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주택의 종류(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
용 건물내 주택)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 주택의 종류 및 노후기간별 주택으로 제시되고 있는 노후주택수는 시도단위와 시
군구 단위로 제시되고 있음
○ 멸실주택, 미분양주택현황 등의 지표는 지역의 주택시장의 공가현황과 경쟁공급량
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주거의 수요 및 편익추정에서도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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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에서도 함께 활용 가능함
○ 멸실주택수
- 멸실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로서 건축물대장 말소가 이루어진 주택을 의미함
- 멸실 주택수 파악을 통해 지역별 주택재고 현황 파악 및 지역별 주택수급 상황 판
단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미분양주택현황
- 주택 미분양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자료로 ‘민간부문’, ‘공공부
문’, ‘준공 후 미분양’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단위로 제시되어 있음
○ 이외에도 주택총조사, 지역별 기본통계(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주택 현황을 제시할 수 있음

 해당 지자체의 산업구조(판매업 등), 지역내총생산 등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
성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므로 검토가 필요함
○ 지자체의 산업구조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사업체수, 종
사자수, 매출액 등 다양한 산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역내총생산(GRDP)는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지역소득의 생산, 분배, 지출 각 측면이나 경제
주체간 소득 순환을 파악하여, 지역경제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임
- 지역소득지표인 GRDP는 시도/시군구 단위로 제시되며, 1인당 GRDP는 시도단위
로 제공되고 있음
○ 상업시설 관련 현황 지표(공실률 및 임대료 등)는 상가, 업무용빌딩 및 집합상가에
대한 분기별 투자수익률, 임대료, 공실률, 임대가격지수를 조사·발표하는 국가승인
통계인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한국부동산원 발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나, 해
당 자료의 단위가 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은 대형상권이 세부적으로 구분되
어 제시되어 있는 반면, 이외 지역은 시도단위로만 제공되고 있는 한계가 있음

3. 사업 관련/사업대상지 관련 현황 분석
 주거 또는 상업 관련 사업은 우선 수요의 확보가 중요한 사업으로, 수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하여 자료를 구득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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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공공사업과 달리 분양 또는 운영에 의해 수입이 발생하므로 재무성 분석
과 관련된 자료의 검토는 필수적인 요소임
○ 해당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계획 등의 검토가 필요하
며 사업방식에 따라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조례, 기준 등에 대한 자료 확
보도 중요함
- 시설의 세부적인 유형 및 조합, 구조물 형식, 사업 목적, 사업 규모, 관련 법령, 세
제혜택, 관련 부담금 등 해당 사업이 비용 추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파악
하여 반영하여야 함

 주거 및 상업 관련 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전반적인 현황 검토
와 더불어,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곳의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의 기초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특히, 주거 및 상업시설이 위치하는 사업대상지 주변의 환경 여건, 교통 여건 등은 분양
가, 수요층 유인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편익과 재무적 수익과 관련이 있음
- 예를 들어, 주거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 지하철, 공원, 학교,
문화 및 시설 등 주변 인프라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므로 적
절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사업의 수요 및 편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을 검토할 수 있음
○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계획과 더불어 공급 측면에서 경쟁 가능성이 있는 관련
계획에 대하여 적절한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검토하고, 이를 각종 분석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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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주거 및 상업부문 사업은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현황과 수요 및 편익에 영
향을 미치는 장래에 계획된 사업을 반영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군기본계획, 주택 관련 기본계획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여야 함
○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
는 정책방향 제시하여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
○ 도시·군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공간구조 설정, 토지이용계획, 도심 주거환경 등
에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목표로 설정하는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도시
개발사업 및 주택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자치단체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또는 주택공급을 계획시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
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계획인구는 개발사업 등에 의한 사회적 증가
인구가 과다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의 수
요 추정시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인구 및 가구 변화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야 함
○ 또한, 주택의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시에 대규모의 주택 멸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
로 해당 사업의 분석기간 내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을 반영하며, 인근
지역에 택지개발사업 등이 계획될 경우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을 파악하여 수요 추
정시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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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타당성 검토의 쟁점 도출

 사업계획 검토, 현장조사 및 문헌검토, 기조차료 수집 및 분석,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등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쟁점 사항을 도출하여야 함
○ 쟁점 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격, 목적, 추진 배경, 해당 지역의 환경에 따른
기술적 문제 등에 의해 도출됨

 타당성 검토의 쟁점은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으며, 이를 부각시키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요, 편익, 비용 등을 추정함에 있어서 쟁점 사항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변수가 발생하며, 추정 방법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주거 및 상업 부문 사업의 주요 쟁점 도출 시, 사업 추진 가능성과 향후 추진 일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지자체가 계획한 사업 일정의 가능성이 낮을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일정 조
정안을 도출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후에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 등
에 활용하여야 함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타당성 검토의 쟁점 사항을 도출시 사업 효과 또는 비용 등을 추정하기 위한
결정 사항에 불확실성을 내포할 경우, 이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사항별로 분
석함으로써, 의사결정자의 판단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함
 한편 민감도 분석은 투지비용이나, 경제성, 재무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중요한 변수에 대하여 일정량만큼 변화되었을 때 결과에 어느 정도로 영
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기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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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제1절

기술적 검토 및 규모 추정

기술적 검토

1. 입지여건, 지구계 설정 기준의 적정성
 건축 예정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리적 특성 및 현 토지이용현황, 민원발생 가
능성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용도(주거, 상업, 업무)에 따른 입지의 적정성 및 도
시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라 관련 법규 검토를 통
해 개발구역 설정의 적정성의 검토가 필요함
<표 Ⅱ-1> 개발구역의(도시개발사업) 경계 설정 시 고려사항
주요 고려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다른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구역경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지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기타 토지이용상황, 토양 및 지질,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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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개발구역의(도시개발사업) 경계 설정 시 고려사항
주요 고려사항
1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부분으로 한정하되, 건축물의 연령·구조·설비에
의한 불량의 정도와 이들 건축물의 과밀정도·상하수도·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이용상태 및 대
지의 규모·안전 등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위생상태 및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정비예정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나대지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형여건, 건물의 배
치, 토지이용계획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3

구역의 범위는 지형·행정구역·사업규모, 주민의견과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동시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
도록 정한다.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구역을 정하거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한다

5

구역경계부근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개설된 도로는 가급적 구역에
서 제외하고 개설되지 아니한 계획도로인 경우에는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7

구역의 경계선은 원칙적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정한다.

8

토지의 지적경계선등을 경계선으로 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계선이 건축물에 저촉되지 않
도록 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2. 관련 법규에 의한 계획지표 검토
 사업부지에 관한 법적조건을 검토하여 법적 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계획되
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등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부 내용 파악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규정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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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 기준
구분

기준

진입도로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여야 함
- 300세대 미만 : 6m 이상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8m 이상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2m 이상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15m 이상
- 2,000세대 이상 : 20m 이상

관리사무소
등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관리사무소 및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면적(최대 100㎡) = 10㎡ + (50세대 초과 세대수 × 500㎠)

부대시설

유치원

복리시설

주민
공동시설

2천세대 이상 주택 건설시 유치원 설치 대지 확보
-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 유치원 있는 경우 제외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각 시설별 세부 면적은 지자체 조례 참조

자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
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으므로 법규검토를 통해 도입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표 Ⅱ-4>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_관련법규(예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군계획조례 따라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단독주택

1.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2. 공동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

4. 종교시설

4.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6. 노유자시설

6. 야영장 시설
7. 창고시설, 주유소, 주차장 등
8.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9. 발전시설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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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_○○시 조례(예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제외)

7. 운동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8. 창고시설

3. 판매시설(상점)

9. 주유소, 주차장 및 세차장 등

4.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10.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5. 교육연구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6. 수련시설

12.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자료: ｢○○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5]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사업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유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추가
적인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표 Ⅱ-6>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도시계획조례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50% 이하

60% 이하

23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50% 이하

30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이상 500% 이하

70% 이하

450% 이하

 주택건설 시 사업유형에 따라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있
으므로 관련 법규 및 해당사업 관련 고시 내용을 검토하여 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함
○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주택의 건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래의 표는 ｢○○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시 고
시 제2021-178호)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기준과 주택공급 규모 적정성을 검토 예시로 다음과 같이 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
에 관한 계획의 검토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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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예시)
구분

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전용면적 85㎡ 이하 90% 이상 건설
임대주택 : 전체세대 20% 이상
임대주택 세대규모 40㎡ 이하 : 임대의 2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4%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자료: ｢○○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시 고시 제2021-178호)

<표 Ⅱ-8> 주택공급규모의 적정성(예시)
구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기준

의뢰안

검토결과

(전용)85㎡ 이하 90% 이상

공공분양 : 51㎡~74㎡
임대/행복주택 : 18㎡/36㎡

충족
(85㎡ 이하 100%)

임대주택 : 20% 이상

영구임대 : 16.1%
행복주택 : 5.7%

충족
(임대주택 21.8%)

(전용) 40㎡ 이하
: 임대 2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4% 이상

영구임대 18㎡, 행복주택
36㎡ 단일 평형 공급

충족
(40㎡ 이하 100%)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물 종류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검토하여 적정
주차대수가 필요하며,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공주택 업
무처리지침 및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적정 주차대수 검토
○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검토가 요구되며, 일반분양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
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주차대
수를 검토하여야 함
<표 Ⅱ-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단위: 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가. 특별시

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 수도권 내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이상

1/65

1/70

1/75

1/85

주: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는 0.7
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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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32조(주차장)의 주차장 설치 기준
에 따라 적정 주차대수의 검토가 요구됨
<표 Ⅱ-10>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단위: 대/세대)

주차장 설치기준
주택
유형별
영구임대주택

서울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 내 군지역

기타
지역

0.40

0.35

0.30

0.25

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에서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
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표 Ⅱ-11>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단위: 대/세대)

주택
유형별

국민
임대

전용
면적별

주차장 설치기준
서울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 내 군지역

기타
지역

40㎡ 미만

0.80

0.75

0.70

0.70

40㎡ 이상~50㎡ 미만

0.90

0.85

0.80

0.75

50㎡ 이상~60㎡ 미만

1.00

0.95

0.90

0.85

<표 Ⅱ-12> 통합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단위: 대/세대)

적용
면적별

서울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 내 군지역

기타
지역

40㎡ 미만

0.80

0.75

0.70

0.70

40㎡ 이상~50㎡ 미만

0.90

0.85

0.80

0.75

50㎡ 이상~60㎡ 미만

1.00

0.95

0.90

0.85

60㎡ 이상~70㎡ 미만

1.00

1.00

1.00

1.00

70㎡ 이상~85㎡ 이하

1.10

1.00

1.00

1.00

주: 입주대상이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계층으로 특화된 경우 행복주택 기준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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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단위: 대/세대)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
시지역(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도농
복합형태 시는 제외)

그 밖의 지역

청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0.50

0.70

대학생

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의
장기근속자

1.00

주거급여수급자

0.30

고령자

0.30

산단근로자

0.85

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에서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
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공공 주차장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가 공공 주차장
을 이용할 수 있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공공 주차장만큼 행
복주택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함. 단, 전단의 조건에 따라 이미 완화 적용한 경우는 제외함

○ 공동주택외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
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검토하여야 함
<표 Ⅱ-14> 공동주택 외 시설 주차장 설치기준(예시)
구분

주차장법 시행령

○○시 조례

공공업무시설

1대/150㎡

1대/100㎡

근린생활시설

1대/200㎡

1대/134㎡

자료: 1)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2)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7]

 부지조성사업을 수반하는 경우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의 적정
성 검토함
○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준주거시설용지 비율, 도로 및 주차장 면적 비율, 공
원 및 녹지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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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용지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주거용지 배분 기준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표 Ⅱ-15> 주거용지 입지배분 원칙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단독주택용지·준주거시설용지 30%, 공동주택용지 70%

단독주택용지·준주거시설용지 50%, 공동주택용지 50%

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전체 주거용지의 30%내에서 배분비율 가감하여 조정 가능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

<표 Ⅱ-16> 주거용지의 적정성
구분

기준

공동주택용지

주거용지의 70%

준주거시설용지

주거용지의 30%

임대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
-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 및
행복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 30년
이상)의 합이 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
수도권, 광역시 외 기타지역은
공동주택용지의 20% 이상

임대주택재고비율 및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50% 이상 공
동출자한 법인)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행자 외의 시행자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
행하는 경우에 한함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

2) 도시기반시설 용지
가) 도로 및 주차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주차장법」, 지자
체 조례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의 계획 기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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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7> 도로 및 주차장 규모 적정성 검토(예시)
구분

관련 법규

계획기준

도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5% 이상~30% 미만

주차장

「주차장법」,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

나) 공원 및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Ⅱ-18>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구분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0,000㎡ 이상
~300,000㎡ 미만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300,000㎡ 이상
~1,000,000㎡ 미만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1,000,000㎡ 이상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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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용추정

1. 비용 추정 개요
 타당성검토에서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계획단계에서 산정한 사업투자비에대하여
비용항목 또는 건설공종별로 타당한 근거를 통해 도출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재
추정함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비용 추정에 대한 정밀도는 수요추정으로부터 확정된 규
모 및 시설물 조합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추정된 수요에 입각하여 공사
비, 용지보상비, 운영비 등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정함
○ 대체로 목적별 시설물의 배치 및 형식, 공사방법 등이 결정되기 이전이므로 일반적
으로 비용은 ‘수요 추정’ → ‘규모의 적절성 검토’ 과정을 통해 확정된 사업안에 대
하여 유사시설 또는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추정함
○ 비용편익 분석과 재무성 분석에 있어서의 비용은 평가관점, 측정가격, 이전지출 등
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함

 비용은 사업의 특성 및 단계별 검토사항, 쟁점사항을 반영하여 추정함
① 비용은 수요추정 결과를 반영한 사업규모 등이 결정되어야 추정이 가능함
②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규모와 더불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③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설물의 배치 등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물
량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사업비 추정 방법, 항목, 평균단가 등을 참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최근 실적자료를 인용하여 최대한 현실적인 수치를 반영하여 비용을 추정
하되, 반드시 연차별 비용 투입 일정이 포함되어야 함
- 이때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비용의 연차별 투입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우
선되어야 함
- 또한, 사업 계획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사안 중에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사항(지형 조건, 지질, 기존 시설물 등)에 대해
서는 별도의 비용 추정을 수행함

 투자사업의 비용은 분석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①총사업비, ②비용편익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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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위한 비용, ③재무성 분석을 위한 비용 추정 기준이 다음과 같이 상이함
○ 총사업비 :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작성
○ 비용편익 분석상 비용 : 실제 지출되지 않더라고 기회비용적인 관점에서 작성
- 국공유지에 대해 보상배율 적용, 예비비 적용, 이전지출 제외(세금 및 금융비용 등)
○ 재무성 분석상 비용 : 실제 발생한 지출 기준으로 작성, 단 예비비는 포함
- 공유재산 등 기소유 부지매입비 제외, 예비비 적용, 낙찰률 적용, 이전지출 포함
[그림 Ⅱ-1] 총사업비, 비용편익분석 비용, 재무성분석 비용의 비교

2. 총사업비 추정
 비용 항목은 크게 총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별되며, 부지조성 공사가 수반될 경
우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추진근거 법령에서 인정하는 총사업비 항목은 총사업비로 인정함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용, 운영설비비, 제세공과
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재원주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에 투입되
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함
○ 국가 또는 지자체의 부담분에는 기존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지자체가 부담하는부지
관련 비용(해당 부지가 공유지분인 경우 당해 사업에 포함되는 지분에 대한 가액)을
포함

∣74∣

Chapter 2. 도시개발 사업 비용 추정과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

- 여기서, 기존 국유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 기준임
- 단 관련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보다 낮은가격
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그 가격을 포함하여 분석함
<표 Ⅱ-19> 총사업비 항목별 주요 내용
구분

사업비 내용

공사비

공사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보상비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영업손실보상비, 영농손실보상비 등

부대비용

측량비 및 기타 조사비(지반조사비, 문화재지표조사비, 문화재 발굴(시술) 조사비 등), 기
본 및 실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 평가비, 감리비 및 사업
의 시행과 관련된 건설사업관리비, 공사비 단가 검토비,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및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을 포함

운영설비비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운영 전산시스템 등의 제 비용(장
비구축비, 장비구입비, 설비비 등)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
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생태계보전 협력금, 개
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학교 부담금 등)

영업준비금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직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필수경비(모
델하우스 운영비, 광고홍보비, 신탁수수료, 신주발행비, 개업비, SPC 운영비 등)

가. 건축공사비
 건축공사비의 경우 시설유형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있으므로 ①『건물신축단가
표』(한국부동산원, 2020), ②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발주자료, ③『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
비』, ④조달청의 유형별 공사비 및 나라장터의 유사사례를 비교·검토 후 적정
단위공사비를 적용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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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공사비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 2020년)의 자료는 기존 건축물의 가치산정에
는 적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부대 토목공사비와 조경공사비 등에 대한
공사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제시된 표준단가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26) 건축물 신축 공사비 산정시 유의하여야 함
<표 Ⅱ-20> 건물신축단가표 기준 공동주택 단위공사비
구분

작은금액

큰금액

건축공사비 합계

금액(원/㎡)

비고

1,336,000

설계비

24,000

감리비

18,000

전기기본설비

87,000

표준단가(설계감리비 포함)(A)

1,465,000

1. 전기설비

69,014
화재탐지설비

11,000

21,000

16,000

방송설비

1,000

5,000

3,000

TV공시청설비

3,000

10,000

6,500

DATA설비

15,000

33,000

24,000

H/A설비

7,000

11,000

9,000

수변전설비

155,000

232,000

4,682

발전설비

179,000

303,000

5,832

2. 위생, 급배수, 급탕설비
위생, 급배수, 급탕설비

1,497kv

91,000
70,000

112,000

3. 냉난방, 소화설비, 동제어설비

91,000
115,185

난방시설

56,000

85,000

70,500

스프링클러설비(㎡)

19,900

23,800

2,185

자동제어설비(B)

35,000

50,000

42,500

합계(A+B)

1,740,199

보정단위공사비

1,759,341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2020(분류번호 2-1-5-4, 아파트, 2급수)

26) 한국부동산원,『2020년도 건물신축단가표』적용시 유의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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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의 경우 지상층과 지하층
을 구분하여 단위공사비 및 구조형식에 의한 가산비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
양가 산정 시 적용되는 택지비 가산비용 중 택지공사(말뚝박기, 암석지반, 흙막
이 및 차수벽 공사 등)의 세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공사비 산정의 한계
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기본형건
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됨
<표 Ⅱ-21> 분양가 산정방식
구분

분양
가격

세부내용

① 기본형건축비

지상층 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

② 건축비가산비용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의 구조형식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3에 의한 가산비용

③ 택지비

공동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자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02.28.)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지상
16층∼25층)는 다음과 같음
<표 Ⅱ-2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구분(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
(16층~25층 이하)

건축비(원/㎡)
40㎡ 이하

1,561,818

40㎡ 초과 ~ 50㎡ 이하

1,592,727

50㎡ 초과 ~ 60㎡ 이하

1,553,636

60㎡ 초과 ~ 85㎡ 이하

1,525,455

85㎡ 초과 ~ 105㎡ 이하

1,568,182

105㎡ 초과 ~ 125㎡ 이하

1,549,091

125㎡ 초과

1,528,182

지하

734,545

주: 1)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2) 설계비, 감리비등 시설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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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비 가산비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에 따른
구조형식에 의한 가산비용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
의3에 따른 항목별 가산비용으로 구분됨
<표 Ⅱ-23> 건축비 가산비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구조
형식에 의한
가산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지상

최소 3%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
~ 최대 16%(철골구조)

지하

최소 4.8%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 최대 10.5%(철골구조)

1.
2.
3.
4.
5.
6.
7.

테라스 등 추가 설치비용
성능 등급,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선정비용
복리시설 설치비용(법적 기준 초과분)
인텔리전트설비 설치비용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공정률에 따른 기간이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건설 추가 비용 등

○ 택지비 가산비용은 택지 유형 및 감정평가 가액,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구분됨
<표 Ⅱ-24> 택지비 가산비용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1. 공사비
- 말뚝박기공사비
- 암석지반 공사비
-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 특수공법 공사비(지하)

1. 공사비
- 말뚝박기공사비
- 암석지반 공사비
-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 특수공법 공사비(지하)

1. 공사비
- 말뚝박기공사비
- 암석지반 공사비
-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 특수공법 공사비(지하)

2. 방음시설 설치비

2. 간선시설, 도시공원 설치비

2. 간선시설, 도시공원 설치비

3. 택지대금 기간이자

3. 지장물 철거비용

3. 지장물 철거비용

4. 택지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4.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되는 사유지
가액(감정평가 가액)

4.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되는 사유지
가액(감정평가 가액의 120% 이내
매입가)

5. 그 밖의 택지와 관련된 경비
(증명서류 확인)

5. 감정평가 수수료

5. 감정평가 수수료

6. 그 밖의 택지와 관련된 경비
(증명서류 확인)

6. 그 밖의 택지와 관련된 경비
(증명서류 확인)

자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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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표준건축비는 관련 법규 검토결과 임대주택
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및 임대보증금 산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
설원가 산정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 고시 된 이후
현시점(2021년)까지의 건설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았으므
로 임대주택 공사비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27)
<표 Ⅱ-25>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구분(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
(21층 이상)

건축비(원/㎡)
40㎡ 이하

962,545

40㎡ 초과 ~ 50㎡ 이하

971,818

50㎡ 초과 ~ 60㎡ 이하

943,182

60㎡ 초과

942,545

주: 1)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2) 설계비, 감리비등 시설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 2020년)의 단위공사비는 부대토목공사비와 조
경공사비를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의 면적·층별 단위공사비는 가산비용 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토
지주택공사의 기 발주 사례 중 본 사업과 부지현황, 규모(연면적, 세대수) 및
입지여건 등이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함
2)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공사비
 공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은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조달청 나라장터 기 발주사례가 없어 유사사례 선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건물
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 2020년)의 점포 및 상가, 업무시설 단위공사비에
부대설비 보정단가를 적용하여 적정 단위공사비를 적용함
 다만, 역세권 개발사업의 역사에 포함되는 업무·상업시설의 경우는 상기의 점포
및 상가, 업무시설과 구조, 층고가 다르므로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
2020년) 중 적정 단위공사비를 적용함

27)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국토교통부, 2008.0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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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개발사업의 건축물에 백화점, 할인점이 포함되어 계획된 경우에는 해당 단
위공사비를 적용함

나. 기타 공사비(제로에너지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등)
 현재 공동주택(상업시설, 업무시설은 비대상)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대상은 아니
나, 향후 규정이 강화된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
지건축물 인증 대상은 ①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②업무시설,
③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공공업무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은 의무대상은 아님
 다만,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이며 점을 유의하여야 함
 제로에너지건축 추가 공사비는 주무부처가 제출한 세부자료가 없을 경우, 제로
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 이전인 2019년까지의 실적 공사비의 5%를 추가
함28)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는 유사사례의 의무공급비율과 목표 연도의 비율 차이
를 적용하여 산정함
○ 신·재생에서지 설비 설치비 기준단가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시
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음

다. 보상비
1) 용지보상비
 택지개발 지구 내일 경우는 해당 용지의 매입가를 용지보상비로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가능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28)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운영비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추정 방안(한국개발연구원,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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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용지보상비를 추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업지구에 편입될 전체 토지와 지
장물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임
 직접 감정평가에 의해 용지보상비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
와 지장물 중 지목이나 용도지역 등 개별 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유
형에 대해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하고(약 5%), 이를 직접 감정평가하여 전체 용
지보상비를 추정하는 방안으로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나) 약식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와 지장물 중 지목이나 용도지역 등 개별 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하고(약 5%), 위 표본에
대해 감정평가사에게 약식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구
전체의 예상용지보상비를 추정함
다) 기존 사업지 주변의 보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타당성검토를 의뢰한 주무부처 등에 사업지 주변에서 기존에 실시한 보상전례
가 있다면 이를 제출토록 하고, 이 보상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할
보상배율을 추출하는 방법임
 사업구간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기존 도로나 철도를 확장하
는 경우 등 유사 보상전례가 풍부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임
라) 보상배율 적용방법
 약식 감정평가나 사업지 주변에 기 보상자료가 없거나 자료로써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적 보상배율을 적용함
○ 시도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보상배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추정하며, 개발예정지의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을 근거로 각각의 보상배율을 도출하여 둘의 산술평균을 구한 뒤
산정한 보상배율에 토지면적과 해당필지 공시지가를 곱하여 토지보상비를 추정함
○ 용도지역(또는 이용상황)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산술평균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보
상배율을 바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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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과 이용상황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시도 전체 보상배율을 적용함
<표 Ⅱ-26> 시도 전체,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 보상배율
용도지역(4개지역)

이용상황(5개 이용상황)

구분

전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개발
제한

관리

농림/
주거용/
자연환경
공업용
보전

서울

1.66

1.59

1.84

-

-

부산

1.90

1.87

1.93

-

대구

2.05

1.90

2.18

인천

2.10

1.66

광주

2.13

대전

상업용/
주상용

전답

임야

공공
기타

1.23

1.52

1.29

2.77

3.66

-

1.86

1.61

1.90

3.00

3.90

2.90

2.78

1.92

1.57

2.05

3.89

4.89

1.77

3.13

2.36

1.66

1.11

2.16

2.64

3.89

1.54

2.71

2.57

-

1.54

1.31

2.18

2.80

3.28

1.59

1.59

1.83

2.00

3.00

1.59

1.57

1.60

2.59

3.81

울산

2.78

2.09

3.04

2.82

3.00

1.91

1.88

2.45

5.00

4.44

세종

2.87

2.55

2.79

3.33

2.75

2.34

2.04

2.70

5.11

4.16

경기

1.85

1.49

1.92

2.08

2.01

1.63

1.57

1.77

2.70

2.88

강원

2.44

1.89

2.65

2.71

2.68

1.90

1.64

2.38

4.46

4.62

충북

2.35

1.37

2.38

2.88

2.61

1.74

1.56

2.31

3.07

5.20

충남

2.49

1.93

2.54

2.96

2.39

2.04

1.63

2.33

3.58

4.06

전북

2.15

1.82

2.22

2.61

2.09

1.95

1.69

2.11

3.42

4.25

전남

2.50

2.03

2.75

2.62

2.47

2.17

1.72

2.40

4.50

5.00

경북

2.64

2.24

2.52

2.99

2.54

2.10

1.82

2.52

4.50

5.31

경남

2.73

1.96

3.08

3.13

2.62

2.13

1.80

2.70

4.50

4.17

제주

2.17

1.73

2.22

2.60

2.71

1.69

1.50

2.43

3.10

4.11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조사에서 용지비용에 관한 연구』, 2016.04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2019.05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총사업비에는 실제 수반되지 않더라도 국공유지 토지 비용을 포함하되, 공시지
가 기준으로 적용함
○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등 실제 토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경
우라도, 이를 기존의 용도나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매각을 통해 금전적인
수입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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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7> 총사업비관리지침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조(정의 및 범위)
③ 제2항의 지자체의 부담분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해당 부지가 공유지분인 경우 당해 사업에 포
함되는 지분에 대한 가액으로 한다)을 포함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
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

2) 지장물 보상비
 지장물보상비는 실제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는 해당 자료를 사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 사업현장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비의 10∼15% 수준에서 조정
하여 적용함
3) 간접보상비(이주대책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과거의
기 보상사례를 바탕으로 추정함

라. 부대비용
 부대비용은 조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사비 및 보상
비 이외의 비용을 의미함
○ 조사 및 측량비 : 각종 조사, 평가, 시험 및 측량 비용 등 추가 업무 비용
○ 설계비 및 감리비 :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 공사감리비
○ 제영향평가비 : 사업규모에 따라 관련 법규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반영
○ 시설부대비 : 건설, 전기 및 통신, 건축공사 등 건축, 대수선, 설치, 축조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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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공사비요율에 의해 설계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발표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대가기준｣과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타당성검토에서는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수립
기준의 공사비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대가기준｣을 참고함
○ 설계비 요율은 각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석이 수행되는 시기에 발표된 최
신 요율을 적용함

 기본적으로 타당성검토 단계에서는 공사비 기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며, 공사
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함
< 직선보간법 계산식 >
(x - x2) (y1 - y2)
y = y1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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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8> 건축부문 시설부대경비 요율
종별
공사비

도서의
양

제1종(단순)
도서의 양

감리

도서의 양
상급

중급

기본

제3종(복잡)
감리

도서의 양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중급

기본

10.22 8.51

6.81

2.02 11.41 9.51

7.61 2.24 12.55 10.46

8.36

2.46

1억원까지

9.38

7.82

6.25

1.90 10.43 8.69

6.95 2.11 11.48

9.56

7.65

2.32

2억원까지

8.16

6.80

5.44

1.51

9.08

7.57

6.05 1.68

9.99

8.33

6.66

1.85

3억원까지

7.08

5.90

4.72

1.39

7.88

6.57

5.26 1.54

8.68

7.23

5.78

1.70

5억원까지

6.46

5.38

4.30

1.29

7.18

5.98

4.79 1.43

7.90

6.58

5.26

1.57

10억원까지

5.75

4.79

3.83

1.11

6.39

5.32

4.26 1.23

7.03

5.86

4.68

1.35

20억원까지

5.09

4.24

3.40

1.02

5.66

4.72

3.77 1.13

6.22

5.19

4.15

1.24

30억원까지

4.84

4.03

3.23

0.98

5.38

4.48

3.58 1.09

5.91

4.93

3.94

1.20

50억원까지

4.68

3.90

3.12

0.96

5.20

4.33

3.46 1.07

5.72

4.76

3.81

1.18

100억원까지

4.56

3.80

3.04

0.94

5.07

4.22

3.38 1.04

5.58

4.65

3.72

1.14

200억원까지

4.43

3.69

2.96

0.91

4.92

4.10

3.28 1.01

5.42

4.51

3.61

1.11

300억원까지

4.36

3.63

2.91

0.90

4.84

4.03

3.23 1.00

5.32

4.44

3.55

1.10

500억원까지

4.30

3.58

2.87

0.88

4.77

3.98

3.18 0.98

5.25

4.38

3.50

1.08

1,000억원까지

4.21

3.50

2.80

0.87

4.68

3.90

3.12 0.97

5.14

4.29

3.43

1.07

2,000억원까지

4.14

3.45

2.76

0.86

4.60

3.84

3.07 0.95

5.06

4.22

3.38

1.05

3,000억원까지

4.10

3.42

2.73

0.85

4.55

3.79

3.03 0.94

5.01

4.17

3.34

1.03

5,000억원까지

4.03

3.36

2.69

0.84

4.48

3.73

2.99 0.93

4.93

4.11

3.28

1.02

5000만원까지

상급

제2종(보통)

주: 1. 동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2. 감리비 요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2-553호, 2012.8.22) 제14
조의 규정을 적용(위 표의 감리비 요율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
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대가에 적용)
3. 도서의 양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2-553호, 2012.8.22) 제10조
참조
4.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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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9> 건설부문 시설부대경비 요율
구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1)

시설부대비2)

5천만원까지

3.35

6.42

3.02

1.08

1억원까지

3.19

6.09

2.85

0.90

2억원까지

2.69

5.11

2.26

0.72

3억원까지

2.53

4.78

2.06

0.72

5억원까지

2.36

4.46

1.89

0.72

10억원까지

2.17

4.07

1.66

0.63

20억원까지

1.97

3.71

1.53

0.36

30억원까지

1.88

3.54

1.48

0.36

50억원까지

1.80

3.41

1.45

0.27

100억원까지

1.71

3.24

1.41

0.25

200억원까지

1.61

3.06

1.37

0.23

300억원까지

1.57

3.01

1.35

0.23

공사비

500억원까지

1.50

2.90

1.33

0.23

1,000억원까지

1.45

2.79

1.30

0.23

2,000억원까지

1.39

2.70

1.28

0.21

3,000억원까지

1.37

2.64

1.25

0.19

5,000억원까지

1.32

2.58

1.23

0.17

주: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뜻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0.05

2) 조사 및 측량비
 조사 및 측량비는 공사비의 약1%를 별도 계상하도록 함, 다만, 주무관청 사업
계획상 세부 항목별 비용이 추정되어 있고 검토 결과 공사비의 1%와 크게 상
이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별도의 추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3) 공사감리비
 공사감리비는 건축이나 토목, 통신공사의 견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와는 다른 독립적인 제3자(감리자)가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비용임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 검토, 공정 및 기성고 사정, 준공도 검토 등

 공사감리비는 사업성격, 공정별 필요성 등에 따라서 책임감리와 공사감리로 구
분하여 반영하되, 각각 시설부대경비 기준 단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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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감리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모든 감독권한을 대행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에 적용

 전면책임 감리대상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
액)가 200억원 이상으로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공
항건설, 댐 축조, 고속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공사 등

 부분책임 감리대상
○ 전면책임감리 대상외의 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나) 공사감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적용)
 공사감리는 설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발주자 측 감독자와 동시주재)로 정의됨
○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건축공사, 전기 및 통신설비공사 중 감리가 필요한 공사
가 해당됨

다) 감리비 산정
 감리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이 있으나, 대가의 산정은 정액정산방식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
비, 기술료, 추가 업무비용,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타
당성검토에 적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타당성검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
립기준의 공사비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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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비는 공사 복잡도에 따른 공종(단순, 보통, 복잡)을 구분한 후,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함
○ 즉,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사비에 해당 공종의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최종 대가를 산출함
○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함
<표 Ⅱ-30>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개산요율(%)

공사비
(억 원)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3,000
5,000

7.67
6.14
5.34
4.81
4.44
4.02
3.66
3.20
2.89
2.54
2.15

8.52
6.81
5.92
5.34
4.94
4.47
4.06
3.56
3.21
2.82
2.39

9.37
7.50
6.52
5.88
5.43
4.91
4.46
3.92
3.53
3.09
2.62

주: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
-0.3230

2.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개산요율은 단순=12,933.1967×(공사비)

-0.3234

, 보통=14,498.7284×(공사비)

,

-0.3236

적용
복잡=16,006.0775×(공사비)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0.05

4)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아래에 열거된 경비 또는 이에 준하는 필요 경비에 한
하여 집행되는 비용임
○ 공사시공 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
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재비 및 피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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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시설부대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요율을 적용하며, 시설부대비
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최종대가를 산출함
○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함

5) 감정평가 수수료 및 보상업무위탁수수료
 보상업무위탁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보상에 따른 부대비용임
○ 보상 주체 및 감정평가수행 여부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시 보상업무위탁수수료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따르며, 감정
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의 비용을 산출함

마. 제세공과금(취득세, 재산세, 부담금 등) 사업주체에 따라 상이함
 제세공과금은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
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의미함
○ 부담금에는 생태계보전 협력금, 개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공유수
면 점·사용료,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학교 부담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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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1> 부담금 항목 및 관련 법규
구분

관련 법규

산정방식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제38조

해당면적 공시지가의 30%(최대 50,0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제19조

해당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자가의 1%)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해당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지역계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71조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등의 합산 금액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61조

계획 오수량 × 원인자 부담금액

 사업시행자의 부담금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정부에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을 말
하는 것으로 정부 주도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대체비용 성격의 부담금은
포함하여야 함
○ 세금, 건설이자는 이전지출항목으로 재무성 분석에는 반영되며, 비용편익 분석에는
제외됨

바. 영업준비금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직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필
수경비(모델하우스 운영비, 광고홍보비, 신탁수수료, 신주발행비, 개업비, SPC
운영비 등)를 반영함

사. 예비비
 투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비용항목으로 예비비의 반영은
중요함
○ 타당성검토에서는 비용편익 분석 및 재무성 분석 수행 시 예비비를 반영함

 예비비는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하기위한 것임
○ 예비비는 물량 계획이 당초 계획처럼 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물량 예비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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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상승에 대비하는 물가 예비비가 있음
○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불변가격을 사용하므로 인플레이션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물량 예비비만 반영함

 비용 추정 시 설계도서 등을 활용하기 어렵고 유사 사업의 평균값을 활용하게
될 경우 장래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중가 요인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로서 예비비를 비용항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로
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며, 투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비용항
목으로 반드시 반영시켜야 함

 따라서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예비비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용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의 10%를 적용함
○ 국공유지 중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제로 보상하지 않
기 때문에 예비비를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의 규모가 작아 예비비
를 제외하는 것이 분석상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예비비를 적용하
여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여도 무방함

 그러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이후 타당성검토를 수
행하는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자료 구득이 가능함
○ 특히, 사업비 자료의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경우 개별 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비용자료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사업비 산출오차를 크
게 줄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예비비를 반영할 필요성이 낮아짐
○ 실시설계 등의 자료에서 제공하는 단가는 시일이 지나 적용하기 곤란하다 할지라도
물량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역시 비용추정 시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오래되었거나 사업내
용의 변경 등으로 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예비비를 포함하여야 함
○ 한국감정원의 사전표본평가, 또는 기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용
지보상비를 산정한 경우는 보상배율에 비해 정밀성이 높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제외함

 따라서 사업추진 단계별 예비비를 차등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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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2>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구분

예비비 반영비율

사업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이전 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10%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5%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도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0%

아. 부지조성 공사를 수반할 경우
 부지조성 공사를 수반할 경우는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용, 제세공과금, 기타비용 등을 추가
로 반영함

3. 운영비 추정
가. 공동주택 운영비
 공동주택 운영비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추정하며,
운영비 항목은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구분되나 이
중 공용관리비 및 장기수선 충당금에 한해 산정할 필요가 있음
<표 Ⅱ-33> 공동주택 운영비 분류
구분

세부내역
일반관리비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의 부대비용

청소비
경비비
공용관리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수선유지비

수선비, 시설유지비, 안전점검비, 재해예방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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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분

세부내역

개별사용료

난방비

정화조오물수수료

급탕비

생활폐기물수수료

가스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전기료

건물보험료

수도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자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 공동주택 운영비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지역별 월평균 관리비
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음
<표 Ⅱ-34> ○○지역 평균 운영비
구분

월 기준관리비(원/㎡)

연간 기준관리비(원/㎡)

공용관리비

946

11,356

개별사용료

844

10,124

장기수선충당금

147

1,767

합계

1,937

23,247

자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표 Ⅱ-35> 공동주택 연간 운영비 산정(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1년

2년

3년

4년차 이후

공용관리비

285

285

285

285

개별사용료

221

221

221

221

장기수선충당금

44

44

44

44

합계

550

550

550

550

주: 상기 운영비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함(개별사용료는 수요부문의 공실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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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업무시설 운영비
 상업/업무시설의 운영비는 유사사례 자료 검토에 한계가 있어 국내 부동산 관
리회사에서 발표하는 시장보고서의 업무시설의 관리비 구성 항목 및 단가와
『상업용 부동산 영업경비 연구』(한국감정원, 2013) 및 분기별 오피스빌딩 시장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상업용 부동산 영업경비 연구』(한국감정원,2013)의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운영비
항목을 영업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관리회사 중 하나인 Mate plus
도 동일하게 영업경비로 정의하고 있음
○ 영업경비의 세부항목 구성에는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인 항목 구성은 동일함
<표 Ⅱ-36> 영업경비 항목 비교검토
한국감정원

Mate plus

청소비용
주차관리비용
보안경비

위탁관리비

조경관리비용
임대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유지보수비

시설유지비용

수선비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자료: 한국감정원, 『상업용 부동산 영업경비 연구』, 2013

○ 상업/업무시설의 운영비는 항목 선정 시 편익 항목을 고려하여 연구진의 판단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위탁관리비(자산관리비, 시설관리비), 시설유지비(유
지보수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등이 포함되나 공과금 및 보험료는 이전 비용이므로
운영비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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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7> 운영비 항목 설정
구분

세부내역

위탁
관리비

자산관리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임대, 운영, 관리 등) 제공에 대한 수수료

시설관리비

건물의 시설관리 용역비(시설, 미화, 주차, 보안, 안내 용역비 등)

시설
유지비

유지보수비

건물의 유지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비

수선비

건물의 긴급한 보수 및 수선을 위한 비정기적 보수비용

수도광열비

건물에 소모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지역난방료 등

자료: 한국감정원, 『상업용 부동산 영업경비 연구』, 2013

1) 상업/업무시설 운영비 산정(예시)
○ 국내 부동산 관리 회사 중 Mate plus, 교보리얼코, 한화에스테이트 의 2020년 4분
기 ○○지역 월평균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으며, 2020년 4분기 운영비는
평균 5,911원/㎡으로 검토됨
<표 Ⅱ-38> 국내 부동산 관리회사 월평균 기준운영비
구분

Mate plus

교보리얼코

한화에스테이트

평균

○○지역 운영비

5,966

5,909

5,857

5,911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자료: 각 업체별 분기별 오피스빌딩 시장보고서(2019.4Q)

○ 『상업용 부동산 영업경비 연구』(한국감정원, 2013)에서 분석한 운영비 항목별 비율
은 시설규모에 따라 약 10,000㎡ 기준, 약 23,000㎡ 기준, 약 33,000㎡ 기준, 약
49,000㎡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규모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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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9> 규모별 운영비 단가 및 비율
(단위: 원/㎡, %)

구분
위탁
관리
유지
보수

수도
광열

제세
공과

PM
FM
소계
유지보수비
검사수수료
소모품
소계
수선비
전기
수도
가스
소계
재산세(건물)
재산세(토지)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점용료
소계
보험료
합계

3,000평 기준
(약 10,000㎡)
단가
비율
454
7%
2,390
39%
2,843
46%
151
2%
30
0%
181
3%
363
6%
333
5%
968
16%
151
2%
363
6%
1,482
24%
393
6%
514
8%
0
0%
60
1%
30
0%
60
1%
1,059
17%
60
1%
6,141
100%

7,000평 기준
(약 23,000㎡)
단가
비율
363
6%
2,238
38%
2,601
44%
151
3%
30
1%
181
3%
363
6%
333
6%
1,028
17%
151
3%
363
6%
1,543
26%
393
7%
514
9%
0
0%
60
1%
30
1%
60
1%
1,059
18%
60
1%
5,959
100%

10,000평 기준
(약 33,000㎡)
단가
비율
302
5%
2,057
35%
2,359
40%
181
3%
30
1%
181
3%
393
7%
333
6%
1,149
19%
151
3%
393
7%
1,694
29%
393
7%
514
9%
0
0%
60
1%
30
1%
60
1%
1,059
18%
60
1%
5,899
100%

15,000평 기준
(약 49,000㎡)
단가
비율
302
5%
1,996
34%
2,299
39%
181
3%
30
1%
181
3%
393
7%
242
4%
1,331
22%
181
3%
393
7%
1,906
32%
393
7%
514
9%
0
0%
60
1%
30
1%
60
1%
1,059
18%
60
1%
5,959
100%

자료: 한국감정원, 『상업용 부동산 영업경비 연구』, 2013

○ 월평균 기준운영비에 운영비 단가 비율(10,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근린생활시
설 연간 운영비는 다음과 같음
<표 Ⅱ-40> 근린생활시설 운영비 산정(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관리비
위탁관리비
시설관리비
소계
유지보수비
시설유지비
수선비
소계
수도광열비
합계

1년
19
102
121
15
14
30
34
185

2년
19
102
121
15
14
30
47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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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9
102
121
15
14
30
52
203

4년차 이후
19
102
121
15
14
30
56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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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제1절

수요추정

주거 부문 수요추정

1. 수요추정의 개요 및 주요 개념
가. 수요추정의 필요성 및 목적
1) 수요추정의 필요성
 주거 부문의 타당성 검토에 있어 주택수요 추정은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주택
수요추정 결과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임
○ 주택수요 추정결과 계획된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매우 적다고 판단되면, 사업은 이
미 정당성을 잃게 됨
○ 설령 준공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목표 연도가 2030년인 주택사업에서 공급량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요
가 추정된 경우, 이 사업은 공급량을 축소하거나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수요가 성숙
되는 시점에 준공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수요추정은 사업의 근본적인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임

 수요의 충족 여부에 따라 편익의 크기가 좌우되고 최종적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주택수요 추정결과는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준공시점에 모두 사용되어 편익을 발
생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가 미분양 내지 미임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
장 중요한 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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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된 주택수요가 대상 사업의 공급량보다 많다면, 해당 사업은 수요측면에서 적
절하며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시점부터 편익을 발생시키게 됨
○ 반면 추정수요가 공급보다 적다면 그 차이만큼은 공가로 남게 되어 점진적으로 해
소될 때까지 편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됨
○ 요약하면, 수요추정 결과에 따라 연간 편익의 크기가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에도 영향을 미침

2) 수요추정의 목적
 주택수요추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것임
○ 계획된 공급량보다 지역의 수요가 부족한 경우 추진하려는 사업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역수요를 추정하여 이를 판단함
- 주택은 수요가 충분한 곳에 공급하여야 서민주거 안정효과와 주택시장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1차적인 목적은 타당성검토 대상 주택공급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임
○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수요추정을 통해 판단함
- 예를 들어, 수요가 계획공급량을 충분히 상회할 경우 사업은 수요측면에서 성공적
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함

 2차적인 목적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주택서비스량을
확정하는 데에 있음
○ 경제적 편익 및 재무적 수입을 추정하기 위해 주택면적과 주택수를 추정함
○ 입주 시점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 공급량 전체를 편익추정 및 수입추정의
기초로 삼고 타당성검토를 수행함
○ 입주시점에는 수요가 부족하나 그 격차가 단기간(예 2~3년)에 해소될 것으로 판단
되면 편익과 수입 추정 시 이러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타당성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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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요추정을 위한 주요 개념
1) 소요와 수요의 구분
 주택 소요(Housing Needs)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주택의
양으로서 지불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념임
○ 주택소요는 통상적으로 각 가구(Household)의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와
지불능력(Affordability)을 감안하지 않은 필요량을 의미함
○ 국가적으로 볼 때, 정책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계층별, 지역별 주거의 양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주택의 소요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도 1가구는 1개의 적절한
주택(Decent housing)을 소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정함
○ 그러므로 통상 필요한 주택서비스량의 추정에 있어 ‘소요(Needs)’의 개념을 사용하
며, 이에 대상자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하면 ‘수요(Demand)’로 전환됨
○ 공공임대주택의 필요량은 잔여소요로서 전체소요 중 시장에서 해소되는 소요를 제
외하고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요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통상적임

 주택 수요(Housing Demand)란 주택 구매력을 갖추고 구매하고자 의지를 가
진 가구가 발생시키는 주택 필요량으로서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필요량을 의미함
○ 주택 수요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주택시장상황,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 자금유
동성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 그러므로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주택수요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
하며 특정 사업장의 수요는 해당 시점의 주택시장상황과 해당 주택의 분양가(또는
임대료)의 수준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음
○ 주택수요추정은 추정기간이 짧을수록, 주택공급계획(면적, 가격, 가구수 등)이 구체
적일수록 정확해지며 기간이 길거나 계획이 개략적이면 부정확해짐
○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주택수요에 근거하여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에
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가구구조를 기반으로 한 장기주택수요 추정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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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주택소요와 수요의 차이
구분

주택소요

주택수요

영역

사회적〮 정책적 개념

경제적 개념

정의

일정수준 이하의 주거수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택의 양과 질
(하성규 1991, ‘주택정책론’)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을 갖춘 가구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

고려사항

최저주거기준, 소득, 주거비

인구 및 가구변화, 소득, 주택선호, 주거비

대상계층

저소득층 및 서민층

지불능력과 지불의사가 있는 중산층 이상

대상사업

공공임대 및 주거지원사업

일반적인 분양주택

2) 신규수요와 대체수요
 신규수요(Additional Demand)는 인구 및 가구변화, 소득 및 주거비 변화 등
으로 인해 향후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수요임
○ 신규수요는 현재의 주택수요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서 미래 발생
할 가구분화나 소득증가, 주거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발생함
○ 미래의 인구나 가구가 변화하게 되면 주택수요도 변화하는데, 통상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신규수요는 M-W모형 등으로 추정이 가능함
○ 반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더라도 가구수가 증가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
는데, 이는 주택의 소비단위가 가구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가구기반 모형
(Household-Based Model)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득이 증가하면 향후에 신규로 주택수요가 발생하는데, 소
득이 증가하면 더 큰 면적 혹은 신규 주택을 원하기 때문임
○ 주거비가 상승하게 되면 통상 주택수요가 감소하는데,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가구
라면 주거비증가에 따라 주거소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이 외에도 지역적으로는 인구나 가구이동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신규수요나 면적 증
가를 위한 신규수요도 발생할 수 있음

 대체수요(Substitutional Demand)는 수요권 내의 기존 주택 멸실 및 공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가구가 발생시키는 수요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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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수요는 현재 주택수요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바, 현재 주택 재고 중에서 미래
에 멸실되거나 공가화되어 발생되는 수요를 말함
○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면 해당 거주 가구
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하므로 대체주택수요를 발생시킴
○ 기존 주택의 공가화도 기존주택의 대체주택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다만 공가
화는 신규주택공급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신규수요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대체수요
추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결론적으로 대체수요는 현재 주택재고 중 향후 얼마나 많은 양의 주택이 멸실 내지
공가화될 것인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며 이는 가구 분화와는 무관하게 발생함
○ 즉, 재개발, 재건축, 노후멸실, 노후주택 공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수요는
그 지역의 가구증감과는 무관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가구가 새로운 주택을 찾
는 과정에서 발생함
[그림 Ⅲ-1] 신규 및 대체수요의 요인과 거시적 수요발생 개념(주택가격은 미고려)

현재

거시적
수요요인

발생 수요

인구가구
소득
주거비
(주거선호)

신규수요

목표시점

현재
주택재고
+추가수요

현재
주택재고
멸실
공가화
(주거선호)

대체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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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위시장과 1차 수요권
 주택 하위시장(Housing Submarket)이란 지역, 유형, 규모, 점유형태 등 다양
한 특성별로 동질적인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세분화된 시장을 말함
○ 지역 하위시장은 주택수요 측면에서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간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 경기 등 광역적인 지역하위시장과 강남, 강북 등 국지적 시장 등으
로 구분할 수 있음
○ 주택유형 하위시장은 아파트시장, 다세대/연립시장, 단독다가구 시장 등 주택유형
에 따라 동질적이라고 판단되는 세부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규모별로는 소형주택시장, 중대형 주택시장 등 주택의 규모에 따라 동질적이라고
판단되는 하위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점유형태에 따른 하위시장 구분은 크게 자가시장과 임차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임차시장은 전세와 월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요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주택시장과 중산층용 일반주택시장,
서민용 저렴 주택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타당성 검토를 위한 수요추정 시에는 다양한 하위시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여야만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음
<표 Ⅲ-2> 주택하위시장의 구분
구분 기준
지역

구분 사례
 수도권 vs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남, 강북

주택유형

 아파트 vs 비아파트
 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

주택규모

 소형, 중형, 중대형
 60㎡ 이하, 60~85㎡, 85㎡ 초과

점유형태

 분양 vs 임대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무상

주택가격

 고가 vs 중저가
 고급, 일반, 저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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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수요권(Primary Demand Area)이란 사업대상지에서 주택이 공급될 경우
전체수요의 약 70%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공간범위를 말함
○ 개념적으로 수요권역은 대상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잠재적 입주자들(수요자들)
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함
○ 수요권 설정에 있어 잠재적 입주자의 100%가 현재 거주하는 공간을 설정하는 것은
수요과다추정의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경기도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극소수이지만 제주도나 전라도에서
입주할 수 있으며 이들도 고려할 경우 수요권은 전국이 됨
○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권분석에서 사용하는 1차 상권의 개념을 차용하여 잠재적 수
요자의 약 70%가 거주하는 권역을 ‘1차 수요권’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추후 전체 수요는 1차 수요권 수요에 1차 수요권 비율(70%)의 역수(m=1/0.7)를
곱하여 추정할 수 있음
○ 1차 수요권은 사업대상지에 연접한 시군구부터 누적적으로 포함하며, 공간의 분포
와 계획된 공급세대수에 따라 30㎞ 내외까지도 확장될 수 있음
[그림 Ⅲ-2] 1차 수요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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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흡수율과 유출률
 대상지의 흡수율(Absorption Rate)이란 1차 수요권 내의 각 시군구(j)에서 발
생하는 수요 중 대상지(대상 시군구)로 흡수되는 수요의 비율을 말함
○ 1차 수요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요가구의 70%가 어디로부터 올 것인지 추
정해야 함
○ 흡수율은 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와 인근 시군구 사이에 통상적인 인구이동을 기초
로 대상지에 주택이 공급되면 해당 시군구 및 인근 시군구에서 얼마나 대상지 주택
으로 입주할지를 추정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임
- 예를 들어, 청주시에 주택을 공급할 때 청주시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인근 증평군
이나 괴산군에서 어느 정도의 가구가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될지 예측하기 위해
흡수율을 사용함
○ 실제적으로는 최근의 가구(또는 인구)이동 O/D 마이크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입/
전출 가구(또는 인구)수 비율을 각 시군구에서 대상지로의 흡수율로 추정함

 

지역에서부터 본 사업대상지로의 전입 가구수 인구수 

지역의 총전출 가구수 인구수 

○ 예를 들어, 증평군에서 2021년 전출한 총가구수가 1,000가구인데, 이중 사업대상
지가 속한 청주시로 전입한 가구수가 100가구라면 해당 사업의 증평군 수요 흡수
율은 10%로 봄
○ 그러므로 1차 수요권인 ‘증평군’에서 목표 연도까지 수요가 100호 발생한다고 하면
그 수요 중 청주시의 주택에 입주할 수요는 흡수율 10%를 적용한 10호라고 추정함
○ 결과적으로 1차 수요권 내의 각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흡수율을 곱하면 대상
지로 향하는 수요를 추정할 수 있고, 이를 모두 합하면 1차 수요권 내의 수요를 추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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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흡수율의 개념

 유출률(Exit Rate)이란 해당 사업 대상지에서 1차 수요권 내의 각 시군구(j)로
유출되는 수요의 비율을 말함
○ 대상사업의 목표 연도까지 1차 수요권 내에서는 타 주체에 의해 다양한 사업을 통
해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본 사업이 아닌 다른 주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공급되었을
때 본 대상지의 수요 중 어느 정도 비율이 해소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해당 시군구를 포함하여 1차 수요권 내의 각 시군구(  )에 전입하는 총가
구수 대비 본 대상지(시군구)에서  지역으로 전출하는 가구수의 비율을 ‘유출률’로
보고 수요 감소분을 추정함
○ 예를 들어, 증평군의 총 전입가구수가 500가구인데 그 중 사업대상지(청주시)에서
증평군으로 전입한 가구가 100가구라고 하면 유출률은 2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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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목표 연도까지 증평군에서 총 1,000호의 주택이 다른 사업(타 주체)에
의해서 공급되면 사업대상지(청주시)의 수요 중 200호(1,000호*20%)의 수요가
유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봄

 

본 사업대상지로부터 지역으로의 전출 가구수 인구수 

지역의 총전입 가구수 인구수 

[그림 Ⅲ-4] 유출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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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공급량과 순수요
 경쟁공급량(Competitive Supply)이란 목표 연도까지 1차 수요권 내의 각 시
군구(j)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수에 유출률을 감안한 물량을 말함
○ 1차 수요권 내에서 타당성 대상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물량은 본
사업의 목표 연도까지 예상되는 주택수요의 일부를 해소시키게 됨
○ 이와 같이 경쟁공급량에 의한 수요해소를 고려해야만 본 사업으로 인해 목표 연도
에 준공되는 주택의 순수한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이때, 본 사업의 공급계획물량이나 경쟁 공급량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와 같은
가격자료나 공급평형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고려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미래
사업계획들이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종합해보면, 1차 수요권 내에서 목표시점까지 타 주체에 의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
되는 주택공급량을 추정하고, 그 물량 중 얼마만큼이 본 사업대상지에 해당하는 수
요를 감소시킬 것인지를 유출률을 통해 추정함

 순수요(Net Demand)란 1차 수요권 내에서 발생하는 수요와 경쟁공급량을 모
두 고려하여서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이 기대할 수 있는 수요임
○ 1차 수요권 내에서 발생하는 신규수요와 대체수요를 합하고, 다른 사업에 의한 경
쟁 공급량을 제하여 1차 수요권의 순수요를 추정함
○ 최종적으로 전체 순수요는 1차 수요권 내의 순수요에 승수(m=1/1차 수요권 비중)
를 곱하여 추정함
[그림 Ⅲ-5] 경쟁공급량과 순수요
목표시점
총수요

경쟁
공급량

목표시점
순수요

전체
순수요

1차 수요권
총수요
(신규+대체)
T

다른 사업에
의한 공급량
C

1차 수요권
순수요
N1=T-C

전체 수요권
순수요
NT=N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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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추정방법론
가. 수요추정 과정
 수요추정 6단계
○ 1단계(1차 수요권 설정) : 수요가 발생하는 모든 권역을 대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전체수요의 약 70%를 기준으로 대상지 연접 시군구를 1
차 수요권으로 설정함
○ 2단계(신규수요 추정) : 통계청 가구추계 자료와 주택가격 및 임대료 자료, 주거실
태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요추정모형으로 대상지의 신규수요를 추정함
○ 3단계(대체수요추정) : 향후 주택의 멸실로 인해 발생하는 이전수요를 기반으로 대체주
택수요를 추정함
○ 4단계(1차 수요권 총수요 추정) : 앞서 설정한 1차 수요권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
이는 신규수요와 대체수요의 총량을 추정함
○ 5단계(경쟁공급량 추정) : 사업기간 동안 1차 수요권 내에서 타 주체에 의해서 공급
될 물량 및 현재 미분양 물량을 경쟁공급량으로 추정함
○ 6단계(전체수요 추정) : 1차 수요권의 순수요를 전체 수요권 수요로 전환하여 최종
적인 순수요를 도출함
<표 Ⅲ-3> 수요추정의 일반적 과정
1차 수요권
설정

신규수요
추정

대체수요
추정

전체 수요권
순수요추정

경쟁 공급량
추정

1차 수요권 총수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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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요추정 단계별 주요 기준 및 방법
 1단계(1차 수요권 설정)
○ 1차 수요권 설정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인구이동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대상
지 시군구로 전입하는 가구(또는 인구)의 약 70%가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를 1차
수요권으로 설정하는 것임
- 이때, 주택의 소비단위가 가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보다는 가구를 기준으로 1
차 수요권을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다만 다음과 같이 대상 사업의 규모와 위치, 과거의 입주자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보다 간소화하여 1차 수요권을 설정할 수 있음
-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면서 해당 시군구의 중심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만(주변 시군구 미포함)을 1차 수요권으로 할 수 있음
∙ 다만, 소규모이면서 2~3개 시군구의 경계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2~3개 시
군구를 1차 수요권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300~2,000세대의 중규모 사업이면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요범위가 광역적이지 않
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군구와 바로 연접한 시군구([그림 Ⅲ-2]에서 1~8번 시
군구)만으로 1차 수요권을 설정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이 보다 간편화하여 1차 수요권을 추정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
를 제시해야 하며, 추후 6단계에서 사용할 승수(1/1차 수요권 비중)도 1차 수요권
의 크기에 맞게 적용해야 함
∙ 대상 시군구만 포함한 경우는 내부이동률을 승수에 사용하고, 바로 연접한 시군
구만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만을 고려한 흡수율 합계를 사용함
<표 Ⅲ-4> 사업규모별 1차 수요권 설정 기준
구분

세대수

1차 수요권

비고

소규모

300세대 미만

대상지 소재시군구

300세대 : 공동주택관리법 상
소규모 공동주택기준

중규모

300~2,000세대

대상시군구 연접
시군구 1열

2,000세대 : 전원도시, 근린주구
등에서 초등학교 1개 학군

대규모

2,000세대 초과

가구이동O-D를 이용한 70%
수요자 거주 시군구

지침상 1차 수요권 설정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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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신규수요 추정)
○ 신규수요 추정은 수요모형 결정, 수요모형(계수) 추정, 변수값 추정, 신규수요량 도
출 등 크게 4개의 과정으로 구성됨
○ (2-1. 수요모형 결정) 주택수요모형은 지역의 주택시장상황과 인구 및 가구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주택수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지역에서 인구기반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과소추정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가구기반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구변화에 덜 민감하고 가구의 변화를
반영하므로 이에 적합한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국 수요모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구 및 가구의 변화 추세가 매우 중요한 기
준이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다만, 2,0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의 경우, 연구자가 충분한 근거 하에 바람
직하다고 판단하면 위와 같은 계량적인 수요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수요변화요인
(가구수, 소득, 주거비 등)의 추세만으로 수요추정을 할 수 있음
○ (2-2. 수요모형 추정) 앞에서 결정한 수요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으로, 주거실태조사
등의 원시데이터(micro data)를 활용하여 각 변수의 계수를 추정함
- 인구기반 모형의 경우 ‘연령별 인구수’, ‘소득’, ‘주거비’, ‘1인가구 비율’ 등의 자료
가 있는 원시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변수의 계수를 추정함
- 가구기반 모형의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수’, ‘소득’, ‘주거비’, ‘기타 특성’ 등의 자
료가 있는 원시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변수의 계수를 추정함
- 이때,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이 자가와 임차가구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자가
수요모형과 임차수요모형을 구분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렇지 않고, 사업에 의해 임대주택만 공급되는 경우에는 ‘임차수요모형’만 추정하
여 진행할 수 있음
- 1년 이내에 추정한 해당 시도의 수요모형이 있다면 새로운 추정과정 없이 기존의
수요모형을 이용할 수 있음
-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모형추정 없이 수요요인(인구, 가구, 소득, 주거비,
기타)의 추세만을 고려할 수도 있음
- 중규모(300~2,000세대) 사업의 경우에도, 연구자와 자문위원 등이 적절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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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경우, 수요모형을 추정하지 않고 수요요인별 변화를 이용하여 수요추정을 할
수 있음
- 다만, 중규모의 경우에는 단순히 인구 및 가구변화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소득변화에 따른 수요변화(수요의 소득탄력성)와 주거비에 따른 수요변화(수요의
비용탄력성)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2-3. 변수값 추정) 향후 목표시점까지 예상되는 인구, 가구, 소득, 주거비, 기타요
인의 변화를 추정함
- 사용하는 수요모형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인구변화 또는 가구변화를 추정하며, 통
계청의 인구 및 가구추계나 각 시군구의 추계를 이용함
- 목표시점까지의 소득 및 비용요인의 변화를 추정하며, 소득은 통계청의 도시근로
자소득이나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를 이용하며, 비용은 통계청 자료와 한
국부동산원 등의 전세, 매매가 자료를 이용함
- 주거비의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가가구와 임차가구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왜냐하면, 주거비에서 매매가변화나 전세가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유형태(자
가/임차)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임
○ (2-4. 신규수요량 도출) 앞서 추정한 모형과 변수의 값을 활용하여 목표 연도까지
의 신규수요를 주택연면적 및 주택호수로 도출함
- 수요모형에 2-3과정에서 추정한 각 연도별 인구/가구, 소득, 주거비, 기타요인의
값을 대입하여 1차 수요권 시군구(또는 시도)별 주택수요연면적을 도출함
- 도출된 각 연도별 주택수요연면적을 적절한 평균주택면적으로 나누어 주택수요호
수를 도출, 이때 주택의 소비단위인 가구의 규모(가구원수)에 따른 평균주택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호수로 전환함
- 만약 시도별로 주택수요가 추정된 경우, 각 시도에서 차지하는 각 시군구의 인구
및 가구비중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주택수요량을 추정함

 3단계(대체수요 추정)
○ 대체수요추정은 멸실률 추정, 재고증가율 추정, 멸실량 도출 등 크게 3개의 과정으로
구분됨
○ (3-1. 멸실률 추정) : 기존의 멸실주택수와 주택재고를 활용하여 멸실률의 추이를
분석한 다음, 10년 이상의 멸실률 장기평균값이나 과거추세를 연장하는 외삽법

∣111∣

PFV 출자 타당성 검토 매뉴얼

(Extrapolation)에 의해 향후 멸실률 추정함
- 2011년 이후 발표되고 있는 통계청의 멸실통계와 주택보급률의 총주택수를 이
용하여 사업대상지의 시도별 멸실률 추정하여 대상지 수요권의 멸실률로 사용함
- 만약, 1차 수요권에 포함된 각 지자체(시군구)의 자체적인 시계열 멸실량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멸실률에 특별한 추세가 보이지 않고 안정적이라면 과거 10년 평균을 향후 멸실
률로 추정함
- 다만 과거의 시계열적인 멸실률에 추세가 보이면 회귀분석이나 정률법 등의 외삽
법을 활용하여 그 추세를 반영한 멸실률을 추정함
○ (3-2. 재고증가율 추정) : 향후 주택재고를 추정하여야만 미래 멸실에 의한 대체수
요량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과거 재고증가율을 분석하여 추정함
- 여기서 추정하는 주택수요는 거처(Shelter) 단위이므로 신주택보급율 통계에 포함
된 재고주택수를 이용하여 재고증가율을 추정함
-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과거 10년간의 평균값을 사용하되 증가율 증가추세가 뚜렷
하거나 증가율 둔화가 뚜렷하면 이를 반영하여 재고 증가율을 추정함
- 특히 재고증가율의 경우 일정한 수준(보급률 110~115%)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
가하지 않는 특성(해외의 사례 참고)이 있으므로 재고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
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3. 대체수요 추정) : 멸실률 추정치와 재고증가율 추정치를 이용하여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멸실량을 추정하고 시군구별 대체수요를 추정함
- 향후 목표 연도까지의 1차 수요권을 포함하는 시도의 재고량 추정치에 멸실률 추
정치를 곱하여 멸실주택수를 추정하고 각 시군구의 주택재고비중을 곱하여 시군구
별 대체수요를 추정함
- 비중이 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가의 일부도 대체수요에 포함할 수 있음

 4단계(1차 수요권 총수요 추정)
○ 1차 수요권의 수요를 추정하는 단계로서 신규수요에 대체수요를 더하고, 1차 수요
권 각 시군구의 유출가구가 대상지로 흡수되는 흡수율을 고려하여 1차 수요권의 수
요를 추정함
- 신규수요와 대체수요는 1차 수요권에 포함된 각 시군구별로 합산하여 각 시군구별
로 목표시점까지 연도별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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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진행한 단계에서 구한 신규 수요 및 대체수요는 시군구 단위로 추정되어야
하며, 통계자료의 한계로 시도별로 추정하였다면 가구 비중 또는 주택재고량 비중
을 활용하여 시군구단위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
- 이후 각 시군구에서 대상사업 시군구(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이 소재한 시군구)로
향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요는 1차 수요권 분석시 도출했던 흡수율을 이용하여 추
정함
∙ 예를 들어, 1차 수요권에 포함된 A군(郡)의 총수요가 1,000호이고, 대상지의 A
군 수요흡수율이 20%라면 해당 사업의 A군 수요는 200호 추정함

 5단계(경쟁공급량 추정)
○ 사업기간 동안 해당 1차 수요권에서 타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공급 예정 물량
을 추정하여 ‘경쟁공급량’으로 산정함
- 경쟁공급량이란 앞서 추정한 주택수요(신규수요 및 대체수요) 중 일부를 대상 사업
에 앞서 해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공급량임
- 이때 경쟁공급량은 총량적인 차원에서 고려하여 추정된 전체수요에서 차감하여 수
요가 과다 추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다만, 해당 사업이 저소득층 등 매우 특수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분양과 임대 여
부, 주택의 규모(평형), 주택의 유형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감
안하여 경쟁공급량을 추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한편, 현재 1차 수요권에서 타당성검토 시점에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물량도 경쟁공
급량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미분양 물량은 이미 공급되었으나 수요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공급량이라면 향후 발생할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타주체 공급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준공전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최소한 준공후 미분양 물
량을 경쟁공급량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준공전 미분양이라 하더라도 입지조건이나 주택특성이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경쟁
공급량에 포함하는 것이 수요의 과다추정을 방지하는 방법임
○ 이때, 각 시군구의 경쟁공급량 전체를 대상 사업의 수요감소 요인으로 볼 수는 없
으므로 유출률을 이용하여 순수 경쟁공급량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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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수요권 내 각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타주체의 공급량과 미분양물량 중 일부만
이 증가하는 수요를 감소시키게 됨
- 그러므로 대상시군구에서 각 시군구로 빠져나가게 될 수요의 비율을 유출률을 이
용하여 계산하여 최종 경쟁공급량을 도출함

 6단계(전체 수요권 순수요 추정)
○ 마지막 단계인 6단계에서는 1차 수요권의 순수요를 전체 수요권 수요로 전환하여
최종적인 순수요를 도출함
- 앞서 추정한 1차 수요권의 총수요(신규수요+대체수요)에서 경쟁공급량을 제하고
이 값에 전체 수요권 대비 1차 수요권의 비중의 역수(수요권 승수)를 곱함으로써
전체 수요권 순수요를 추정함
- 이때, 대상 사업의 규모가 중소규모인 경우 1차 수요권의 비중은 0.7보다 작을 수
있으므로 승수는 더 커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A시에 2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수요를 추정하는 경우 1차
수요권을 A시로 하여 진행하면, 전출입자료를 활용하여 구한 내부이동률(A시 전
출가구 중 A시로 전입한 가구 비율)이 1차 수요권 비율임
○ 6단계에서 도출된 ‘전체 수요권 순수요’는 조사 대상사업의 경제성평가를 위한 수요추
정결과로서 사업성평가(재무성평가)용 수요추정과는 다른 것임
- 여기서 도출된 수요는 대상 사업의 분양가나 입지경쟁력 등이 고려되지 않은 수요
로서 ‘대상사업이 소재한 시군구’의 중장기적인 수요로 볼 수 있음
- 이는 경제성평가 시에는 해당사업의 성공여부가 아니라 해당 시군구의 전체수요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재무성평가를 위한 수요추정은 분양가나 임대료 수준, 입지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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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주택수요 추정 과정
1단계
(수요권)

인구/가구이동통계 및
관련계획 반영

1차 수요권 설정
· 대상지 전입가구 중 약 70%가 출발한 시군구

가구요인, 소득요인
주거비 등 변화

수요모형 추정

2단계
(신규수요)

· 최근 년도 원시자료(주거실태조사, 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수요모형 추정
(2,000세대 미만 중소규모는 생략 가능)
· 인구 또는 가구추계를 이용한 대상지 인구/가구증가 추정
· 대상지 가구소득 및 주거비 증가 추정

1차 수요권
주택수요

· 1차 수요권 신규수요 추정 = Σ(인구/가구요인)(소득)(비용)(기타)

대체수요
(멸실주택수 추정)

3단계
(대체수요)

재고주택수 및
멸실률 추정

· 최근 10년간의 멸실률 평균값 또는 추세반영 멸실률 추정
· 최근 10년간의 재고증가율 또는 추세반영 재고증가율 추정
· 추정된 주택재고 증가율과 평균 멸실률을 이용하여 목표 연도까지의 멸실주택
수 추정

4단계
(1차수요권
수요)

1차 수요권 수요=(신규수요+대체수요) × 흡수율
대상지 전입가구수
흡수율   
차수요권각시군구의총유출가구수

1차 수요권 경쟁공급=(공급계획+미분양) × 유출률

1차 수요권
경쟁공급

· 1차 수요권 내의 현재 미분양 물량과 목표 연도까지 공급될 주택공급량을 본
사업이 경쟁 공급량으로 산정

5단계
(경쟁공급)

· 수요권 내 모든 공급량이 사업대상지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유출
률을 적용하여 그 비율만큼만 적용
대상지 전출가구수
유출율   
차수요권각시군의총유입가구수
· 2,000세대 미만 중소규모인 경우 유출률 대신 앞서 구한 흡수율을 사용할 수
있음

대상지 순주택수요=(1차 수요권 주택수요-경쟁공급)/1차수요비중

6단계
(대상지
순수요)

차수요권으로부터의 전입가구수
차수요권비중   
대상지 총전입가구수
· 경기순환싸이클,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 그 밖에 외부요인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
는 자료가 있을 경우 순수요결과의 보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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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추정을 위한 통계자료 및 특성
가. 주요 통계자료
1) 주요 통계자료
 수요추정에 사용하는 주요 통계자료는 크게 인구 및 가구통계, 주택관련통계,
소득 및 물가,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
○ 인구 및 가구관련 통계는 인구 및 가구추계자료, 인구 및 가구이동 통계 등이 있음
○ 주택관련 통계자료는 주거실태조사자료, 인구총조사자료, 주택 건설 및 멸실자료,
주택소유통계, 주택가격 및 임대료수준 등이 있음
○ 소득 및 물가자료는 가계동향조사자료, 소비자물가지수, 금리수준 자료가 있음
○ 기타자료로는 행정구역 공간통계 등이 있음
<표 Ⅲ-6> 수요 추정을 위한 활용자료 정보
시행 이력
/ 조사 주기

주요 조사변수 및 활용변수

비고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매년

현 주택의 거주특성
주거비 부담(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 주택대출)
이사경험과 주거만족도
주거 가치관
주택구입 및 소유 현황
향후 이사계획

-

가구소비실태조사
(통계청)

매 5년
(1988~)

가계 자산에 대한 심층조사
연간 소득, 소비지출, 저축, 부채
가구내구재 보유 현황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매 5년

혼인, 경제활동상태,
주거비, 임차료 등

-

주택보급률
(국토교통부)

1995~2014,
2015~연간 조사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멸실주택현황

2015년 조사
체계 변경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1970 ~
월, 분기, 연간
조사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지역내이동, 지역간 이동

-

주민등록 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08 승인,
수시 자동집계 후
월별 공표

출생자, 사망자 수
세대원수, 세대 수 등 가구 정보
연령 및 인구증감 추가공개

일반/보고통계,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의
자동집계

자료명(주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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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자료명(주관부처)

시행 이력
/ 조사 주기

주요 조사변수 및 활용변수

비고

MDIS 인구이동통계
(통계청)

매년

전입/전출지(시도, 시군구),
전입년도, 인구/가구수

https://mdis.kostat.go.kr/
index.do

행정구역시군구 경계
(SHP)

매년

행정구역 : 시도, 시군구자료

https://sgis.kostat.go.kr/
contents

MDIS 주거실태조사
원시자료

매년

주택면적, 가구원수, 가구소득, 점유형태,
가구주거비, 가구주연령

https://mdis.kostat.go.kr/
index.do

한국노동패널자료
(노동연구원)

매년

주택면적
연령별 가구원수
가구소득, 가구주거비

https://www.kli.re.kr

주택가격 및 속성

매월

주택매매가격, 임대가격
주택특성(면적, 건축년도 등)

국토부 실거래가 원시자료

가계동향조사

매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주거, 수도, 광열비

통계청

중위전세가격
(한국부동산원)

매년
(2007~)

전세가격지수, 중위단위전세가

www.r-one.co.kr

시장금리 추이
(e-나라지표)

매년
(2007~)

회사채 3년(평균)

www.index.go.kr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2020.1~)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단위(%)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2007~)

주거, 수도, 광열비, 실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 1인 이상)

CPI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매년
(2007~)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시도)

주택소유통계
(통계청)

2019

총가구, 주택소유가구, 무주택가구, 자가율

통계청
(https://kosis.kr/)

(新)주택보급률
(통계청)

매년
(2005~)

신주택보급률 통계

통계청
(https://kosis.kr/)

주택총조사
(통계청)

매년
(2015~)

재고주택수

통계청
(https://kosis.kr/)

주택 멸실현황
(통계청)

매년
(2010~)

멸실주택수, 멸실률

통계청
(https://kosis.kr/)

미분양주택
현황

매월
(2007.1~)

규모별 미분양
시군구별 미분양

통계청
(https://kosis.kr/)

입주물량

매월
(2010.1~)

시군구별 아파트 분양 및 입주물량

R114
REPS(Real Estate Power
Solution)

입주물량

매월
(1965.6~)

시군구별 아파트 입주물량
(주택면적별)

직방 RED
(https://red.zigbang.com/)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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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요추정 단계별 통계자료 및 특성
1) 1차 수요권 설정
 1차 수요권 설정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가 포함된 ‘시군구’와 인근 시군구 간
인구 및 가구이동 통계를 분석함
○ 우선, 인구 및 가구이동 O/D 데이터(전출입 원시자료)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서 다운받아 통계 분석함
○ 대상지(시군구)와 1차 수요권 후보 시군구간의 전입, 전출 가구수 및 구성비 등을
분석함(엑셀의 피벗테이블 또는 R 이용)

 1차 수요권을 공간적인 연접성을 기준으로 파악하기 위해 행정시도 및 시군구
경계가 포함된 공간통계자료를 분석함
○ 공간적인 인접성을 파악하고 앞에서 분석한 인구 및 가구이동 O/D자료를 실제 공
간상에서 파악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경계 Shape 파일 다운
○ 이때 국가가 운영하는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민간이 제공하는
시군구 경계 Shape(GIS Developer)를 다운받아 사용함
○ QGIS를 통하여 사업대상지와 1차 수요권을 도면에 표시하여 구체적인 수요권의
범위를 확정함
<표 Ⅲ-7> 1차 수요권 활용자료 정보
자료명

공표 주기

주요 변수

비고

MDIS 인구이동통계
(통계청)

매년

전입/전출지(시도, 시군구),
전입년도, 인구/가구수

https://mdis.kostat.go.kr/
index.do

행정구역시군구 경계
(SHP)

매년

행정구역 : 시도, 시군구자료

https://sgis.kostat.go.kr/
contents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29) 개발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지’가 포함된 ‘시군구’만
으로 1차 수요권을 설정할 수 있음
○ 통상 주택의 개발규모에 따라 수요권의 크기는 달라지며, 소규모의 경우 해당 시군
29) 공동주택관리법 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준 3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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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1차 수요권으로 설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내부 이동률(해당 시군구 전출가구 중 해당 시군구로 전입한 가구의 비율)을 1차 수
요권의 비중으로 가정하여 이후 수요추정을 진행하도록 함

2) 수요모형 계수추정
 수요모형의 계수 추정을 위해서 대부분 ‘주거실태조사 micro data’를 이용함
○ 일반적인 M-W모형 및 확장 M-W모형, 가구기반 주택수요추정모형(HB모형) 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주거실태조사자료 micro data’를 다운받아야 함
○ M-W계열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 자료에서 ‘연령별 가구원수, 주택면
적, 가구소득, 가구의 주거비(사용자비용)’ 등을 변수로 이용함
○ HD-11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 자료에서는 ‘가구원수별 가구수, 주택
가격, 지역 평균주택가격’ 등을 변수로 이용함
○ 가구기반모형(Household Based Model; HB모형)을 추정하는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수, 주택면적, 가구소득, 가구 주거비’ 등을 변수로 이용함
○ 2017년까지는 ‘시군구 코드’가 같이 제공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시도 코드’만 제
공되어 수요모형을 시군구별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짐

 일부 모형은 ‘한국노동패널자료 micro data’를 이용하여 수요를 추정함
○ 주택면적 및 가구당 가구원수, 연령별가구원수, 가구소득, 주거비 등의 자료가 있으
므로 주택수요추정에 활용이 가능함
<표 Ⅲ-8> 주택수요 모형 추정 활용자료 정보
자료명

공표 주기

주요 변수

비고

MDIS 주거실태조사
원시자료

매년

주택면적, 가구원수, 가구소득,
점유형태, 가구주거비, 가구주여령

https://mdis.kostat.go.kr/
index.do

한국노동패널자료

매년

주택면적 연령별 가구원수
가구소득, 가구주거비

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

주택가격 및 속성

매월

주택매매가격, 임대가격
주택특성(면적, 건축년도 등)

국토부 실거래가 원시자료

가계동향조사

매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주거, 수도, 광열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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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및 가구 증·감
 수요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구 및 가구의 증·감은 통계청의 인구 및
가구추계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됨
○ 인구변화를 기반으로 한 모형인 M-W계열 모형인 경우 연령별 인구의 변화가 가장
중요함
○ 반면 가구기반 모형인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수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므로 각
모형에 맞게 통계자료를 이용함

 시도별 인구 및 가구추계자료를 시군구별 자료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
구 및 가구비율을 이용하여 배분할 필요가 있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함
○ 인구 및 가구추계 자료는 시도별로 도출되므로 실제 사업대상지의 시군구별 인구
및 가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도 내에서 시군구별 비중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민등록인구 및 가구보다는 실제 거주하는 인구 및 가구에 가까운 ‘인구주택
총조사’의 인구 및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시도 내에서의 시군구 인구 및 가구 비중
을 적용함
○ 만약 시군구의 인구 및 가구비중이 빠르게 변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 이상의 변화
를 감안하여 장래 시군구의 인구 및 가구 변화를 추정함
<표 Ⅲ-9> 인구 및 가구변화
자료명

공표주기
(시행이력)

주요 조사변수 및 활용변수

비고

인구추계자료

부정기
(최신 2017)

성별/연령별 인구수 추계

2017년 기준
(~2047년)

가구추계자료

부정기
(최신 2017)

가구원수별 가구수 추계

2017년 기준
(~2047년)

인구주택총조사

매년

- 성별/연령별 시군구 인구수
- 가구원수별 시군구 가구수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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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
 소득증가율은 가계동향조사자료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 소득증가
율’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소득증가율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 중 최근 10년간의 ‘도시 1인 이상 가구
의 명목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됨
○ 명목소득 증가율에서 실질소득 증가율을 구하는 작업을 진행 이때 명목소득 증가율
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을 사용
○ 통계청 CPI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하여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추출함
○ 다만 2015년 기준 실질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도
무방하나, 문제는 장기적인 실질소득 증가율을 계산하기 어려움
○ 그러므로, 실질소득증가율을 구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명목소득’ 자료와 ‘소비자물
가지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Ⅲ-10> 소득증가율 활용자료 정보
자료명

공표주기
(시행이력)

주요 조사변수 및 활용변수

비고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2008~)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 외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수
(도시 1인 이상))_1분기 기준

CPI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매년
(2008~)

물가상승률

-

<표 Ⅲ-11> 소득증가율 예시
명목소득(원/월)

구분

명목
소득증가율

실질
소득증가율

물가
상승률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 외 가구

전체가구

전체가구

2010

3,311,737

3,884,751

2,588,498

6.8%

3.90%

2.94%

2011

3,461,461

4,038,833

2,696,079

4.5%

0.49%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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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구의 실질 주거비 증가율
 주거비 증가율은 자가가구와 임차가구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각 필요한 통계자료에도 차이가 있음
○ 자가가구의 주거비는 실제 지불하는 비용(수도 광열비, 유지관리비, 세금 등)과 실
제 지불하지는 않지만 포함되는 비용(주택구입비의 기회비용)을 포함한 사용자비용
(User Cost)의 개념이 적용됨
○ 반면,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시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므로 보다 명확한
주거비 추정이 가능함

가) 자가가구의 주거비 증가율
 자가가구의 주거비 증가율은 각 시도 또는 시군구의 중위 매매가격을 이용하여
자본의 기회비용을 추정하고 관리비 등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총
사용자 비용을 추정함
○ 주요 통계로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발표하는 매매 중위가격과 기회비용 계산을
위해 필요한 시장금리(3년만기 회사채), 가계동향조사의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이
있음
<표 Ⅲ-12> 주거비 증가율(자가가구) 활용자료 정보
자료명

공표주기
(시행이력)

주요 조사변수 및 활용변수

비고

중위매매가격
(한국부동산원)

매년
(2007~)

매매가격지수, 중위단위매매가

r-one.co.kr

시장금리 추이
(e-나라지표)

매년
(2007~)

회사채 3년(평균)

index.go.kr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2007~)

주거, 수도, 광열비, 실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

kosis.kr

CPI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매년
(2007~)

물가상승률

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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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주거비 증가율(자가가구) 예시
관리비 등
(실제주거비 제외, 도시2인)
(호당 85㎡ 가정)

구분

매매중위
가격

기회
비용

연간단위
주거비

년도

만원/㎡

만원/㎡

원/월

만원/연

만원/연㎡

만원/연㎡

명목

실질

2009

83.91

5.6

153670

184

2.2

7.7

-1.3%

-4.0%

2.76%

2010

83.92

5.6

165629

199

2.3

7.9

2.2%

-0.7%

2.94%

주거비상승률

물가
상승률

○ 매매중위가격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r-one.co.kr)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단위는(만원/㎡)으로 변환함
○ 사용자비용의 경우 시장이자율, 위험프리미엄, 중위단위매매가를 사용하여 산정하
며, 이때 시장이자율의 경우 e-나라지표의 시장금리 추이 자료에서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사용함
○ (중위단위매매가*(위험프리미엄+시장이자율)/100)/10의 계산식으로 사용자비용을
도출함
○ 관리비의 경우 통계청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도시, 1인 이상) 자
료를 사용하며, 이때 실질주거비(월세)를 제외한 값으로 ‘주택유지 및 수선비, 수도
폐기물처리비, 주거서비스비, 연료비’의 합을 사용함
○ 해당 관리비에서 만원/연㎡의 단위로 바꿔주며, 이때 해당 관리비에서 12/10000를
곱한 뒤 85를 나눠줌
○ 도출된 관리비와 사용자비용을 합하여 연간단위주거비를 산정함
○ 연간단위주거비에서 전년대비 주거비 변화율을 산정하고, 이때 전년 연간단위주거
비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후 도출된 값에서 물가상승률 뺀 실질 주거비변화
율을 산정함
○ 해당 주거비변화율은 10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상승률을 구함

나) 임차가구 주거비 증가율
 임차가구의 주거비 증가율 추정을 위해서는 ‘중위전세가격’, ‘전월세전환율’,
‘시장금리’, ‘가구 주거비지출’,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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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바와 같이 임차가구의 주거비 중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월임대료와
지출하지는 않지만 기회비용을 치르는 보증금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전환율을 활용
하여 순수월세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임
○ 나머지 항목은 자가와 동일하게 실제 소요되는 주거비지출항목임
○ 또한 실질주거비증가율을 구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함
<표 Ⅲ-14> 주거비 증가율(임차가구) 활용자료 정보
자료명

공표주기
(시행이력)

주요 조사변수 및 활용변수

비고

중위전세가격
(한국부동산원)

매년
(2007~)

전세가격지수, 중위단위전세가

사이트명 : r-one.co.kr

시장금리 추이
(e-나라지표)

매년
(2007~)

회사채 3년(평균)

사이트명 : index.go.kr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매월
(2020.1~)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단위(%)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매년
(2007~)

주거, 수도, 광열비, 실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1인 이상)

CPI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매년
(2007~)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시도)

<표 Ⅲ-15> 주거비 증가율(임차가구) 예시

구분

전세중위
가격

연간단위
관리비등
월세
(실제주거비, 주택유지관리비 제외,
(전환율
도시 2인)
5.8%)
(호당 60㎡ 가정)

연간단위
주거비

주거비 상승률

년도

만원/㎡

만원/연㎡

원/월

만원/연

만원/연㎡

만원/연㎡

명목

2009

53.39

4.54

138206

166

2.8

7.3

-1.46% -4.2%

2.76%

2010

53.39

4.54

149427

179

3.0

7.5

3.07%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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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규수요 추정
 신규수요 추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주택소유통계’ 및 ‘인구 및 가구이동통
계’ 등이 필요함
 주택소유통계는 총 추계인구 및 가구 중에서 ‘자가’와 ‘임차’가구가 어느 정도
가 될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함
○ 연령별 자가비율 또는 가구원수별 자가비율 등을 활용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하
는 인구 및 가구 중에서 자가비중과 임차비중을 추정함

 인구 및 가구이동 통계를 이용하여서는 ‘흡수율’과 ‘유출률’을 추정함
○ 각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신규수요 중 얼만큼을 사업대상지가 흡수할 수 있을 것인
지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구 또는 가구기반으로 흡수율을 계산해야 함
○ 또한 각 시군구에 공급되는 경쟁공급량으로 인해 사업대상지의 수요가 얼마나 해소
될 것인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유출률을 계산해야 함
○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통계자료는 ‘인구 및 가구 이동 O-D 원시자료’이며, 이를
활용하여 각 시군구 간의 전입 및 전출 인구 및 가구수를 계산하여 향후 흡수율 및
유출률 추정치로 활용함
<표 Ⅲ-16> 신규수요 추정을 위한 활용자료 정보
자료명

공표주기
(시행이력)

주요 조사변수 및 활용변수

비고

주택총조사
(통계청)

2019

거처기준, 가구기준, 거처의 종류

-

주택소유통계
(통계청)

2019

총가구, 주택소유가구, 무주택가구,
자가율

-

주거실태조사
(통계청)

2019

가구 단위면적당 연간주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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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체수요 추정
 대체수요 추정을 위해서는 ‘주택보급률’, ‘주택총조사’, ‘주택멸실현황’ 등의 통
계자료가 필요함
○ 주택총조사 자료의 주택수와 주택보급률의 주택수가 다를 수 있어, 멸실률을 보다
현실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주택보급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처(Shelter)’
단위의 주택수를 총 주택수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멸실주택수는 2010년부터 공표되는 멸실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시도’ 단위로
되어 있으며, ‘시군구’ 단위의 멸실률은 통계청자료로 구할 수 없음
○ 만약, 해당 시군구와 인근 시군구별 멸실자료를 해당 시도를 통해 구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멸실률을 계산하여 ‘대체수요’를 추정할 수 있음

 한편, 공가화 주택(빈집) 비중의 증가도 일부 대체수요를 형성할 수 있으나, 빈
집의 증가량이 반드시 대체수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
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함
○ 공가화되는 빈집은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현 주택거주
가가 이주해감으로써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빈집의 성격이 대체수요를 유발하
기 보다 주택공급으로 인해 빈집이 유발되는 것이 다수일 것으로 보임
○ 다만, 공급이 매우 부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빈집이 발생한다면, 이는 해
당 주택의 노후화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
한 성격이 확실하다면 공가화 대체수요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표 Ⅲ-17> 대체수요 추정을 위한 활용자료 정보
자료명

공표주기
(시행이력)

주요 조사변수 및 활용변수

(新)주택보급률

매년
(2011~)

신주택보급률 통계

주택총조사

매년
(2015~)

재고주택수

주택 멸실현황

매년
(2010~)

멸실주택수, 멸실률

빈집현황

매년
(1980~)

시군구별 빈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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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쟁 공급량 추정
 경쟁공급량 추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야 함
○ 대상사업의 목표 연도까지 1차 수요권에서 타 주체에 의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미분양 물량’, ‘주택공급예정량’ 등의 통계를 통해 추정함
○ 미분양 물량은 통계청의 ‘미분양 현황’ 통계를 이용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다만, R114나 직방 등 민간 부동산정보제공 업체들의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
할 경우 그 자료를 이용하도록 함
○ 또한 향후 목표시점까지의 입주물량에 대해서는 공공개발사업(택지조성, 공공임대
등)에 의한 물량과 민간사업자의 물량을 함께 조사하여 고려할 수 있음
○ 공공개발로 인한 경쟁공급량은 해당 시군구 및 시도의 자료와 LH 및 지방공사 등
이 계획한 물량을 파악하여 고려하며, 민간공급량은 R114나 직방 등 민간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들의 자료를 이용함
<표 Ⅲ-18> 경쟁공급량 추정을 위한 활용자료 정보
자료명

공표주기
(시행이력)

주요 조사변수 및 활용변수

비고

미분양주택
현황

매월
(2007.1~)

규모별 미분양
시군구별 미분양

통계청
(https://kosis.kr/)

입주물량

매월
(2010.1~)

시군구별 아파트 분양 및 입주물량

R114
REPS(Real Estate Power
Solution)

입주물량

매월
(1965.6~)

시군구별 아파트 입주물량
(주택면적별)

직방 RED
(https://red.zi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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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순환
 주택경기의 중장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일부 이를 반영하여 수요
추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규주택 공급물량의 과다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하는 주택수요 축소 내지 초과공급
상황에서는 향후 공급예정량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미분양비율 등을 감안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상사업의 전체 수요권 순수요는 경기변동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적
인 수요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높음
○ 반대로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추
세를 보이는 경우 향후 주택수요가 팽창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경기순환을 고려한 최종수요는 중립적인 수요에 비해 커질 가능성이 있으
므로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즉, 단기적인 가격상승이나 수급불안을 중장기적인 수요팽창의 신호로 보고 수요
를 과다하게 추정할 경우 타당성 검토 전반이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므로 적어도 5년 이상 중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문위원들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최종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기순환 고려(사례)
○ 2030년 이후의 공급량은 과거 공급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급축소시기별 평균 공
급량을 추정해 활용함
○ 과거 1990~2018년간의 공급량 데이터에서 3개년 평균공급실적을 적용하여 공급
축소시장 공급량을 추정함
○ 진주시 사례의 경우 산청군, 하동군의 경우 한동안 주택공급이 중단된 바, 최하위
평균 3개년이 아닌, 차하위 평균 3개년 공급실적을 고려하고, 1990~2019년까지의
주택공급량 자료를 활용하여 수요권역별 공급축소시기의 연평균 공급량을 산출한
결과 공급축소시기 수요권역의 주택공급량의 연평균은 3,142호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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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부동산경기 순환국면

<표 Ⅲ-19> 1990-2018년간 공급축소 시장의 연평균 공급량(진주시 사례)
(단위: 호)

구분

공급축소시장의 연평균 공급량(3개년 평균)

경남 진주시

1,191

경남 사천시

35

경남 산청군

47

경남 하동군

21

경남 김해시

1,848

소계

3,142

자료: 부동산 114

라. 외부요인
 1차 수요권 내에 신도시 개발, 광역교통망 계획, 역사신설 등의 외부요인이 변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규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음
○ 대규모 신도시, 광역교통망, 역사신설, 공항신설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서 수요증가
요인 발생 시 추가 수요증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외부요인에 의한 수요증가는 지역 전체로 보면 다른 지역의 수요가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이므로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해당 사업의 1차 수요권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 결국 이것은 중장기적인 인구 및 가구변화, 소득변화, 주거비변화와 무관하
게 증가하는 수요임
- 그러므로 결국 다른 지역에 있던 수요가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일 뿐, 현 수요권
에서의 인구증가, 가구분화, 소득증가, 주거비변화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요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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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분석의 목적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편익-비용 측면에서 타당한
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조정된 수요는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Benefit)’을
추정할 때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사업성 분석에서 분양으로 인한 수입을 추정할 때에는 비교우위로 인한 수
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외부요인 변화로 인한 수요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음

마. 외국인 가구 반영
 주택수요 예측 시 활용되는 가구 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자료인데 이 추계자
료는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외국인 가구 변화가 반영되지 않음
○ 그러므로 현재의 이용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외국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
택수요함수 추정이 사실상 어려움
○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 20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통계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추정에 반영하
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대상지 1차 수요권에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고 그 수도 상대적으로 무
시할 수 없을 경우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대상이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경우, 외
국인 거주자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 가구수에 의한 수요에 더하여 외국인
가구수도 수요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가구 변화를 주택수요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서 얻을 수 있는 총량적 자료(지역별 외국인 가구 수)를 이용하여 장래 외국인
가구를 추계하여 호수 기준의 주택수요를 보정할 수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2014)의 연구에서는 1990년-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시도별
일반가구 대비 외국인 가구 비율을 추정한 바 있음
- 또한 직관적으로는 내국인가구수 대비 외국인가구수 비율을 이용하여 앞서 추정한
‘전체 수요권 순수요’에 추가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보정 방법 또한 외국인 가구의 주택수요행태가 일반가구와 동일하다
는 가정에 기초하므로 그 활용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결론적으로 외국인 가구가 발생시키는 주택수요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거쳐
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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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업부문 수요 추정

1. 수요 추정의 개요 및 주요개념
가. 개요
 상업 부문은 시설유형 및 이용 형태에 따라 상권 유형 및 수요추정 방법론을
설정함
○ 본 지침에서는 각 방법론별 세부 기준 적용과 수요면적 설정 기준을 제시함
<표 Ⅲ-20> 검토 항목
구분

상업시설

검토 항목






상권 유형 설정
수요추정 방법론 설정
각 방법론별 세부적용 기준
수요면적산정
(용지면적 환산)

나. 수요추정의 필요성 및 목적
 상업부문의 수요의 추정은 계획시설의 적정성을 판단 이외에 편익 추정과 연결
하여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편익의 관점에서도 볼 때 대상 사업 계획에 대하여 조사된 수요만큼 편익이 발생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제성 분석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수요가 부족한 경우 상업용지의 개발 이후에도 상부시설의 개발이 지연되어
조성된 용지를 활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회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수요
가 부족한 채로 상부시설의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편익은 발생하지 않은
채 건립비용과 공실 관리 운영비용 등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므로 계획에 있어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규모 계획이 중요하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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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요추정을 위한 주요 개념
 상업용지와 상업시설
○ 신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상의 적정 상업용지 배분을 목적으로, 기타 개별 개발사업에서 적정 상업시설 면적
배분을 목적으로 상업기능 수요 추정을 시행함
○ 상업용지 수요 추정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시설 연면적 산정 후 계획용적률 적
용에 의해 용지 면적을 추정하므로, 상업용지 수요 추정과 상업시설 수요 추정은
동일한 방법론에 의함
- 다만, 상업용지 수요 추정 방법론 중 비교법 등 용적률과 무관하게 비교대상도시
또는 지구의 상업용지 비율만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상업시설 연면적 추정과정이
포함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비교대상지역의 용적률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잠재
되어 있는 시설면적 추정이 가능함
[그림 Ⅲ-7] 상업시설 연면적과 상업용지면적 추정

라. 상권 및 수요권역
 본 지침에서는 상권의 사전적 의미와는 별개로 실무적 편의를 위해 상업기능이
주로 분포(집적)된 지역을 ‘상권’, 소비자가 분포하는 지역적 범위를 ‘수요권역’
이라 정의함
<표 Ⅲ-21> 상권 및 수요권역의 의미 규정
단계
상업기능
분포(집적)지역
수요자
분포지역

사전적 정의

통상적 표현

본 연구에서의 규정

• 시장 또는
상업중심지

• 상권(중심상권, 근린상권 등)

• 상권
중심상권, 근린상권 등

• 상권, 상세권

• 상권(1차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등)

• 수요권역
1차 수요권역, 2차 수요권역,
3차 수요권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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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의 설정은 경쟁시설의 지역적 분포 범위 설정을 통한 계획시설 또는 용지의 소
요면적을 추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 공급시설의 규모 파악 및 경쟁관
계에 따른 구매력 할당의 기준이 됨
○ 수요권역의 설정은 수요자의 지역적 분포 설정을 통한 계획시설 또는 용지의 잉여
수요분을 추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1, 2, 3차 수요권역으로 구분됨

 사업계획 상 상업기능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유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따
라 수요권역 등이 달리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상업용지 및 시설은 중 근린상업기능, 중심상업기능, 광역상업기능으로 구분됨
- 근린상업기능은 지구중심상업지역으로 근린상업시설을 의미하며, 공공에서 추진하
는 건축물의 일부 부속시설과 도시개발사업의 상업용지로 별도 근린상권을 형성하
는 시설로 구분됨
- 중심상업기능은 지역중심상업지역으로 중심상업시설을 의미하며, 개발지구의 중심
상권과 특화된 전문몰(프리미엄아울렛, 가구전문매장 등)으로 구분됨
- 광역상업기능은 중심상업업무지역으로 광역상업시설을 의미하며, 중심상업시설보
다 수요권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화 전문몰 등이 해당됨
[그림 Ⅲ-8] 본 연구에서의 상업시설 및 용지의 기능적 구분

<표 Ⅲ-22> 상권유형별 세부 분류
기능

세부 유형
소규모(부속시설)

근린상업기능

별도근린상권
개발지구 중심상권

중심상업기능

특화상권
광역상업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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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 수요 추정 대상 유형과 수요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상권’의 단어가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따라서 상기 정의한 상업기능에 따라 상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함
<표 Ⅲ-23> 상권에 대한 정의
구분

내용

대상
유형

비고

지구중심상업지역
(근린상권)

소규모(부속시설)

지역중심상업지역
(중심상권)

개발지구 중심상권

별도근린상권
방법론 설정을 위해 사업지 현황분석,
사업계획 등 분석을 통해 설정

특화상권
중심상업업무지역
(광역상권)
1차 수요권역
2차 수요권역
3차 수요권역

수요
범위

구매력 등을 기준으로 범위 설정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크게 상주인구, 상근인구, 유동인구 등으로 구분됨
○ 유동인구의 경우에는 상주인구와 상근인구를 포함하므로 수요 추정 시 인구 중복산
정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의 대상임
○ 근린상권의 경우 상주인구에 한정하여 추정하여도 무방하나 지역중심상업지역(중
심상권), 중심상업업무지역(광역상권)의 경우는 상주인구(주민등록인구)로만 추정
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함
○ OD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률적으로 영역을 정하지 않고 실제로 해당 상권의 방문
지리적 범위와 지역별 비중을 구하는 방법이 유효할 수 있음
○ 한 단계 더 나아가 카드 매출액 등으로 구매력을 직접 추정할 경우 상주인구인지
방문객인지 등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
<표 Ⅲ-24> 계획상업용지 또는 상업시설의 특성 규정
구분
이용인구
예외

지구중심상업지역

지역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업무지역

근린상권

중심상권

광역상권

• 상주인구에 한정 – 인구추계 또는 주민등록상 인구 사용
• 예외 없음

• 필요시 상근인구 및 방문객 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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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준 및 분석결과
○ 분석기준시점은 분석시점으로 하며, 목표연도 이용수요 추정의 근간이 되는 과거
지표의 활용은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10년치의 과거 통계치를 활용하도록 함
- 단, 해당 과거 통계치의 부재 또는 과거 통계치의 활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당
한 근거 제시를 전제로 부분 활용 또는 배제 가능함
○ 목표연도는 상업시설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운영개시 시점(준공시점으로 대체
가능)으로 하며, 운영개시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업용지 추정 시에는 타지역 사
례의 활용 또는 기타 근거를 제시하여 추정할 수 있음
- 단계적 개발의 경우 목표연도를 최초 운영개시시점 이후 단계별로 부여 가능함
○ 각 단계별 지표의 추정방식은 추세연장법을 기준으로 하며, 추정지표의 특성상 추
세연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단위법 등 사용 가능함
- 추세연장법은 선형함수(최소자승법 또는 단순회귀분석 등) 및 비선형함수(지수함
수, 로그함수, 다항함수, 이동평균선 등)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과거추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이용하여야 함
- 과거추세의 반영이 불필요한 또는 불가능한 지표의 경우 원단위법 또는 기타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 분석결과는 지출액, 수요자수 등이 아닌 소요연면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상업지
역의 경우 공공공지 등을 고려한 소요상업용지 면적으로 산출함
- 추정 연면적이 매장면적일 경우 공용면적 비율을 고려한 총 시설연면적 산출
- 상업지역면적은 건폐율, 실제 상업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층수, 공용면적 비율, 공
공공지를 포함하는 상업용지면적으로 산출
<표 Ⅲ-25> 분석내용 및 분석결과
구분

기준

예외

분석 시점

• 과거 10년치 통계 활용
• 목표연도 : 시설운영개시 시점

• 근거의 타당성 전제, 예외 허용

단계별 지표

• 추세연장법(추세최적반영함수)

• 원단위법 등

• 상업시설 : 총 시설연면적
• 상업용지 : 상업용지 면적

• 공용면적(시설)비율 및 공공공지율 등
반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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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추정방법론
 수요 추정기법의 유형 및 분류
○ 상업수요의 추정기법은 상권구매력법, 비교유추법, 원단위법(이용인구 1인당, 종사
자 1인당 등), 회귀분석법 또는 허프(Huff)모형 및 확장모형(수정허프모델, MNL모
형, MCI모델) 등이 활용되며, 실무적으로는 상권구매력법, 비교유추법, 원단위법
등이 널리 활용됨

가. 상권구매력법
 수요권역 내 이용 고객을 바탕으로 이용 고객의 구매력을 산출, 흡인율을 반영
된 총 구매력을 업종별 단위면적당 매출액(단위면적당 효율)으로 나눠 상업시
설의 소요매장면적 산출하는 기법임
 상권구매력법의 경우, 수요 권역의 범위 및 소비항목 조정 등을 통해 상업시설
의 종류, 규모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상권
흡수율 설정의 주관성 극복을 위한 논리적 근거 필요함

   ×   ÷
 지역 상업시설 소요연면적 = (가구당 소비지출액 ×
면적당 매출액

 :  지역

 지역 가구수) ÷ 상업시설 단위

내 상업시설 소요연면적



: 가구당 소비지출액 원단위 보정치(상권 내 비소비지출항목 등 제거)



:  지역 내 가구수



: 상업시설 건물연면적 당 매출액 원단위

나. 비교유추법
 비교유추법은 유사사례에 의한 추정 방법으로 건설 또는 계획중인 도시(또는
시설)와 유사한 규모 및 입지여건을 지닌 도시의 상업시설 규모 또는 상업용지
평균 비율 또는 적정수준을 파악하여 계획대상지에 적용하는 방식임
 상업용지 추정에 적용 용이하나, 비교도시 또는 시설과의 차별성 등 반영의 어
려운 한계점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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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상업시설 소요연면적 = 유사지역 상업용지 비율 ×  지역 총 면적

 :  지역

내 상업시설 소요연면적

 : 유사지역 상업용지
 :  지역 총 면적

비율

다. 원단위법
 원단위에 의한 추정(원단위법)은 전체면적(도시 및 시설)당 또는 거주인구, 종사
자 1인당 상업시설(또는 용지) 원단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임
 독립적으로 최종 소요면적 추정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각 단계별 지표산출을
위한 부분적 활용 가능함

   × 
 지역 상업시설 소요연면적 = 유사지역 종사자 1인당 상업시설면적 ×  지역 종사자수



:  지역 내 상업시설 소요연면적

 : 유사지역 종사자 1인당
 :  지역 종사자 수

상업시설면적

라. 회귀분석법
 회귀분석법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인과관계
의 이해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정, 평가하는 방법임
 입지특성, 인구규모, 소득수준, 경쟁도 등 다양한 변수간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상업수요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함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나, 분석의 난이도로 인한 실무활용도가 다소 낮으며,
적용 독립변수 설정의 주관성 및 다중공선성 문제 등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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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상업시설 소요연면적 = 변수별 회귀계수 × 요인변수



:  지역 내 상업시설 소요연면적

   : 요인변수별 회귀계수
   : 요인변수(예를 들어, 인구수, 소득수준, 교통여건, 경쟁상권의 규모 등)

마. 허프확률모형
 소비자의 상업시설 이용확률은 상업시설 크기에 비례하고 접근교통시간에 반비
례한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틈새시장규모 파악하는 방법으로, 상권구매력법 등
과의 혼합적 활용이 가능함


   × 

 ÷ 

  
∑    ÷  

 지역 상업시설 소요연면적 =  지역에서 상권  를 이용할 확률 ×  지역에서 상권  까지
의 거리요인

 :  지역 내 상업시설 소요연면적
 :  지역에서 상권 를 이용할 확률
 :  지역에서 상권 까지의 거리요인
 : 공간마찰계수

바. 허프확장모형
 허프확장모형은 수정허프모형, MNL모형, MCI모델 등이 있음
 수정허프모형은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업시설의 규모(이용자수, 매출액)
에 비례하고 그 곳까지 이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비례 한다는 가정을 적용
한 이론으로 이용객 흡인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됨
 MNL모델은 소비자는 점포대안 중 최고효용 점포를 선택한다는 전제가 있으며,
MCI모델은 규모, 거리 외 상품구색, 가격, 분위기, 교통비용, 안전도 등 반영
하는 특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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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상업시설 소요연면적 =
지의 거리요인

 :  지역

 지역에서 상권  를 이용할 확률 ×  지역에서 상권 j까

내 상업시설 소요연면적



:  지역에서 상권 를 이용할 확률



:  지역에서 상권 까지의 거리요인

 수요 추정방법론의 한계점
○ 상업시설 수요추정 방법론 5가지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표 Ⅲ-26> 수요추정 방법론의 한계점
추정기법

한계점

상권
구매력법

 총 구매력 산정 시 가구당 소비지출액과 거주가구수의 곱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수요권역 내에 있
는 거주인구 이외의 교통 이용객, 종사자, 쇼핑객 등 비거주인구의 수요는 제외됨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주변 주민이 없는 신규개발지의 수요 과소 추정 가능성 있음
 상권별 영향 범위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으로 1~3차 상권의 범위와 흡수율 적용 기
준을 적용하기 모호함

비교유추법

 적정한 유사사례(규모 및 입지여건)를 선정하는 기준 등 설정 필요
 도시간 비교에 용이하지만 상업시설의 특성과 구매력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추정하기 어려움

원단위법

 상권별 업종분포, 매장 성격 등이 상이하므로 일반적 기준의 원단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전체 면적(도시 또는 시설)당 거주인구 또는 종사자 1인당 근린생활시설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
하는데 수요권역 내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종사자 구분할 수 없어 중복 추정의 가능성이 있음

회귀분석법

 입지특성, 인구규모, 소득수준 등을 상업시설 면적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데 계량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존재하며 변수간 다중공선성 등으로 변수 선택의 어려움이 있음
 회귀분석 결과 설명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

허프모형

 소비자의 상업시설 이용 확률은 시설의 크기에 비례하고 접근교통시간에 반비례한다는 가정으로
점포의 크기와 거리 이외에 다른 변수 고려하지 않음
 동일 지역의 시설이라면 크기에 따라 수요가 결정되어 지는 모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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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 추정 절차
가. 수요 추정과정
 상업수요 추정은 상권분석 및 계획목표 설정, 수요 추정방법론의 결정, 상권
및 수요권역의 설정, 수요 추정 각 단계별 지표 산출, 소요면적 추정 등 5단계
로 요약할 수 있음
○ 1단계는 ‘현황분석’단계로, 상권분석 및 계획내용의 분석을 통한 계획시설(또는 용
지)의 특성을 규정함
○ 2단계는 ‘상권 및 수요권역의 설정’ 단계로, 상권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존상권의 규
모 파악 및 수요자의 지역범위를 설정함
○ 3단계는 계획시설의 특성 및 위상에 부합하는 ‘수요 추정방법론의 결정’단계로, 방
법론에 따라 이하 단계에서의 지표 산출 및 면적 추정절차가 변화됨
○ 4단계는 ‘수요 추정 각 단계별 지표 산출’로, 각 수요 추정방법론에 부합하는 추정
단계별 지표를 산출함
○ 5단계는 ‘소요면적 추정’으로, 각 단계에서 추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잉여수요분
에 대한 소요연면적을 추정하고, 용지추정의 경우 용지면적으로 전환함
<표 Ⅲ-27> 수요 추정단계 및 내용
단계

내용

1단계

• 현황분석
상권분석 및 시장환경분석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계획시설의 위상 및 유형 설정

2단계

• 상권 및 수요권역의 설정

3단계

• 수요 추정방법론의 결정

4단계

• 수요 추정 각 단계별 지표 산출
수요 추정방법론에 따라 각 단계 및 단계별 지표 산출

5단계

• 소요면적 추정
상업시설 : 상업시설 연면적 추정
상업용지 : 시설연면적 추정을 통한 용지면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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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절차
1) 1단계 : 현황분석
○ 상업시설은 기존 상권의 위상, 계획시설 도입기능의 차별성, 경쟁시설의 경쟁력 등
에 따라 수요권역 또는 흡인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상권 및 경쟁상권,
계획시설의 특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함
- 상업시설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시설로서, 기존 상권의 노후정도 등에 따라 지
역 내 필연적인 상권 현대화를 주도함으로써 기존 상권의 변화 유도를 통한 수요
의 확대 또는 소요면적의 확대 가능성이 있음(필요시 반영 가능)
○ 상권분석
- 사업지 상권 또는 경쟁상권(또는 도시)의 상업시설 규모 및 업종분포, 이용인구 특성
(연령, 성별 등), 업종변화패턴, 임대료 수준 및 공실률, 매출액 등 분석
○ 시장환경분석
- 상업시설 시장동향, 업종 트랜드, 테넌트 입점동향 등 분석
○ 기타 개발여건분석
- 입지적 경쟁력, 주요 개발계획, 관련 법규 등 검토
<표 Ⅲ-28> 1단계 : 현황분석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상권

• 경쟁 및 유사상권·도시 분석30)
상업시설 규모 및 업종분포
이용인구 특성(연령, 성별 등)
업종변화패턴
임대료 및 공실률
매출액
(추가정보 또는 실사정보 필요 시 C.S.T조사31), Depth Interview32), F.G.D33),
OD조사34) 등을 통한 이용인구의 주거지 분포, 임대료 및 매출액 조사 등 수행)

현황
분석

시장환경

• 상업시설 시장동향, 업종 트랜드, 테넌트 입점동향 등

기타여건

• 입지경쟁력, 주요 개발계획, 관련법규 등

30) 4),5),6),7)의 조사치는 현장 실사 또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구 상권분석시스
템)를 통해 추출
31) Customer spotting technique : 특정 상업시설 또는 상권 이용자의 거주지 분포 및 인구특성, 이용
빈도 및 동반형태 등을 질의응답형태로 조사하여 정량분석

∣141∣

PFV 출자 타당성 검토 매뉴얼

- 상권분석 방법 : 개략 검토 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
권정보(구 상권분석시스템) 활용(http://sg.sbiz.or.kr)
<표 Ⅲ-29> 상권분석 업무
상권정보 사이트(sg.sbiz.or.kr) 활용방식35)
상권분석 상세분석 활용

구분

상권
분석

업종분석

업종별 업소 수 및 증감추이(업종 대, 중, 소분류)

매출분석

업종별 매출액 및 이용건수 추이(주중/주말, 연령/성별)

인구분석

유동인구(연령별, 시간대별, 요일별), 상주, 상근인구특성

지역(가격)분석

임대료(활성화 및 비활성화 지역 층별 임대료)
기타(지역 브랜드지수 : 브랜드매장 분포도)

32) 심층인터뷰 : 이용자 대상 소비패턴, 지출액, 상권 이미지 등 조사, 점포주 또는 관리자 대상 업종 트랜
드, 테넌트 동향, 매출액, 임대료 등 조사
33) Focus Group Discussion : 상권 이용자 그룹 인터뷰를 통한 상권이용패턴 조사 또는 전문가 그룹 인
터뷰를 통한 계획시설 컨셉 및 포지셔닝에 대한 의견 조사
34) Origin-Destination 조사 : 상권 이용자의 연계이용시설 및 이동패턴 추적조사
35)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 사이트(www.r-one.co.kr)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정보의 경우 임
대료 검토 등에 유용하나, 대표적인 지역(상권) 중심의 자료로써 경기도의 경우 분당, 일산, 수원, 평촌
등 일부 지역 외 자료가 부재하며, 업종, 매출, 인구분석 등 상권분석에는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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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를 통한 업종분석 예시
<분석 예시 화면36)>

36) 수원시 수원역 1상권 업종분석 유사업종현황 분석 화면 예시(www.sg.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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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 상권 및 수요권역 설정
 1단계에서 분석한 현황을 토대로 상권의 위계 및 세부 유형을 설정한 후 해당
유형에 대한 수요권역을 설정함
 수요권역 설정은 수요추정방법 중 특히 상권구매력법을 활용할 때 수요추정 결
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수요권역 설정 방법은 상권 유형뿐만 아니라 O/D데이터 및 카드매출액 등 자
료에 대한 구득 가능 여부, 기타 조사 여건에 따라 다음 3가지 방법 중에 선
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추가적인 상업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권의 카드매출액 등을 통해 수요권역 설정 없이 구매력을 직접 추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가) 상권위계별 이용반경 설정
 상권위계별로 이용반경을 달리하여 총 수요권역을 설정할 수 있음(한국토지주
택공사, 1993)
○ 상권위계별로 중심상업업무지역의 경우 수요권역 범위 6㎞ 내, 지역중심상업지역
3㎞ 내, 지구중심상업지역 800m 내를 수요권역의 한계로 설정함37)
- 수요권역의 한계는 상권특성 및 계획시설의 위상에 의해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
으며, 세부 수요권역의 경우 도로, 대중교통, 지형, 주거지 분포 등의 특성을 고려
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타당한 근거의 제시가 전제되어야 함

 Applebaum(1966)38)에 따르면 상권은 “1차, 2차, 3차 수요권역으로 분류하고
1차 수요권역은 사업장 이용고객의 60~70%를 포함하는 범위로 점포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지점을 말하며, 2차 상권은 사업장 이용고객의 15~25%를 포함
37) 수요권역의 구분은 상권 또는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의 구분이므로, 실질적으
로는 하천, 산, 광로 및 대로 등에 의해 구분될 가능성이 크고, 지하철 역사와의 거리, 주거단지 집중분
포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분석 편의를 위해 거리를 기준으로 구분. 따라서, 지형 등 특성에 따른
조정 가능
38) Applebaum, W., 1966, “Methods for Determining Store Trade Areas, Market Penetration
and Potential Sales”, Journal of Marketing,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vol.3, No.2:
1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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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범위로 점포반경 1㎞, 3차 수요권역은 사업장 1, 2차 수요권역 이외의
고객을 포함하는 범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Applebaum(1966)의 기준을 참고하여, 본 지침에서는 각 상권위계별로 1~3차
수요권역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 Ⅲ-30> 계획 상업용지 또는 상업시설의 특성별 수요권역 설정
구분

지구중심상업지역

지역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업무지역

근린상업시설

중심상업시설

(광역상업시설39))

이용반경
(총 수요권역)

• 800m(도보 10분)

• 3㎞(자동차 5분)

• 3㎞ 또는 6㎞
(자동차 5~10분)

1차 수요권역

• 300m(도보 5분)

• 300m(도보 5분)

• 300m(도보 5분)

2차 수요권역

• 800m(도보 10분)

• 1㎞(자동차 5분)

• 1㎞(자동차 5분)

3차 수요권역

• 없음

• 3㎞

• 3㎞ 또는 6㎞40)

나) OD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권역 설정
 한국토지주택공사(1993)에 따른 상권별 이용반경 및 1~3차 수요권역은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OD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시설을 목적지로 하는 가정기반
쇼핑 목적의 출발지별 통행량41) 분석을 통해 수요권역 설정을 검토할 수 있음
 다만 국가교통 DB의 OD 데이터의 활용은 동별 OD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수도권의 경우 PA목적기준의 기준년도 및 장래년도 통행량 자료(가정기반쇼핑, 비
가정기반쇼핑)를 활용 동별 쇼핑 기종점 데이터에서 분포를 파악할 수 있음
○ 수도권 이외 지역 중 부산울산권(부산, 울산, 경북 포항시, 경주시,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진해구,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대구광역권(대구광역

39) 광역상업시설은 도시 전역을 수요로 하는 상권으로 설정(중규모 도시 도심)
40) 수요권역의 차수가 커질수록, 반경 확대에 의한 면적 및 인구의 급격한 확대에 유의하여야 함(반
경 1㎞시 면적 : 0.785㎢, 반경 3㎞시 : 7.065㎢(1㎞의 9배), 반경 6㎞시 : 28.26㎢(36배))
41) 2019년 국가교통DB 수도권 OD 교통분석 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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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창녕
군), 제주권의 경우는 동별 OD자료가 제공되므로 동별로 기종점을 집계할 수 있음
○ 그 외 지역은 ‘전국지역간 목적 OD’ 자료로 시군구 단위 분석만 가능, 시군구로 분
석할 시 상권 구분 어려워 전체 영역은 파악은 가능하나 상권별구매력 측정을 위한
범위 및 흡수율 산정을 하기 어려움

다) 소비자분포기법을 통한 수요권역 설정
 조사기간 및 예산 등에 따라 수요권역 설정 방법으로 동일 생활권의 인접 상권
에서 소비자분포기법(Customer Spotting Technique: CST) 조사 등을 수행
하여 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소비자분포기법이란 Applebaum에 의해 제안된 분석방법으로 조사대상 시설
과 특성이 유사한 상업시설을 선정하여 해당 시설의 상권을 추정한 결과를 적
용하는 기법임
○ 이를 위해 유사 상업시설을 방문한 고객을 주소지를 조사하여 상권을 파악함
○ 다만 소비자분포기법은 설문조사가 갖고 있는 표본·비표본 오차 등의 근본적인 문
제점과 광역상권의 경우 사업지 방문객의 거주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샘플수와
조사횟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단점이 남아 있었음

라) 기타 : 계량모형을 이용한 수요권역 설정방법
 상업시설 수요를 설정하기 위한 그 외 방법으로는 레일리의 소매인력모형, 컨
버스 모형, 허프모형 등 계량모형이 있음
○ 상기 계량 모형에서는 사업지와 주변 각 행정동간 인구규모 및 거리(평균거리)를 활
용하여 수요권역을 설정함
- 사업지 계획시설의 개략 규모 및 경쟁상권(또는 시설) 규모와 각 지역으로부터 각
상권까지의 거리(거리의 제곱)를 이용함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 Pa/Pb = (Ma/Mb)α÷(Da/Db)β
P 는 상권 또는 상업시설  로 쇼핑하러 가는 지역주민의 비율
M 는 상권 또는 상업시설  의 규모(사업지는 개략규모 적용)
D 는 상권 또는 상업시설  까지의 거리
α, β는 매개변수(α=1, β=1~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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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예시는 레일리 모형으로, 예를 들어, 주변지역 중 사업지로 유인될 가능성이
60% 이상인 지역을 1차 상권이라 한다면, Pa=60%, Pb=40%가 되며, 모든 주변지
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업지로 유인될 수 있는 비율을 계산 후, 이 비율이
60% 이상이 되는 지역을 연결한 선이 1차 상권의 경계가 됨

3) 3단계 : 수요추정방법론의 결정
 수요추정방법론의 결정
○ 수요추정은 상권 분석 및 위상 결정 후 앞서 살펴본 상권구매력법, 비교유추법, 원
단위법 중 적절한 수요추정 방법론을 선택하여 진행함

 근린상권의 수요추정방법
○ 근린상권 중 공공복합시설의 소규모 부속시설로 계획된 경우, 별도의 수요추정과정
을 거치지 않더라도 편익 추정과정에서 공실률 등을 고려하므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포함된 별도 근린상권의 경우, 상권구매력법을 활용하거나, 도
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로서 성격이 강하므로 유사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하여 비교
유추법 및 원단위법을 혼용한 방법으로 수요를 추정할 수 있음
- 비교유추법을 적용할 시 비교사례의 인구 당 원단위 면적으로 추정하는 방식 외에
비교 대상 지역의 카드매출액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음
- 카드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여 구매력을 직접 추정할 경우, 단순히 인구당 상업 수
요를 추정하는 것보다 비교 대상이 적정한 규모가 아닌 경우에도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중심상권 및 광역상권의 수요추정방법
○ 중심상권 및 광역상권은 상권구매력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수요권역 설정은
OD데이터, 카드매출데이터 등이 활용할 경우 해당 상권을 구매력을 직접 추정하
되, 자료 구득이 어려운 경우 임의적으로 상권유형에 따라 지리적 이용반경(1차
300m(도보 5분), 2차 1㎞(자동차 5분), 3차 3㎞(자동차 10분)) 기준을 활용함

- 상권구매력법의 경우 수요권역 설정이 수요추정 결과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카
드매출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수요권역 내 가구수 추정과 월평균 소비지출을 적용
하는 과정이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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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1> 상권에 따른 수요추정방법론 결정
상권유형

소규모
(부속)
근린
상권

방법론

-

적용방법

• 시설의 부속개념으로 별도 수요추정 미수행

예
단지내 상가,
오피스 부속상가,
공공시설(지식산업센터,
청사 등)의
지원시설, 부속상가 등

혼용방법
•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유사한 규모의 개발지구와 거주
(비교유추법
인구당 원단위 면적 또는 비교 대상 지역의 카드매출
+원단위법),
액 등 구매력을 직접 추정하여 비교1)
상권구매력법

도시개발사업지구
근린상업지구

• 동별 OD 데이터로 수요권역 설정. 단, 관련 데이터 확
보가 어려울 시 사업지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1~3차
개발지구
상권구매력법
수요권역과 흡수율 적용
중심상권
•
카드데이터
등으로 구매력을 직접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중심
수요권역 설정 없이 구매력 추정
상권

도시개발사업지구
중심상업지구

별도
근린
상권

• 상권구매력법(상동)
상권구매력법,
특화상권
• 특화상권으로 수요권역이 주거지와 인접 여부와 관계
허프모형
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프모형 이용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프리미엄아울렛가구
전문매장 등

• 상권구매력법(상동)
상권구매력법,
• 특화상권으로 수요권역이 주거지와 인접 여부와 관계
허프모형
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프모형 이용2)

코엑스몰,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테이션 등

광역상권

주: 1) 단순히 인구당 상업 수요를 추정하는 것보다 구매력을 동시에 추정함으로써 비교 대상이 적정한 규모가 아닌 경우에도
추정의 정확도 제고 가능
2) 편익도 부가가치율로 추정

4) 4단계 : 수요추정 각 단계별 지표 산출
 각 수요추정방법별 수행절차
○ 상권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권구매력법, 비교유
추법, 원단위법, 혼합법 등을 활용하여 수요를 추정할 수 있음
○ 각 수요추정방법별 수요추정과정은 [그림 Ⅲ-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다음에서는 각 수요추정방법에 따라 수요추정을 위해 필요한 지표 산정과정을 단계
별로 설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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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수요추정방법별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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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권구매력법
 수요권역 내 이용자의 총 구매력 산출
○ 상권구매력법으로 조사대상 상업시설의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수
요권역 내 이용자들의 구매력을 추정하기 위한 각종 지표를 검토해야 함
- 즉 수요권역 내 가구수,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검토해야 함
○ 다만 조사대상 시설 인근에 기존상권이 형성된 경우에 기존상권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액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다면 상기 언급한 각종 지표에 대한 검토가 불
필요함

① 목표연도 수요권역별 가구수 추정
○ 과거 통계치(10년치 이상)에 대한 추세연장을 통해 수요권역별 가구수 추정함
- 자료 : 수요권역 계획가구수가 존재하는 경우 계획가구수
∙ 계획가구수가 없는 경우 KOSIS 가구추계 활용 추정 불필요
∙ 계획가구수가 없는 경우 KOSIS 읍면동 주민등록인구 활용 가능
- 추정방식 : 증감추세 검토 후 추세흐름에 부합하는 추세연장법 적용
- 적용가능 추세연장법 : 선형함수(최소자승법, 단순회귀분석), 비선형함수(지수함수,
로그함수, 다항식함수, 이동평균선, 인구생잔법, 수정로지스틱 등)
- 동단위 이하 인구 필요 시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 가능
○ 예시 : 계획가구수 부재 또는 가구추계 활용 불가 시42) 장래 가구 추정43)

42) KOSIS인구추계는 시도단위까지만 제공되고 있어 시군구 또는 동읍면 등 과소지역의 가구추계에 어려
움이 있으나, 소지역 인구추계 방법론 개발 및 시군구 자체추정을 위한 가구추계시나리오 프로그램 제
공 검토 중(2015년 10월 현재 KOSIS 내부검토 중)
43) 인계동의 경우 가구 성장 중으로 지수함수 또는 선형함수의 유의도가 높으나(R2>0.9), 무한대 성장은
불가하므로 수정로지스틱 등 임계치의 부여 검토가 필요하며, 행궁동의 경우 수렴 내지 감소형태의 성
장곡선을 나타내 로그함수 등이 적절(단,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 검토를 통해 해당지역 인구증가요인 및
경쟁생활권으로의 유출가능성 등 인구감소요인의 추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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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장래 가구수 추정을 위한 추세연장법 검토 예시
<수원시 인계동-추세연장법 예시 : 선형함수 또는 거듭제곱함수 >

<수원시 행궁동(팔달,남향,신안동 포함)-추세연장법 예시 : 로그함수 또는 거듭제곱함수>

② 목표연도 수요권역별 총 구매력 추정
○ 과거 통계치(10년 이상) 기준 시도 가계소비지출액에 대한 추세연장법을 통해 수요
권역별 총구매력을 추정함
- 자료 : KOSIS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상의 소비지출액(전국 단위)
- 추정방식 : 증감추세 검토 후 추세흐름에 부합하는 추세연장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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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가능 추세연장법 : 선형함수(최소자승법, 단순회귀분석), 비선형함수(지수함수,
로그함수, 다항식함수, 이동평균선)
- 보정 : 가계지출액 중 지역 내에서 소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추출하여
제외함으로써 구매력 보정(조세, 연금, 이자, 이전비용 등 비소비지출액 및 실제주
거비, 보건비용 중 입원서비스비, 운송기구연료비, 철도운송비, 정규교육비, 성인
학원교육비 등 제외)
- 보정 시 보정비율 추정방식 : 최근 3년간의 보정비율 평균치 적용 가능
○ 예시 : 총 구매력 산정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KOSIS) 활용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는 전국단위 통계만 집계되므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가
계수지 필요 시 근로자가구 또는 소득상위분위별, 소비구간별, 가구주 특성별 월평
균 가계수지 적용(일반적으로 근로자가구 가계수지 활용)
[그림 Ⅲ-12]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KOSIS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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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2> 가계소비지출항목 중 제외항목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KOSIS
세분류

제외항목44)

01. 식료품,
비주류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동물,
연건수산동물, 기타수산동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쥬스 및 기타음료

-

02. 주류, 담배

주류, 담배

-

03. 의류, 신발

직물 및 외의, 내의, 기타의복,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

04. 주거, 수도,
광열

실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

실제주거비

05.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섬유,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가사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

06. 보건

의약품, 의료용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입원서비스

07. 교통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서비스

운송기구연료비,
철도운송

08. 통신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

09. 오락, 문화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기록매체,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오락문화내구재, 악기기구,
오락문화내구재유지 및 수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화훼관련용품, 애완동물관련용품,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복권,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

10. 교육

정규교육(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학생학원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정규교육,
성인학원교육

11. 음식, 숙박

식사비, 숙박비

12. 기타상품,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이미용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개인용품, 복지시설, 보험, 기타금융, 기타서비스

-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전 항목 제외

가계지출 항목

소비
지출

비소비지출

44) 사업대상지 특성 및 계획시설 특성에 따라 제외항목을 유동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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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권 내 소비지출액 추정을 위한 보정률 산정 : 과거 통계치 상의 가구당 가계
소비액 중 지역 내 소비지출액의 비율(보정률) 산정
- 상기 근로자가구 보정률은 2003년 67.3%, 2005년 67.2%, 2010년 65.7%, 2011
년 65.3%, 2012년 65.2%, 2014년 65.2%(최근 3년간 평균 65.2% 보정률)
- 지역상권 내 소비지출액 원단위 추정 :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장래 추정치(과거
통계치에 대해 추세연장법 적용) × 보정률
- 목표년도 지역상권 내 소비지출 : 소비지출액 원단위 × 추정 가구 수

③ 흡인률 산정
○ 이때 수요권역별 흡인률 산정은 상권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권장함
- 상권분석 내용을 통해 상권별 이용수요의 주거지 분포비율 또는 이용수요의 총지
출액 중 상권 내 이용금액 비율을 산정하여 흡인률을 산정함
○ 그러나 조사를 통한 흡인률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기준 흡인률을 그간의 경험치
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
- 1차 수요권역 : 50~60%, 2차 수요권역 : 20~40%, 3차 수요권역 : 1~20%
- 해당 상권 특성 및 계획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별로 조정이 가능함
- 수요권역의 범위가 넓을수록 흡인률이 연간 구매력에 미치는 민감도가 높아지므
로, 수요권역 범위가 넓은 3차 상권의 흡인률 적용시에는 유의가 필요함
<표 Ⅲ-33> 흡인률 설정
구분
권장
기준흡인률

1차 수요권역

2차 수요권역

3차 수요권역

 CST조사를 통한 흡인률 산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상권분석을 통한 흡인률 산정
 50~60%

 20~40%

 1~20%

○ 다만 앞서 제시한 수요권역 설정 방법에 따라 흡인률 적용 여부가 달라짐
- 상권위계별 이용반경으로 수요권역 설정시에는 상기 제시한 권장사항을 고려하여
흡인률을 추정함
- 그러나 OD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소비자분포기법(CST)로 수요권역을 설정한 경우, 이
용자 분포가 이미 확인되기 때문에 흡인률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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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총 구매력 산정
○ 수요권역별 구매력 산정 후 합산을 통해 총 구매력을 산정함
- 총 구매력 : 수요권역별 가구 수 × 가구당 소비지출액 × 수요권역별 흡인률


 

  ×  ×  ·········· (식 Ⅲ-16)

 





  총 구매력
   수요권역 가구수 ∼  차 수요권역 설정시    ∼ 


 가구당 소비지출액 권역별로 소비지출액을 달리 해야 하는 경우에는  로 설정

  수요 권역별 흡인률

 카드데이터 활용 구매력 산정 사례
○ 기존상권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액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다면 상권범위 설정
과 구매력 추정을 위한 흡수율 적용 등이 필요 없을 수 있음
○ 카드매출액을 통해 소비지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K-Atlas)을 활용함
○ 일반적으로 역세권, 대로 등으로 구분하는 물리적 수요권역을 바탕으로 해당 상권
의 잠재구매력을 직접 추정하고 기존 상권구매력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위면적당
효율을 추정하여 수요면적을 추정하는 방식임
[그림 Ⅲ-13] 카드매출 데이터 적용 수요 추정 과정

자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20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155∣

PFV 출자 타당성 검토 매뉴얼

 단위당 매출액(단위면적당 효율) 추정
○ 과거 통계치 기준 시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매출액 및 건물연면적을 통해 단위
당 매출 산정 후 추세연장법 또는 회귀분석법으로 추정함
- 자료 : KOSIS 도소매·서비스 조사 중 도소매업조사의 시도/산업별 총괄(도매및소
매업, 숙박및음식점업의 대분류와 각각에 대한 중분류, 소분류 가능)45)
- 추정방식 : 증감추세 검토 후 추세연장법 적용 또는 최근 3개년간 평균치 활용 가능
- 적용가능 추정방법 : 선형함수(최소자승법, 단순회귀분석), 비선형함수(지수함수,
로그함수, 다항식함수, 이동평균선)
- 전산업별 연면적 통계치가 집계되지 않고 상업시설의 대부분이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임을 감안하여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숙박음식
점업의 경우 숙박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구분하여 적용 가능
-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원단위 동시 활용 시 계획시설 비율에 따라 적용
- 예시 : 경기도 업종별 단위면적당 매출을 활용한 사업지 단위당 효율 추정
<표 Ⅲ-34> 경기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단위면적당 효율
(단위: 천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도소매업

4,237

4,609

4,492

숙박 및 음식점업

750

739

숙박업

175

음식점및
주점업
도소매/
음식숙박계

2010

2011

2012

2013

4,324

5,488

5,426

5,312

816

965

947

897

1,136

172

141

178

219

178

299

993

938

1,108

1,314

1,209

1,227

1,384

2,761

2,815

2,952

3,026

3,778

3,669

3,862

-

- 계획시설의 업종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상업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업종
비율을 추정하거나 도소매/음식숙박계 면적을 활용할 수 있으나, 최근 상업시설의
식음서비스 강화 추세(판매기능의 경우 소셜커머스 등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오프
라인매장 비율 축소 추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단위면적당 효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나, 업종별 편차가 있음을 고려하여 최
근 3년간 평균치를 활용함
45) 도소매업 조사의 시도/산업별 총괄 통계를 통해 각 업종별 연간 매출액을 업종별 건물연면적으로 나눠
단위면적당 효율 산정(표Ⅳ-13은 통계를 활용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효율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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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5> 단위면적당 효율 적용 예시
(단위: 천원/㎡)

구분

적용 예

비고

계획면적비율

판매 20% : 서비스(식음) 80%

지역특성 및 상업시설
트랜드 고려

3개년 평균 효율

도소매 5,409, 음식점및주점 1,274

도소매 하락추세,
식음 상승추세

단위면적당 효율

(도소매 효율 × 20%) + (음식점주점 효율 ×
80%) = 2,100천원/㎡

업종비율 및 평균효율 적용

 목표연도 상업시설 연면적 추정
○ 총 구매력(또는 수요권역별 구매력)을 단위면적당 효율로 나누어 상업시설 소요연
면적을 산정함
- 상업시설 소요연면적 : 총 구매력 ÷ 단위면적당 효율

 ×  ×  ÷  ·········· (식 Ⅲ-17)


 

 





  사업시설 소요연면적
   수요권역 가구수 ∼  차 수요권역 설정시    ∼ 


 가구당 소비지출액 권역별로 소비지출액을 달리 해야 하는 경우에는  로 설정

  수요 권역별 흡인률

나) 비교유추법
 유사사례지역 설정
○ 인구규모, 입지특성, 지역 성장배경 및 특성, 상권특성 등을 전제로 한 유사사례지
역 설정
○ 유사사례지역의 유사시설 평균면적 또는 평균 상업용지 면적비율 등을 적용
- 상업용지 면적 추정을 위한 비교유추법 활용 시에는 최근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
례 활용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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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유추법의 활용
○ 신도시 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타의 계량적
인 수요 추정방법에 대한 검증 또는 사전 범위설정 등의 측면에서 상업용지 면적
설정 시에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분석기법임
- 일반적으로 비교유추법과 원단위법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며, 신도시 사례의 상
업용지비율과 기타 원단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지율을 결정함
<표 Ⅲ-36>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사용된 비교유추 근거 예시
구분46)

기준

비교대상

최종 적용

분당
일산

인구규모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강릉시, 청주시

상업지역 비율
수원시, 의정부 제외
평균 > 적정수요 > 안양
결과 2.5㎡/인 내외 적용

산본

-

서울 상계동, 과천시, 광명 철산

상업지역비율, 세대당 원단위
결과 평균 또는 적정수준

평촌
중동

위성도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소매:업무:서비스 업종비율 추정
결과 14.5 : 27.9 : 57.6

 상업용지 면적 추정 시 비교유추 근거
○ 가장 최근의 신도시개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2기 신도시의 상업업무용지
비율을 기준이 되는 상업업무용지율을 검토할 수 있음
- 신도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의 상업업무용지 비율은 2기 신도시 상업업무용
지의 경우 3.0~6.0% 범위 내로 설정됨(배방, 도안 등 제외)
<표 Ⅲ-37> 2기 신도시 상업업무용지 비율(전체 용지 대비)
구분47)

평균

동탄1

세교1

도안

한강

배방

운정

판교

상업업무용지율

5.4%

4.2%

3.4%

6.7%

3.7%

13.3%

3.3%

3.0%

46) 이상준, 윤정중, 2012, 상업용지수요 추정기법 비교분석연구 – 수도권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47) 이상준, 윤정중, 2012, 상업용지수요 추정기법 비교분석연구 – 수도권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158∣

Chapter 2. 도시개발 사업 비용 추정과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

<표 Ⅲ-38>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비교
구분48)

증감(%)

계

1기 신도시 평균

2기 신도시 평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

3,033

-

1,263

-

주택

-4.7%

1,042

34.4

388

31.5

상업업무

-2.2%

230

6.9

63

4.7

도로

-4.0%

628

20.7

210

16.7

공원녹지

+12.0%

578

19.0

394

31.0

기타

-2.3%

555

18.2

208

16.0

○ 국토연구원 또는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시하는 계획기준 지표 또한 기존 도시의 상
업업무용지비율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상업업무용지비율을 제
시하고 있으므로, 비교유추법 또는 원단위법의 근거로서 활용 가능
<표 Ⅲ-39> 도시규모별 상업용지 면적배분(국토연구원)
구분49)

자족적 신도시

중규모 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

중규모 택지개발

개발규모

1,000ha 이상

300~1,000ha

100~300ha

30~100ha

전체면적 대비비율

3.0~4.8%

2.8~4.5%

2.1~3.6%

1.0~3.3%

<표 Ⅲ-40> 신도시 상업업무용지율(국토교통부)
구분50)
도시규모(㎡, 만명)
용지율(%)

자족적 신도시

중규모 신도시

 면적 : 990만㎡ 이상

 면적 : 330만㎡ 이상

 인구 : 20만명 이상

 인구 : 20만명 이상

3~5%

4~6%

48) 이상준, 윤정중, 2012, 상업용지수요 추정기법 비교분석연구 – 수도권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2기 신도시 평균치는 표Ⅳ-19에서의 2기 신도시 외 위례, 고덕, 옥정·회천 등이 포함된 평균치임
49) 국토연구원(1995), 신시가지 적정개발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기준
50) 건설교통부(2004),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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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단위법
 유사사례지역 설정
○ 비교유추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단위를 추출할 유사사례지역을 설정해야 함

 원단위법의 활용
○ 비교유추법과 복합적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원단위의 활용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는 인구 1인당 상업용지면적, 도시 내 종사자 1인당 상업용지면적, 주택
용지 대비 상업업무용지 비율 등을 활용함
<표 Ⅲ-41> 2기 신도시에서 사용된 원단위법 근거 예시-1
구분51)

1인당 상업용지면적

종사자 1인당 상업용지면적

OO한강

1기 신도시 평균 = 2.5㎡/인

1기 신도시 평균 × 보정률 = 1.78㎡/인

판교

용인시택지개발사례 평균 = 9㎡/인

경기도 통계기준(전체 인구의 30%) ×
1인당 상업용지면적

<표 Ⅲ-42> 2기 신도시에서 사용된 원단위법 근거 예시-2
구분

인구 1인당 종사자수

1인당 상업업무용지 면적

양주(옥정)

1기 신도시 평균 0.1428/인
× 지역보정 = 0.08827/인

1기 신도시 평균(일산 제외) 2.5㎡/인 ×
지역보정 = 1.56㎡/인

<표 Ⅲ-43> 수도권 신도시 주택용지 대비 상업업무용지 비율 비교
구분52)
상업업무/주택
(면적기준, %)

1기 신도시 평균

2기 신도시 평균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20.4

30.3
(중동)

9.6
(산본)

16.1

29.1
(아산배방)

5.3
(오산세교)

 상업용지 면적 추정 시 원단위 근거
○ 원단위는 신규 개발지역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지 특성에 맞게 적용 원단위
를 산출하여 제시할 수 있음
51) 이상준, 윤정중, 2012, 상업용지수요 추정기법 비교분석연구 – 수도권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52) 국토해양부(2010), 신도시개발 편람·메뉴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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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지 면적 추정 시에는 비교유추법과 마찬가지로 국토연구원 또는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시하는 계획기준 지표 등을 활용하여 원단위 제시
<표 Ⅲ-44> 도시규모별 상업용지 면적배분(국토연구원)
구분

자족적 신도시

중규모 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

중규모 택지개발

개발규모(ha)

1,000 이상

300~1,000

100~300

30~100

인당 면적(㎡)

2.0~2.5

1.7~2.2

1.4~1.9

1.0~1.5

주거용지 대비 비율

10~20%

8~10%

6~8%

3~6%

전체면적 대비비율

3.0~4.8%

2.8~4.5%

2.1~3.6%

1.0~3.3%

○ 1인당 소요면적 및 도시규모별 원단위 등을 활용하여 상업업무용지율을 결정하기
위한 범위 등을 설정함
<표 Ⅲ-45> 2기 신도시 상업업무용지율 결정에 사용된 원단위 적용기준 비교
현황
구분53)

상업업무
용지율(%)

비교 기준
신도시
계획기준
(4~6%)

기존
신도시기준
(4.5~7.7%)

상업용지 원단위 적용기준(%)
1인당 소요면적

도시규모별원단위

비율

적정성

비율

적정성

평균

5.4%

-

-

-

-

-

-

동탄1

4.2%

○

○

2.3~3.0

△

2.8~4.5

○

세교1

3.4%

○

○

2.6~3.3

○

2.8~4.5

○

도안

6.7%

△

○

1.8~2.3

×

2.8~4.5

×

한강

3.7%

○

○

2.7~3.4

△

3.0~4.8

○

배방

13.3%

×

×

1.3~1.7

×

2.8~4.5

×

운정

3.3%

○

○

2.5~3.2

○

2.8~4.5

○

판교

3.0%

△

○

1.6~2.0

△

3.0~4.8

○

53) 신도시계획기준(건교부 2004), 기존신도시사례, 상업용지원단위(국토연구원 1995) 기준 / 상업용지원
단위 기준 중 1인당 소요면적은 계획인구×1인당 원단위로 환산한 용지비율로, 규모별 소요면적은 전
체개발 면적 대비 비율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자료 : LH 내부검토자료(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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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혼용방식
○ 비교유추법은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도시(또는 시설)와 유사한 규모 및 입지여건을
가진 비교대상의 규모를 파악하여 평균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원단위법은 면적
당 인구(거주 또는 종사)를 산정하는 방식임
○ 비교유추법은 도시간 비교로 상업용지 추정에 적합한 방식이며 적정한 유사사례(규
모 및 입지여건)를 선정하는 기준 등에 대한 설정이 필요함
- 또한 도시간 비교에 용이하지만 상업시설의 특성과 구매력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
하여 추정하기 어려움
○ 원단위법은 단계별로 지표산출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방식이며 구매
력 등을 활용하여 원단위를 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코엑스몰과 같은 특정 상권에서의 추정에는 상권구매력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보완방식
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지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
은 경우 CST조사나 카드매출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매력을 추정하는 방식이 불가능함
○ 이러한 경우 준거상권으로 선정하여 구매력을 측정하고 사업지의 필요 상업시설 면
적을 추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준거상권을 설정하는 방안은 원단위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사업지 주
변 지역(가급적 동일 시군구)에 배후 인구 기준 유사한 규모와 유형의 상권을 선정
하여 해당 상권의 구매력과 상업시설 면적을 산정하고 거주인구 1인당 면적 원단위
를 산정하여 사업지 상권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는 비교유추법을 적용하되,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원단위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혼용방식이라 할 수 있음
- 혼용방식에서는 준거상권을 정하고 준거상권의 구매력과 수요면적을 산정한 후 거
주 인구 1인당 면적을 산정함
[그림 Ⅲ-14] 혼용방식 추정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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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단계 : 소요면적 추정
가) 상업시설 소요연면적 추정
 목표연도 상업시설 소요연면적 추정
○ 상기 절차에 의해 상업시설 소요연면적을 추정함
○ 단, 통계에 따라 추정 연면적이 건축연면적이 아닌 경우(예:매장면적)에는 공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건축연면적을 추정함
- 공용면적비율 추정 : 일반적인 상업시설의 공용면적비율 40~50%를 기준으로 계
획시설 특성에 따라 ±10% 조정이 가능함

 사업대상지 연면적 추정(경쟁상업시설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 경우)
○ 신시가지 조성사업 또는 단지 내 주민만이 상업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
지 내 상가 건설 등에 있어서는 상기의 방법에 의한 추정만으로 상업시설 소요연면
적 추정이 완료됨
○ 다만 기존 또는 계획 상업시설을 제외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경쟁상업시설(기존
또는 계획)의 연면적을 빼 주거나, 초기 총 구매력 산정시 수요의 증분에 대한 구매
력만 산정54), 또는 흡인률 설정시 경쟁상업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한 흡인률을 설정
함으로써 연면적 추정이 완료됨
- 기존 상업시설의 연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시설 수가 많
을 경우 상업시설이 분포한 지역의 건축물 저층부 면적 계산, 또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상권검토 상권분석에서 지역별로 지정하고 있는 상권 내의 업소 수 분석
결과에 매장당 평균 연면적을 곱하여 총 연면적을 산정함
<표 Ⅲ-46> 경쟁시설 면적 산정방법 예시(경쟁시설면적을 제외해야 하는 경우)
구분

방식

경쟁시설 연면적 산정이 용이한 경우

건축물대장 조사 또는 직접 조사
업소 수 × 평균 업소연면적(조사치)

경쟁시설 연면적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경쟁시설을 고려한 흡인률 조정

54) 기존의 상업시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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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용지 면적 추정
 상업시설 입지 가능 층을 고려한 상업용지 면적 추정
○ 기준은 지상 1층~지상 3층으로 하나, 프로젝트별로 조정이 가능함
○ 지상 건폐율 및 부지면적 대비 지하 층바닥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상업용지면적
산출함
- 지상 건폐율은 해당 사업지의 건폐율을 적용하며 지하 층바닥면적 비율은 프로젝
트별 건축가능면적 비율에 의함
<표 Ⅲ-47> 상업용지 면적 추정 예시
구분

내용

시설 소요연면적

10,000㎡

입지 가능 층 설정

지하 1층~지상 3층

건폐율

60%

대지면적 대비 지하층 바닥면적 비율

90%

용지면적 추정

소요연면적 ÷ {(지상 3개층 × 건폐율) + (지하 1개층 ×
지하 1개층 바닥면적 비율)} = 10,000 ÷ {1.8 + 0.9} =
3,703㎡

- 상업용지 내 공공공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공공공지율을 적용함(기준 30~40%)
○ 상층부는 오피스, 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수요 추정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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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업무부문 수요추정

1. 수요 추정 방법
가. 원단위법
 업무시설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와 1인당 소요면적을 기준으로 장
래 업무공간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임
 업무시설 종사자에 대한 업종별 통계 부족으로 유사업종 종사자의 합계를 이용
할 수밖에 없어 장기간 예측 시 수요를 과다 계상할 우려가 있음
 하지만 통계자료 등의 한계로 인하여 타당성 검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림 Ⅲ-15] 원단위법을 통한 업무시설 수요추정 방법
1인당 점유면적 적용

업무시설
종사자수 추정

지역 흡수율 적용

업무시설
수요 추정
지역 평균 공실률 적용

사업지 오피스
순수요 추정
향후 공급량 추정 반영

나. 회귀분석법
 거시경제변수와 고용지표 등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오피스 시장의 신규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임
○ 독립변수로 거시경제 변수, 고용통계 등을 사용하므로 전국·시도 단위의 광역 수요
추정에 적합함
○ 또한 회귀분석의 특성상 독립변수 선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지역별 모형을 달리할
필요도 있음

 아래의 예시는 거시경제 변수(경제성장률)을 활용한 수요추정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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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추정의 단위가 전국 또는 광역시도 등에 적합한 추정 방법으로 시군구 이
하의 단위의 수요 추정을 위한 모형 추정에는 적합하지 않음
수요추정 :

            

QDT : 국내 업무시설수요(t분기)
EcoGrowtht-4 : 국내 경제성장률(t-4분기)
Ln_RegEmpt-4 : 로그 서울상근 근로자수(t-4분기)

2. 수요 추정 절차
 업무시설 수요추정 방법으로 원단위법, 시계열 회귀분석이 활용되고 있으며 고
용인구 규모추정을 위해 이행할당모형, 경제기반모형, 투입산출모형 등 활용이
가능함
 이중 원단위법은 업무시설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와 1인당 소요면
적을 기준으로 장래 업무공간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장래의 종사자수와
업무시설 종사자 1인당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소요면적을 산출하여 업무시설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임
○ 원단위법은 수요권역을 설정하고 목표시점의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수를 추정
하는 과정과 원단위(1인당 점유면적)을 적용하는 과정이 추정 과정의 핵심 요소로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
[그림 Ⅲ-16] 오피스 수요추정 절차
수요권역 설정

업무시설 종사자수 추정
1인당 점유면적 적용

지역 평균 공실률 적용
오피스 수요 추정

지역흡수율 적용

향후 공급량 추정 반영
사업지 오피스 순수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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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시설 수요권역 설정
 업무시설 수요권역의 설정은 사업 대상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적 범위
에서 사업 대상지의 수요가 발생하는지를 정하는 과정임
○ 수요권역의 설정은 이후 수요 추정 과정에서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종사자수의 변화를
바탕으로 추정하므로 수요권역의 공간적 범위는 수요 추정 과정상 중요한 과정임
- 수요권역으로 정한 행정구역 범위에서 종사자수의 변화를 측정하므로 수요권역의
설정에 따라 수요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업무시설의 수요권역 설정의 3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산업 및 사업체 관점에서 기존의 업무권역이 분포하고 있는 특성에 따라
정하는 방법
- 산업의 특성상 집적효과 등으로 동종 업종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공간으로 분포하
는 특징을 보임
- 서울의 경우 도심, 강남(테헤란로, 강남대로), 여의도 등 업무시설 권역이 형성되어
있음
- 권역별로 특정 업종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특정 권역에 특정 업종이 집중되지는 않음
- 또한 수요발생 특성상 본사와 지사나 연구소가 분리되는 경우, 예를 들어 본사는
도심에 있으면서 연구소를 강남 또는 판교에 둔다든지 하는 특성이 있어 같은 권
역에서 발생한다고 하기 어려우며 지방의 업무권역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정하기 어려움
- 서울시의 각 업무 권역별 특성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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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8> 서울 3대권역과 BBD권역 입지특성
권역

입지특성

비고

 공시지가가 높고 부정형의 필지가 많음
CBD
권역

YBD
권역

KDB
권역

 규모가 크고 오래된 건물이 많음
 접면도로폭이 좁음
 대부분 법인이나 공공소유

 옛 도시구조를 기반으로 성장
 도심재개발 및 재건축의 영향

 공시지가가 낮고 정·장방형의 필지가 많음
 대중교통 및 주변상업기능과의 접근성이 떨어짐
 지하 이용률이 높고, 내부에 많은 서비스시설 보유
 대부분 법인이나 공공 소유

 계획적인 업무지구로 개발
 주변기능과의 확연한 분리로 내부에
서비스기능 입지

 공시지가가 높고 정·장방형의 필지가 많음
 규모가 작고 신축건물이 많음
 접면도로 폭이 넓음

 계획적인 업무지구로 개발
 평균 연면적 23,840㎡
(도심 24,454㎡, 여의도 18,177㎡)

 대부분 개인소유

 대로를 중심으로 한 선형개발
 옛 도시구조를 기반으로 성장

 공시지가가 낮고 부정형의 필지가 많음
BBD
권역

 대중교통 및 주변상업기능과의 접근성이 양호함
 지하 이용율이 낮고, 내부에 많은 서비스시설 보유
 대부분 개인 및 법인 소유

 주변기능과의 확연한 분리로 내부에
서비스 기능 입지
 권역내 판교테크노밸리가 2005~2015년
조성 완료계획으로 총 661천㎡ 규모로
지식기반인프라 집적지로 신흥오피스 시장
형성중

자료: 김경민, 입지론, 서울: 김경민 출판, 2010, p.20

- 대상 사업지가 특정 업종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되어진 업무시설 또는 지구라
고 한다면 업종별 수요를 전망하여 수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
업대상지로 들어오는 특정 산업 및 업종 수요는 신규수요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이전되어 오는 수요도 존재하므로 사업대상지로 이전되어 오면서 비게 되는 다른
지역의 수요도 감안한다면 결국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산업 입지 수요를 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수요권역 설정을 위해 정성적 측면에서 지역 특성이나 산업 유치 계획 등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전체 업무시설 수요와 수요권역 설정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음
○ 두 번째는 임대비용에 의한 접근방식으로 임대료 수준이 동일한 수준에서 수요권역
이 형성된다고 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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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권역의 임대료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체가 해당 권역으로 흡수될 수 있
다는 가정
- 업무시설의 임대료가 결정되는 요인이 지가 등의 영향으로 시설의 입지와 상관관
계가 높지만 시설의 개별 요인에 의한 영향도 크므로 지역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
로 수요권역을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
○ 세 번째는 업무시설의 수요권역을 종사자의 통근거리로 가정해 볼 수 있음
- 현재 형성되어 있는 통근 거리의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그 정도 범위에서
수요권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가정함
- 주거실태조사 등 마이크로데이터 등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통근 시간 및 거리를
추정할 수 있음
- 업무시설의 수요 범위는 노동자의 출퇴근 가능 지역을 한계로 하고 평균적인 출근
시간을 고려한 업무시설의 수요 범위를 설정함
- 수도권의 경우 서울 36.07분, 경기 33.81분, 인천 33.52분 등으로 나타나 35분
정도의 시간 거리를 업무수요 범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다른 수치를 적용할 수 있음
<표 Ⅲ-49> 가구주 평균 통근시간
가구주의 통근 소요시간(분)

구분

평균
30.85
36.07
26.31
25.63
33.52
22.55
23.54
21.25
22.86
33.81
17.46
18.66
17.14
18.13
15.73
17.85
20.10
19.07

전국

행정구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통계청 주거실태조사(2017)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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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7
22.891
17.422
15.372
23.023
15.625
17.613
13.438
20.886
23.641
14.695
15.094
14.502
14.650
12.527
14.209
13.737
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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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기준으로 가구주의 통근시간을 정규분포로 나타내면 통근시간 35분일 때
누적퍼센트는 70% 수준으로 나타남
○ 누적퍼센트 70% 수준을 1차 수요권역으로 볼 때 전체 수요는 1차 수요권이 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눠 최종적인 수요를 추정할 수 있음
[그림 Ⅲ-17] 가구주 통근시간 분포 히스토그램

<표 Ⅲ-50> 통근시간별 가구수 및 누적 비율
통근시간(분)
0
1
2

빈도(명)
157
39
35

7
8

22
9

25
26

393
1

34
35

2
97

비율(%)
1.2
.3
.3

누적비율(%)
1.2
1.5
1.7

.2
.1

6.2
6.3

2.9
.0

48.9
48.9

.0
.7

69.3
70.0

.0
100.0

100.0
100.0

:

:

:

:
180
합계

1
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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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단위(1인당 면적) 설정
 1인당 면적 산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체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면적의
산정이 필요함
○ 과거 연구에서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면적을 집계하였으며 오피스텔 면적
의 일정 부분을 주거면적으로 간주하여 제외함
○ 2005년 연구자료55)에 의하면 1인당 사무실 점유면적은 19.64㎡로 산출되었으며
과거 추세를 연장하여 현재도 이 기준의 틀에서 20㎡/인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업무시설 면적 산정
○ 과거와 달리 전국 모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
여 해당 지역의 업무시설 면적 추정이 가능함
○ 지역별로 원단위가 다를 수는 있으나 과거의 연구사례와 같이 서울지역을 대표적으
로 산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오피스 면적은 2021년 3월 기준 약 35백만㎡로 추정하고 있음56)
- 세움터 건축물대장(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의 주용도 업무시설 건물에서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제외하여 산정함
<표 Ⅲ-51> 지역별 업무시설 면적
구분

건물수

면적

동수

비율

면적(천㎡)

비율

강남

1,862

57.0%

15,539

43.0%

도심

483

15.0%

8,655

24.0%

여의도/마포

339

11.0%

6,788

19.0%

기타

558

17.0%

4,765

14.0%

합계

3,242

100.0%

35,746

100.0%

자료: 세움터 건축물대장 주용도 업무시설 건물 중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제외, 2021년 3월말 기준

55) 자료 : 서울시 업무공간 수요예측 및 공급가능성 진단연구, 김상일,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56) ㈜포지션에셋 자체 추정

∣171∣

PFV 출자 타당성 검토 매뉴얼

 업무시설 근무 종사자수 산정
○ 업무시설 근무 종사자수는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를 활용하여 오피스사용업종을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으로 선별하고 이 업종 종사자 중 본사·본점의 종사자수를 산정하는 방
법과 ‘지역별 고용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중 사무종사자, 관리직 등 직업별로 선별
하는 방식이 있음
○ 직업별 취업자 통계에서 관리자, 사무종사자 중 업무시설에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
는 취업자수를 집계하면 1,399천명임
<표 Ⅲ-52> 직업별 취업자 중 업무시설근무자 선별
직업별

관리자

사무
종사자

취업자수(2020년, 천명)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4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27

전문 서비스 관리직

21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20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183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880

금융 사무직

88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1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119

계

1,399

○ 전국사업체의 서울시 업무시설 종사자수를 선별한 결과 1,669천명을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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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3> 서울 사업체 종사자 통계 중 업무시설 근무종사자 선별
산업별

사업체구분별

전체 산업

2019
종사자수(명)

계

5,226,997

단독사업체

3,220,428

본사, 본점 등

1,168,597

공장, 지사(점), 영업소

837,972

계

266,110

단독사업체

45,188

금융 및 보험업(64~66)

본사, 본점 등

116,747

공장, 지사(점), 영업소

104,175

계

166,094

단독사업체

120,542

본사, 본점 등

23,652

공장, 지사(점), 영업소

21,900

부동산업(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계

485,150

단독사업체

232,728

본사, 본점 등

175,921

공장, 지사(점), 영업소

76,501

계

472,573

단독사업체

193,88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본사, 본점 등

219,754

공장, 지사(점), 영업소

58,933

선별

1,669,180

계

○ 산정된 취업자 및 종사자수 통계를 토대로 산정된 원단위는 약 21㎡/인 ~ 25㎡/인
수준임
○ 두 방식에 의해 추정된 원단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보수적 관점에서 사업체
종사자 통계로 추정한 값인 21㎡/인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직업별 취업자수는 산업·업종별 근무 형태나 업무공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
하기 어려워 과소 책정될 가능성이 있음
○ 추후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정밀한 업무시설 이용에 대한 원단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겠지만 과거 타당성 검토에서 활용하고 있는
20㎡/인 수준을 감안할 때 최근 데이터로 산정된 21㎡/인 수준의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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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제1절

편익 추정

주거부문 편익 추정

1. 편익추정의 개요
가. 편익추정의 필요성 및 목적
1) 편익추정의 필요성
 주거 부문의 타당성 검토에 있어 주거공급으로 인한 편익 추정은 필수적인 과
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함
○ 주택편익은 신규주택 공급에 따른 사회적 효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입주민이 누리
는 직접적인 주거서비스편익과 주택공급으로 발생하는 주택가격이나 임대료가 안
정화되는 간접적인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대비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
이 큰 경우에 확보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
○ 만약 입주민의 주거서비스편익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편익이 투입되는 경
제적 비용에 비해 적다면 결과적으로는 사업규모나 시기의 조정을 통해 사업타당성
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결국 편익추정은 주택사업추진의 당위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2) 편익추정의 목적
 주거편익 추정의 목적은 공공주택 사업이 발생시키는 편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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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추정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여 향후 비용추
정치와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제성분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임
○ 결국, 주거편익 추정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주택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임

나. 편익 추정의 전제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의 편익 추정
○ 주택 공급사업의 편익은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새로 발생하는 편익만을 추정하고
단순한 이전된 수요에 의한 편익은 계상하지 않음
-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자체에서 편익이 발생하더라도 인근의 타 지자체에서 동
일규모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이전 편익에 해당하므로 타당성 검토에서 편
익으로 산정하지 않음
○ 또한 편익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순증하는 편익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
정 입주자 등 특정 주체의 편익만을 고려하지는 않음
- 해당 지자체에서 신규 주택공급으로 발생하는 편익은 해당 주택공급에 의해 더이
상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주택(공가화 주택, 멸실주택)이 발생시키는 주거서
비스 감소를 고려하여 순수하게 국가적으로 발생시키는 편익만을 추정함
- 예를 들어, 주거비 보조에 의해 실제 입주자의 주거비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입주자 편익은 결국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공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국가경제적
관점에서는 제로섬(zero sum)이기 때문에 본 지침상의 편익에 포함하지 않음
- 동일한 기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입주자가 누리는 직접편익은 해당 주
택의 시장임대료 수준을 기준으로 추정하며,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수준이나 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음

 편익은 직접편익 중심으로 추정하고 간접편익은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고 합
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부가적으로 추정함
○ 주거편익은 신규 사업을 통해 공급된 주택에 수요자가 입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
편익과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편익을 구분하여 추정함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에 대한 편익 추정
○ 해당 사업에 대한 주택공급 예정량에 대하여 수요추정을 통해 수요가 충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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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될 경우에는 예정 공급량을 대상으로 편익을 추정하나, 부족할 경우에는 수
요 추정을 통해 제시된 수요량만을 대상으로 편익을 추정함
- 예를 들어, 공급량이 1,000세대이나, 목표 연도의 순주택수요가 700세대일 경우,
700세대가 제공하는 편익만을 경제성 분석에 포함함
- 다만, 목표 연도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면 편익을
제공하는 유효주택수(입주가 이루어진 주택)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주거편익을 추정함

 편익의 발생기간
○ 주택의 직접편익은 입주가구가 누리는 주거서비스 편익이므로 입주 후부터 주택의
내구연한인 30년간 발생한다고 가정함
- 현재 국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5]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동
주택의 구조인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40년(하한 30~상한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주택의 유형(50년 공공임대주택) 및 건축조건(장수명 주택)에 따라 내구연한이 더
확대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자본의 재투자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본
지침에서는 3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편익을 분석함
-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도 노후𐄁불
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
하도록 규정하여 3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주택가격 안정효과, 통근거리 감소 효과, 주변환경개선 효과 등으로 인한 간접
편익은 각 편익의 성격에 따라 30년의 기간 내에서 시차를 고려하여 추정함
- 간접편익은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추정하되, 주택의 내구연한과 동일한 기
간에 발생한다고 보고 편익을 추정함

2. 주거 편익 항목 및 추정 방법
가. 편익 항목 선정
1) 직접편익과 간접편익
가) 직접편익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한 편익은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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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와 분양주택, 아파트와 단독 등 주택 공급형태와 유형에 따라 편익이 달라
질 수 있음
○ 직접편익은 신규주택이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서비스편익과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여과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주거수준 향상 편익이며, 간접편익은 부가적으로 발생하
는 것으로서 시장안정화 편익, 주변환경개선 편익, 통행시간감소 편익 등이 있음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편익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편익으로
본질적으로 같으나, 단지 시설의 양 및 질의 차이로 인해 서비스량이 달라질 수 있
어 사업의 성격(공공임대, 민간임대)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아파트는 단지 내에 함께 공급하는 부대복리시설이 주거서비스편익에 포함되어 있
는 반면, 단독주택 등은 이러한 시설이 제공하는 편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택유형에 따라서도 편익이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편익의 차이는 주택의 서비스량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치이므로 각 주
택의 공정시장임대료(Fair Market Rent)를 추정함으로써 반영할 수 있음

 직접편익(Direct Benefit)은 공급한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편익으로서
해당 주택 입주자가 누리는 편익의 증가분과 연쇄적 주거이동, 즉 주택여과
(Housing Filtering)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의 증가분을 합한 값과 동일함
○ 입주자편익은 신규 공급된 주택으로 입주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얻는 편익으로, 주거
수준 향상 및 주거면적 증가로 인한 편익을 말함
○ 주택여과 편익은 신규주택 공급으로 인해 나타나는 주택여과과정에서 발생하는 주
거수준 향상 편익의 합에서 해당 주택의 공급으로 인해 더이상 주거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게 되는 주택(빈집)의 한계편익을 제한 값임
- 이때 해당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상황에 따라 주택여과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가화
주택(or 멸실주택)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편익추정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함

나) 간접편익
 간접편익(Indirect Benefit)으로는 시장안정화 편익 및 주변환경 개선 편익, 통
행시간감소편익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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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화 편익은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택공급량이 증가함으로써 시장의 가격 및
임대료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따른 편익으로서, 공급량이 클수록 시장안정화 편익의
크기도 커짐
○ 주변환경개선 편익은 신규 주택 건설에 따라 새로 공급되는 학교 및 공원, 도로 등
의 개선에 의해 주변지역의 환경이 향상되는 데에 따른 편익으로서 주택공급 뿐 아
니라 기반시설 등이 함께 공급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남
○ 통행시간감소 편익은 해당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통행시간이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편익으로서, GTX, 지하철 등의 역세권 내 주택공급이나 고속도로
IC 인근의 주택공급시 유의하게 발생하는 간접편익임
○ 이외에 공시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먼지, 교통불편 등 부(-)의 외부효과도 간접
편익이며 이는 편익의 값이 음수로 나타남

 다만 간접편익은 신규주택공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서 시장안정화 편익, 통행
시간감소 편익, 주변환경개선 편익, 탐색비용절감 편익 등 간접편익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택공급량이 일정수준(예 2,000세대) 이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량화가 가능
한 경우에는 간접편익을 추정하여 총편익에 포함시킬 수 있음

 시장(주거)안정화 편익은 뚜렷한 시장안정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규주택 개발사업으로 공급량이 증가하면 주택의 가격상승 압력 억제 효과가 발생
하므로 이를 시장임대료 안정화 편익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다만 주거안정화 효과는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이 대규모(2,000세대 이상)인 경우
에 한해 고려하고, 주택가격 상승 억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사업대상지 소재 시
군구 내의 주택에 국한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당 주택의 공급에 의해 확실하게 주변지역의 환경이 개선된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주변지역 환경개선 편익을 추정하여 포함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의해 주변지역과 공유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학교 등)이 개선되는
경우 주변지역 환경개선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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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환경개선의 효과는 해당 사업지와 인접한 주택이나 부동산의 임대료 상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신규 주택공급이 일어나면 인근 주택의 가격
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주변환경개선 편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지역시장 전체적으로는 공급량 증가로 주택가격 안정화효과가 나타나고 인
접한 주택은 환경개선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나므로 이들 효과가 서로 상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음

 본 지침에서는 주택공급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을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
분하고, <표 Ⅳ-1>와 같이 편익 항목을 선정함
○ 직접편익과 함께 기존 주거부문 타당성 검토에서 거의 분석되지 않았던 간접편익
중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을 편익 추정에 포함할 수 있음
-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시장임대료 안정화 편익, 통근비용 절감 편익 등의 계량화
방안 모색을 통해 해당 항목을 주거편익 추정에 포함할 수 있음
<표 Ⅳ-1> 주거편익 항목 및 내용
구분

편익 항목

직접
편익

입주자 편익

간접
편익

주택여과 편익
주택시장 편익

내용

계량화 가능 여부

- 입주자의 주거향상 편익

○

- 연쇄적인 여과로 인한 주거향상 편익

○

- 시장 안정화 편익

○

- 주변환경 개선 편익

○

2) 사업유형에 따른 편익항목
 주거편익은 직접 및 간접편익 구분 외에 공공주택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편익을 식별 및 추정할 필요가 있음
○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은 그 성격에 따라 직접편익이 대부분인 경우와 간접
편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신규개발에 의한 주택공급사업은 기존의 주택의 멸실이 크지 않으므로
멸실에 따른 편익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반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은 기존 주택의 멸실을 동반하므로, 철거 멸실에 따른 편익 감소 부
분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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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시장안정화
편익이나 주변환경 개선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중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은 주
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이러한 간접편익이 크지 않음
○ 결론적으로, 사업유형과 규모에 따라 직접편익은 필수적으로 고려하되, 간접편익은 사
업대상지의 성격과 지역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표 Ⅳ-2> 사업유형별 적절한 편익 항목
구분

편익 항목

개발
방식

신규개발

개발
규모

정비사업
대규모

직접 편익
(필수)

간접 편익
(선택)

비고

- 시장안정화 편익
- 입주자 편익
- 주택여과 편익

- 주변환경 개선 편익

- 멸실 편익감소 고려

- 시장안정화 편익
- 주변환경 개선 편익

중소규모

-

-

나. 직접편익 추정
1) 이론적 논의
 직접편익은 입주민들에게 신규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입주자 편익과 주
택여과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연쇄적인 주거수준 향상 편익의 합임
○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면 신규주택에 입주자가 이주하게 되
고, 2차적으로 주택여과과정(housing filtering process)을 통해 공급된 주택에
비해 열위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이주가 연쇄적으로 일어남
○ 이러한 주택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경우에도 주택여과의 각 단계에서 시장
의 주택수급상황에 따라 일부 주택이 빈집(공가)이 되는 현상이 발생함
- 타당성 검토대상 주택사업의 계획공급량이 해당 지역하위시장(시군구)의 수요보다
많은 경우 신규주택의 공급은 필수적으로 지역의 한계주택(marginal housing
stock57))의 공가화를 유발함

57) 현재 거주자가 있으나 품질이나 면적 측면에서 가장 열악하여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아 공가화되기 바
로 직전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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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계획공급량보다 많은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주택재고가 일정수준(예,
보급률 110%)을 넘어 신규주택공급으로 인해 한계주택이 공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2020년 기준 전국에 분포하는 공가주택이 약 152만호로 전체의 8.2%인 점을 감
안해보면 충분한 주택여과과정을 거친 후 최종 단계에서 신규 주택공급량의 상당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이 빈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편익 추정에 있어, 해당 시장상황과 신규수요 및 대체수요의 크기에 따라 여과
과정의 결과 발생하는 빈집의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
○ 만약 해당 주택시장이 포화상태인 경우, 본 사업으로 인한 여과과정으로 기존 주택
중 한계주택이 모두 빈집으로 전환된다면, 주택여과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빈집
의 양이 신규공급량과 일치한다고 가정할 수 있음
○ 그러나 가구분화 및 소득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주택수요가 발생하고, 신규주
택사업으로 추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이 충분하다면 최종 여과단계에서
도 빈집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일반적으로는 신규수요만큼은 주택여과과정 후에도 빈집발생을 초래하지 않지만 멸
실에 의한 대체수요는 빈집 발생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택의 공가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신규주택의 공급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가도 있지만, 이사 등의 자연스런 공가가 존재하며, 미분
양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주택 공가도 존재함- 따라서, 공가와 멸실의 관계는 일정
하지 않으며, 멸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대체수요는 공가를 발생시키지는 않으
나, 주택의 품질 등의 문제로 대체수요가 발생하면 공가화를 거쳐 멸실주택이 발
생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가화 주택을 추정하여야 함
○ 또한 해당 주택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신규주택 공급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공가화 주택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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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주택여과과정 개념도

주: A∼C : 주택서비스 수준, T: 전체 주택재고, Pj: 신규공급주택

 직접편익은 이론적으로는 해당 사업에 의해 공급된 공공주택의 입주자들의 주
거수준 향상 편익과 이후 주택여과에 의해 발생하는 주거수준 향상 편익의 합
에서 빈집(공가)으로 전환된 주택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편익을 제하여 산정
할 수 있음
직접편익 = 공공주택 입주자 주거수준 향상 편익 + 주택여과에 따른 주거수준 향상 편익
– 한계주택(공가화 주택)이 기존에 제공하던 편익

○ 신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해당 하위시장에 존재하는 수요만큼 주거서비스를 제공
하게 됨
○ 이때 기존의 재고주택에 거주하던 가구들 중 일부가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
주하게 되며 이들은 아래와 같은 주거수준 향상 편익을 얻게 됨
- 입주자들은 거주면적 증가(양적 주거서비스 증가)로 인한 편익과 주거수준향상(지
불용의임대료 증가; 질적 수준 향상)으로 인한 편익을 얻게 됨

    ×  × ∆   ∆  ×   ·········· (식 Ⅳ-1)
연간직접편익  공급주택 입주가구수 ×
지불용의임대료 × 면적증가분
 지불용의임대료 증가분 × 기존사용면적

  해당사업으로 공급한 주택 입주자들의 직접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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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들이 비우게 되는 기존주택에 새로 이주하는 입주자(편의상 ‘2차 입주자’로
지칭함)들 또한 동일한 논리에 의해 연간 직접편익을 얻게 됨

         ×  × ∆   ∆  ×   ·········· (식 Ⅳ-2)
차입주자의 연간 직접편익  입주가구수 × 지불용의임대료 × 면적증가
 지불용의임대료 증가분 × 기존사용면적

   공급된 주택입주자들이 비운 기존주택에 차로 입주한 가구들의 편익
  차 여과에서 빈집이 되는 주택의비율공가화율

○ 이러한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2차 이후 여과과정에서는 해당 하위시장
의 범위를 벗어나 주택여과가 일어나고, 각 단계에서 일부는 다른 가구의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빈집이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연쇄적인 주택여과에 의한 주거향상(질적+양적)과 빈집의 발생으로 인한 주
거서비스 중단을 고려한 주거편익은 아래의 (식 Ⅳ-3)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식 Ⅳ-3)

  주택여과과정에 따른 연쇄적인 주거수준향상 연간편익
  여과과정에서 공가화된 주택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주거서비스 편익

○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에 의한 직접편익은 해당 주택의 주거서비스편익에서 해당 사
업으로 인해 공가화되는 주택의 주거서비스편익을 제한 것으로 정리됨
- 즉, 주택사업에 의해 공급하는 신규주택수에 각 주택의 주거서비스편익을 곱한 값
에서 해당 주택사업으로 공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계 주택수에 한계주택의 주
거서비스편익을 곱한 값을 제해 줌으로써 추정이 가능함
- 만약 극단적으로 해당 사업으로 공급한 주택수만큼 공가화가 일어난다면
   이 되므로 (식 Ⅳ-3)은 더 간단하게 추정이 가능하며, 결국 공급하는 신규

주택의 서비스편익에서 한계주택의 서비스편익을 제한 값을 주택공급량에 곱하면
직접편익을 계산할 수 있음

     ·········· (식 Ⅳ-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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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량입주자수

  신규 공급주택의 주거서비스 편익공정시장임대료
  공가화비율

  공가화 주택의 주거서비스편익한계주택 공정시장임대료

 해당 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주택공급량이 대규모인 경우, 한계주택의 공가화율
이 공급주택수와 같다면 수요-공급곡선을 이용하여 공동주택의 공급에 의한 직
접편익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음
○ 신규 공급하는 주택의 수요공급곡선과 빈집(공가)로 전환되는 주택의 수요공급곡선
을 가정하고 신규 공급하는 주택과 동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공급곡선을 (a)와 같다
고 하면, 신규공급과 그 주택여과과정을 통해 빈집으로 전환되는 주택의 공급곡선
은 (b)와 같다고 가정할 수 있음
○ [그림 Ⅳ-2]에서 프로젝트에 의해 공급하는 주택의 양이  라고 하면, A만큼의 주
택서비스(지불용의 가격 × 주택공급량)를 매년 신규로 제공하고, 이에 의해 발생하
는 최대 공가 수는 공급량과 같으므로 B만큼의 주택서비스(빈집전환주택의 기존 지
불용의 가격 × 주택공급량)가 감소하게 됨
[그림 Ⅳ-2] 신규주택공급에 의한 편익의 발생과 감소

○ 결과적으로 신규공급에 의한 연간편익은 [그림 Ⅳ-2]의 A-B 즉, 평행사변형(
befd)의 면적을 구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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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신규공급주택과 동질적인 주택의 수요공급곡선 및 공가로 전환되는
주택의 수요공급곡선을 추정할 필요가 있음

 시장이 포화상태이지만 소규모 주택공급(300세대 미만, 또는 지역시장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으므로 수요곡선을 고려
하지 않고 편익을 추정하여도 큰 오차가 없을 것임
○ 소규모 사업인 경우 [그림 Ⅳ-2]에서  가 전체 재고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수요곡
선의 기울기가 무의미함
○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현재 주거서비스편익(공정시장임대료)과 최하위
한계주택의 현재 주거서비스편익을 사용하여도 편익추정치에 큰 차이가 없을 것임

 중규모 주택공급(300~2,000세대 미만, 또는 해당시군구 주택재고의 1% 미만)
인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요곡선 고려 여부를 판단하여
추정할 수도 있음
○ 중규모 주택공급 사업인 경우, 해당 지역시장규모가 작다면(예를 들어, 중소 시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수요곡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반면, 해당 지역시장규모가 크다면 수요곡선의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됨
○ 해당 시장에 대한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수요곡선 적용 여부를 결정하
여 편익추정을 위한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Ⅳ-3> 사업규모별 직접편익 추정방법
사업 규모
대규모

직접편익 추정식

2,000세대 이상
(재고의 1% 이상)*

수요곡선
고려

       
중규모

300~2,000세대

연구진 판단
+ 자문

소규모

300세대 미만

미고려

공가화율(  )

주택보급률 110%
이상 시 1.0



주: 1) 통상 선진국의 경우 주택시장이 성숙하면 신규수요는 미미하고 대체수요 충족을 위해 전체 재고의 1% 정도가 연간공급
량이므로 이 기준을 이용
2)   주택공급량입주자수
  신규공급주택의 주거서비스편익공정시장임대료
  공가화비율
  공가화주택의 주거서비스편익한계주택공정시장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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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편익 추정방법론
가) 신규주택과 공가화 주택의 주거서비스편익 추정
 신규 공급주택의 주거서비스편익 추정
○ 주택공급에 의한 신규주택의 연간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연간 주거서비스량과 주
거서비스편익(지불용의임대료)을 먼저 추정함
- 연간 주거서비스량은 해당 사업에 의해 공급된 주택이 입주자들에게 제공하는 주
거서비스를 연단위로 합산하여 추정함
-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불용의금액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유사 사례의 주거서비스
에 대한 연세(Annual Rent)를 이용하여 추정하며, 수요추정 시에 정의된 주택 하
위시장내 존재하는 주택 재고의 월임대료 자료를 활용함
- 이때 순수월세, 보증부월세, 전세 등은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해 순수월세로 전환하
고 12를 곱하여 연세로 전환하여 계산함

     ×    ×   식 Ⅵ  
   신규공급주택의 기준시점 주거서비스편익
   기준시점의 신규주택 보증금
  기준시점의 신규주택 월세
  전월세전환율

① 유사사례 주택의 선정과 임대료 자료 구득
○ 대상 사업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유사한 사례는 수요추정 시 사용한 지역, 유형,
면적 기준의 하위시장 주택 중 공급예정 주택과 질적으로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
는 연차의 주택을 선정함
-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토교통부(http://rtdown.molit.go.kr/)가 제공하는 전월
세 실거래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1년간의 전월세 자료 중 사업계획
상 공급주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주택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임
- 다만, 중소규모 사업(2,000세대 미만, 또는 시군구 재고의 1% 미만)의 경우 한국
부동산원이나 KB 등에서 제공하는 지역평균 임대료 자료 사용이 가능함
○ 선정된 유사주택의 기준시점 임대료 자료추정을 위해 구득가능한 최근 6개월 내지
1년간의 임대료 자료를 구축함
- 전세, 보증부월세, 순수월세 등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지불용의금액을 나타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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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대료 자료를 최대한 구득하고, 이들 자료는 이후 순수월세로 전환하여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때, 기준시점 임대료는 현재 임대료나 최근 임대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1년 평
균 임대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
- 왜냐하면, 지역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최근 임대료가 시장의 공정임대료보다 크
게 낮거나 높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6개월~1년간의 평균값을 쓰는 것이 안정적인
시장에서의 지불용의 금액에 더 가깝기 때문임

② 전월세 전환율(  )의 결정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월세전환율(  )은 한국부동산원(舊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월세전환율 자료를 활용함
- 순수 월세를 기준으로 균형임대료를 추정하기 위해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보증
금 부분을 월세로 적절히 전환시키기 위한 전환율이 필요함
- 앞서 시장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전환율도 최근 1년 평균값을 쓰는 것이 보
다 적절함
○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전월세전환율(보증금을 12개월분의 월세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은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전환율을 적용함
- 전월세전환율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통해 매월 지역별, 주택유형별, 규모별로
발표됨

③ 신규주택의 공정시장 임대료 결정
○ 편익추정을 위한 신규주택의 시장공정임대료(   )는 주택의 유형과 품질수준 등에
따라 상위 25% 내지 50% 임대료를 적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아파트 공급의 경우 10년 이내 신축 아파트의 평균가격(50%)과 상위
25% 임대료 중 공급하는 신규아파트의 품질에 따라 연구자와 자문위원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음
- 품질이 시장의 평균적인 신축아파트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 상위 25% 임대료를 신
규주택의 주거서비스편익으로 가정하되, 그렇지 않고 평균적인 품질인 경우 시장
평균임대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공가화 주택의 한계편익 추정
○ 직접편익 추정시 공가화 주택의 한계편익(  ) 추정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퇴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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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 주택의 지불용의임대료를 적절하게 추정해야 함
- 한계주택은 시장에서 최하위 품질의 주택이므로 낮은 임대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
요하며, 국토부의 실거래가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하위 10% 내외의 임대료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공가화 주택의 한계편익은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 주택의 하위
10%~25%의 임대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주택이 비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고 해당 유형의 주택 중
에서 공가화되는 주택은 전체로 보면 하위 10% 내외이지만 해당 유형(단독, 다가
구 등)으로 보면 하위 25% 내지 평균임대료 정도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연구자의 판단과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적절한 한계편익을 결정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신규주택수 및 공가화 주택수 추정
 신규주택수 추정
○ 주택수요 추정결과 수요가 충분하다면 사업으로 인한 신규주택 공급량(  )은 기본
적으로는 계획상의 총 주택수로서 별도의 추정이 필요하지는 않음
○ 다만 앞서 추정한 수요가 공급량을 밑도는 경우 신규공급 주택량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만을 편익추정에 이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1,0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의 수요 분석결과 800세대가 추정되었다면
사업 1년차에는 800세대만이 주거서비스편익을 발생시키고, 추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주가 진행되면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수요분석결과 일부 수요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고려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신규 주택수를 연차별로 추정하여 편익 추정에 활용하여야 함

 공가화 주택수 추정
○ 신규주택공급으로 인하여 공가화되는 주택의 기준년도(t=0)의 한계주택 임대료
(  )를 추정하여 시장에서 사라지는 주거서비스 편익의 총량 [그림 Ⅳ-3, (b)의
B)을 추정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해당 시장의 주택보급률 등 수급상황, 신규수요와 대체수요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여과과정의 결과 발생하는 공가화율(  )을 추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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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수요가 충분한 시장
○ 앞서 진행한 사업대상지 시군구의 수요추정결과, 해당 사업의 공급량을 충분히 흡
수할 만큼 시장의 수요가 풍부한 경우, 사업의 추진으로 신규주택이 공급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가는 거의 없거나 최소한이 될 것임
○ 신규주택사업으로 주택공급량이 증가하더라도 연쇄적인 이주 및 입주로 최종 여과
단계에서도 빈집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해당기간에 발생하는 빈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시장이 가진 여러 요
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조사대상 사업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
려움
○ 그러므로 주택수요가 충분한 시장에서 신규주택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서 이 사업으로 인한 공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공가화로 시장에서 감소하
는 주거서비스편익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과적으로 공가화율이 zero(    )이므로 [그림 Ⅳ-3]에서 공가전환에 따른 편익
감소분 B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② 수요부족(초과공급)의 경우
○ 수요추정의 결과, 사업대상지 시군구의 수요가 공급량에 비해 적은 경우 해당 사업
의 추진은 초과공급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초과공급시에는 기존 주택거주자들
중 일부가 여과과정을 거쳐 공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이 경우, 앞서 추정한 순수요와 공급량의 차이(    )만큼 공가주택
이 발생한다고 보고 추정함
- 즉 공가화율은 전체 공급량 중 공가발생비율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식 Ⅵ  


  해당 사업 공급계획 주택수
  해당 사업 시군구 순수요 추정치

○ 극단적으로 해당 시군구의 중장기적인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주택
여과과정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기존 주택 중 가장 열위에 있는 노후불량 주택이
모두 빈집으로 전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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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경우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빈집의 양은 신규공급량과 일치할 것이며, 이
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이 사업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국가 경제적 측면에
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일정 기간 신규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노후화된 주택이 대부분인
시장에서는 신규주택에 대한 선호가 커 주택여과과정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빈집
이 발생할 것임
- 결국 중장기적인 수요가 부족한 곳에 공급을 하여 기존 주거지의 슬럼화(공가주택
대량 발생)를 촉발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함
- 그러므로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매우 부족한 경우는 편익추정단계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며, 편익추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감안하
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대규모 사업의 주거서비스편익을 위한 추가 분석 방법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주거서비스
편익을 추정할 필요가 있음
○ 2,000세대 이상 또는 해당 지역시장의 재고량 대비 일정 비율(1%) 이상되는 주택
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사업 시행에 따라 주택재고가 변화하면서
임대료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기준시점 공정시장임대료(   )를 이용하는 것이 다소 오차
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주택공급에 의한 시장 임대료 변화를 반영한 사업
완료 후 공정시장임대료( ′ )를 추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적절함

 사업시행시 공정시장임대료 추정
○ 해당 사업의 주택공급에 의해 입주년도에 발생하는 연간 주거서비스편익은 사업 시
행 완료 시점의 균형임대료를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의 공급량이 전체 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주거서비스 공
급량의 증가분을 계산한 후 수요탄력성을 이용하여 연간주거서비스의 가격(연간임
대료)의 변화량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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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Ⅵ  
  

 ′  사업 완료 시점의 공정시장임대료
   기준시점의 신규주택 공정시장임대료
   기준시점의 차수요권 내의 주택재고 호 
      주택공급량 호 
   수요의가격탄력성

○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평균값을 적용하여 사용함
- 국내의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Ⅳ-5>와 같음
- 선행연구 검토결과 주택수요의 가격(주거비 or 사용자비용)탄력성은 –0.08에서
–0.55 범위로 나타나 비탄력적임을 알 수 있음
- 타당성 검토 분석을 위해서는 2010년 이후 최근의 자료를 사용한 연구를 중심으
로 가격탄력성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2010년 이후의 연구결과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외한 후 평균 탄력성을
구하면 0.387의 점추정치가 도출됨
∙ 탄력성 구간은 0.11~0.523으로서 사업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
면 될 것으로 판단됨
- 가장 적절한 방법은 사업의 위치와 성격, 자료구득 가능성에 따라 기초자료(주거실
태조사 자료 등)를 이용하여 직접 수요의 탄력성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것임
∙ 이때 해당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주택하위시장의 최근 5개년간의 주택수요와 공
급, 주택가격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탄력성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58)

58) 한국토지주택공사(2016), 전게서, p.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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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주택수요의 가격(비용)탄력성
연구자(연도)

가격탄력성(-)

추정모형

변수

자료

김진유
(2021)

자가 : 0.08
차가 : 0.55

HB모형1)

주거비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경기도)

박수진·유승동·
김경환·조만(2020)

0.4882)

로그

사용자비용

2016년 주거실태조사

김순용·박헌수
(2015)

0.492~0.523

로그

사용자비용

2012년
주거실태조사

김주원·정의철
(2011)

0.11~0.16

선형

사용자비용

2008년 한국노동패널

최성호·이창무
(2009)

자가 : 0.11~0.29
차가 : 0.12~0.34

비선형

사용자비용

2005년 주거실태조사
주거수요조사

이상일·이창무
(2006)

0.39~0.45

로그

임대료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정의철·조성진
(2005)

0.20

선형
(표본평균)

사용자비용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최막중·지규현·조정래
(2002)

0.39~0.45

로그

사용자비용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윤주현·김혜승
(2000)

자가 : 0.194
차가 : 0.295

준로그
(표본평균)

사용자비용

1999 가구소비실태조사

주: 1) 가구기반 주택수요추정모형(HB모형) 추정시 부가적으로 도출한 탄력치
2)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적용

 공가화 주택의 공정시장임대료 추정
○ 대규모 주택공급 시에는 공가화되는 주택의 사업완료시점 공정시장임대료를 추정하
여 시장에서 사라지는 주거서비스 편익의 총량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장에서 퇴출되는 주택은 가장 하위수준의 주택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주택여과
의 대상이 되는 지역(대상지를 포함한 광역 권역)에서 가장 낮은 가격의 주택부터
큰 순서대로  번째의 주택의 연간임대료를  ′ 의 추정치로 산정함
- 빈집으로 전환되는 주택은 신규주택공급의 하위시장 내에서도 있을 수 있음
- 김미경·이창무(2013)의 연구에서 서대문구에 신규 공급하였을 경우 3차 연쇄 여과
과정에서 이미 84%가 서대문구를 벗어나며, 경기·인천도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대규모 주택공급에 의한 공가화 지역범위는 최소한 광역시도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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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함
○ 주택시장에서 퇴출되는 주택의 수요곡선은 신규공급 주택의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
력적인 수요곡선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지만, 수요탄력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부
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수요탄력성을 사용함

라) 신규 공급에 의한 직접편익 추정
 신규공급에 의한 연간편익 추정
○ 신규공급으로 인한 연간 직접편익은 [그림 Ⅳ-3]과 같이 원칙적으로 평행사변형 
 의 면적을 구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그 식은 아래와 같음

   ×  ′    ′  식 Ⅵ  
  주택공급량 or 완료후 입주가구수 
 ′  주택공급에 의한 신규균형 공정시장임대료
 ′  주택공급에 의해 공가화되는 주택의 한계임대료
[그림 Ⅳ-3] 주택공급에 의한 연간 직접편익(=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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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 편익추정을 위한 통계자료
가. 임대료 및 전월세 전환율 통계
 주택공급으로인한 주거서비스 편익의 추정을 위해서는 임대료 통계자료를 활용
한 ‘시장공정임대료’ 추정이 필요함
○ 시세자료 및 실거래가 자료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직방 등 다양
한 기관으로부터 구득가능함
○ 여러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자료를 사용하되, 공신력과 안정성 및 정
확성이 확보되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하여 전세와 월세가를 이용하여
‘공정시장임대료’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와 보증부 월세를 순수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통계로서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규모별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주택재고 및 수요의 가격탄력성
 주택공급으로 인해 나타나는 주택여과의 결과 나타나는 주택시장안정효과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주택재고통계와 가격탄력성 자료가 필요함
○ 주택재고량 통계는 통계청의 주택총조사자료를 활용하되, 행정자료상의 주택수이므
로 필요에 따라 주택보급률 통계의 거처단위 주택수통계도 함께 고려
○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자료는 기존의 연구논문의 결과를 활용하되, 지침에 정리된
평균값을 이용하거나, 직접 추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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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편익 추정을 위한 활용자료 정보
자료명(주관부처)

시행 이력
/ 조사 주기

주요 조사변수 및 활용변수

비고

주택 실거래가

매월

전월세 실거래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down.molit.go.kr)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매월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단위(%)

kb 리브부동산

매월

전월세 시세 데이터

(kbland.kr/map)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매월

전월세 시세 데이터

(www.rtech.or.kr)

주택총조사

매년

시군구별 주택재고량

통계청

주택수요의
가격(비용)탄력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가격탄력성

주거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
주거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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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및 업무 부문 편익 추정

제2절

1. 편익추정의 개요
 편익발생 기간
○ 상업 및 업무시설 건축물의 내구연한으로 발생기간을 설정하되, 기준 내구연한을
30년으로 함
-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MD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추가적 편익은 비용계획에 산
입되는 시설 개보수 비용 등에 의해 상계되는 것으로 가정함

 편익 항목 설정
○ 본 사업으로 공급된 상업/업무시설로 인해 이용자들이 향유하는 상업/업무서비스
편익의 증가분을 직접편익 항목으로 설정함
- 직접편익은 입주자들이 받게 되는 편익으로서 본 사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
는 편익임
- 연간 편익은 연간 임대료로 산정하나, 용지분양을 통한 민간업체 직영 등을 고려하여
상업/업무시설 운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액(매출액–원가)으로도 편익 산정이 가능함
○ 기타 간접편익으로는 이용자의 시간절감 편익, 기타 시설특성에 따른 이용자의 만
족도 제고 등을 들 수 있으나 대부분은 사전 조사단계에서 예측이 어려운 편익 항
목으로 계량화가 쉽지 않음

2. 상업 및 업무시설의 사회·경제적 편익
가. 편익
 해당 편익은 상업/업무서비스 제공에 의한 상업시설 이용 편익의 증가분으로 산정함
○ 상업/업무서비스 편익은 조사대상 시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짐
- 주택단지 내 상업시설의 경우 주택 입주자의 주거지원 서비스 편익으로, 지구중심
상업기능 이상일 경우 수요권역 내 인구의 상업서비스 편익으로 설정함
○ 연간 총편익은 공급되는 상업/업무시설의 지불용의액(WTP)인 임대료 총액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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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용의액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유사 상업/업무시설 서비스에 대한 연간 임대
료를 이용하여 추정이 가능함(식 Ⅳ-9)


 




   

·········· (식 Ⅳ-9)





   현재시점   에서의 상업시설의 편익 원 
   년도의 연간 임대료 원년 
  할인율  

  상업건축물의 수명 년 
○ 상업시설은 매출액에 의한 편익 추정은 자료구득 용이성 및 원가율 추정의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않으나, 직영시설 운영 또는 수수료 추정이 곤란한 수수료 매장 운영 등의 경우
에 한해 선별적으로 활용이 가능함
- 지불용의액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유사 상업시설 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과
매출원가율을 이용하여 추정이 가능함(식 Ⅳ-10)
- 매출액은 시설이용 객단가에 의해 추정하며, 매출원가율의 경우 운영비용율로 추정
하며, 이때 운영비용율은 시설 전체의 관리운영비(관리비 등)와는 별도의 해당시설
영업을 위한 운영비용에 한해 추정함(비용항목 산정 시의 중복 또는 과소계상 방지)


 

 ×  


   





·········· (식 Ⅳ-10)

   현재시점   에서의 상업시설의 편익 원 
    년도의 연간 매출액 원년 
  추정 매출원가율 원년 
  할인율  

  상업건축물의 수명 년 
<표 Ⅳ-6> 편익 추정방식 비교
구분

임대료에 의한 산정

매출액에 의한 산정

적용 시설

임대방식 운영시설
대부분의 수익시설

직영시설 또는 수수료 매장
공공시설 등

산정방식

임대료를 편익으로 산정

‘매출액–원가’를 편익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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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 산정 및 편익 추정
가. 임대료 및 공실률의 책정
 임대료는 주변지역 유사시설 임대료 수준으로 책정함
○ 신뢰할 수 있는 임대료 평균값 통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지와 주변 비교사례와의 입지 특성, 계획 규모 등을 감안하여 비교 평가함

 비교사례법을 이용한 임대료 산정 시 입지평가에 따른 적정 임대가를 산정함
○ 상업시설 입지평가는 입지성, 시설, 시장성 등 요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평가기준
에 의해 평가하고, 요인별 비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함
○ 요인별 비교 가중치는 대상별로 가중치 설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입지여건, 상업시
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함
<표 Ⅳ-7> 상업시설 비교사례법 평가기준표(예시)
분류

평가방법

5

4

3

2

1

대중교통
접근성

사업지 기준
500m 이내
지하철역 존재/
1㎞ 이내
6차선 이상 도로

사업지 기준
1㎞ 이내
지하철역 존재/
1㎞ 이내
4차선 이상 도로

사업지 기준
1.5㎞ 이내
지하철역 존재/
2㎞ 이내
6차선 이상 도로

사업지 기준
2㎞ 이내
지하철역 존재/
2㎞ 이내
4차선 이상 도로

지하철역이
없는 지역/
1㎞ 이내
4차선 미만 도로

광역접근성

사업지 기준
4㎞ 이내
지하철 3개호선/
2개 이상
고속도로 존재

사업지 기준
4㎞ 이내
지하철 3개호선/
1개 이상
고속도로 존재

사업지 기준
5㎞ 이내
지하철 2개호선/
1개 이상
고속도로 존재

사업지 기준
5㎞ 이내
지하철 1개호선/
1개 이상
고속도로 존재

사업지 기준
5㎞ 이내
지하철/고속도로
없음

건축연한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시인성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MD수준

10개 업종 이상

10개 업종 이하

5개 업종 이하

2개 업종 이하

단일 업종

배후수요규모

매우 큼

큼

보통

작음

매우 작음

상권밀집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입
지
성

시설
측면

시
장
성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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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요인별 비교 가중치(예시)
구분
분류
입지측면

시설측면

시장성측면

가중치
대중교통접근성

15%

광역접근성

15%

건축연한

9%

시설규모

12%

MD수준

9%

배후수요규모

24%

상권발전가능성

16%

합계

100%

 신규 공급에 의한 지역 상업시설 전반의 임대료에 대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목표연도 기준 수요증분에 대한 소요연면적 증분이 신규 공급량일 경우 상권 내 임
대료의 변화는 없음
○ 다만, 기존 시장이 공급부족인 상태에서 공급되는 신규 상업시설은 기존 상업시설
에 대해 가격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수요 추정 단계에서 흡인률의
조정 등으로 반영함
○ 공실률은 주변지역 평균 공실률 또는 유사시설 공실률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으나
타당성검토 특성상 단기간의 지표를 반영하기보다 30년 이상 장기간의 운영에 대
한 분석시 필요한 지표이므로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등에서 발표
하는 표본이 충분한 주변지역의 승인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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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지역별 공실률 예시(2021년 2분기)
중대형 매장용(%)

소형 매장용(%)

경기도 평균

10.2

경기도 평균

5.0

고양시청

17.5

고양시청

0

광명철산

5.9

광명철산

1.7

광주시가지

17.4

광주시가지

1.5

구리역

16.1

구리역

0

김량장동

12.4

김량장동

15.0

동두천중앙로

17.4

동두천중앙로

16.4

모란

9.4

모란

0

병점역

10

병점역

11.2

부천역

10.2

부천역

4.3

분당역세권

6.7

성남구시가지

0

성남구시가지

7.5

신장/지산/서정

2.1

수원역

4.9

안성시장

20.5

신장/지산/서정

11.5

안양역

0

안성시장

14.7

여주시청

3.3

안양역

13.5

오산시청

0

여주시청

16.7

용인수지

0

오산시청

5.6

의정부역

0

용인수지

2.0

이천종합터미널

3.7

의정부역

11.7

인계동

2.6

이천종합터미널

10.1

인덕원

0

인계동

8.2

탄현역

1.5

인덕원

5.4

파주시청

2.9

탄현역

7.1

팔달문로터리

4.6

파주시청

10.9

평택역

5.1

팔달문로터리

15.3

포천시외버스터미널

3.6

평택역

8.3

하남원도심

5.7

포천시외버스터미널

15.9

하남원도심

10.9

나. 전월세 전환율 책정
 전월세 전환율 및 임대료 상승률 또한 한국부동산원 발표자료를 활용함
○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월세 전환시 활용 가능함

∣200∣

Chapter 2. 도시개발 사업 비용 추정과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

○ 임대료 자료가 과거 자료일 경우, 임대료 상승률 적용이 필요하며 이때 임대료 상
승률은 저금리 기조 등 경제동향 고려 시 장기추세보다는 최근의 임대료 변화가 실
제 사업에 있어 중요하므로 최근 3년간의 평균 임대료 상승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
음(동 자료 분기별 임대료를 통해 상승률 적용)
<표 Ⅳ-10>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전월세 전환율 예시(2021년 2분기)
중대형 매장용(%)

소형 매장용(%)

경기도

7.1

경기도

7.1

고양시청

6.5

고양시청

6.5

광명철산

7.4

광명철산

7.4

광주시가지

7.5

광주시가지

7.5

구리역

7.0

구리역

7.0

김량장동

7.0

김량장동

7.0

동두천중앙로

7.9

동두천중앙로

7.9

모란

6.5

모란

6.5

병점역

7.0

병점역

7.0

부천역

7.8

부천역

8.0

분당역세권

6.6

성남구시가지

6.2

성남구시가지

6.4

신장/지산/서정

7.0

수원역

7.0

안성시장

7.0

신장/지산/서정

7.0

안양역

7.0

안성시장

7.0

여주시청

7.2

안양역

7.0

오산시청

7.0

여주시청

7.2

용인수지

8.1

오산시청

7.0

의정부역

7.9

용인수지

8.0

이천종합터미널

7.3

의정부역

7.9

인계동

7.0

이천종합터미널

7.5

인덕원

7.7

인계동

7.0

탄현역

6.4

인덕원

7.4

파주시청

6.5

탄현역

6.5

팔달문로터리

6.7

파주시청

6.5

평택역

7.0

팔달문로터리

6.6

포천시외버스터미널

7.9

평택역

7.0

하남원도심

7.3

포천시외버스터미널

7.9

하남원도심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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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층별 임대료 및 층별 효용비율59)
 상업시설 층별 임대료 차이 반영
○ 기타 시설과 달리 상업시설은 상업시설이 입지하는 층별 가격 격차가 상당하므로,
상업시설 입지 층을 결정하거나 층별 임대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각 층별 임대료는 지상 1층 임대료 책정 후 지역의 층별 효용비율을 적용하여 기타
층의 임대료를 산정함
- 지역 유사사례 등 적용 시에는 지상 1층 임대료만을 비교하여 가격을 책정함
- 타당성 검토의 특성상 구체적 건축계획이 제시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 한국부동산원 발표 지역 평균 통계에 근거하여 책정하고 건축 특성을 반영
한 층별 효용 비율 조정은 신중할 필요 있음
- 중대형 매장용의 경우 지상 6층 이상에 대하여도 효용비율을 제공하고 있으나, 상
층부로 갈수록 오피스 및 주거시설과의 복합에 의한 해당 시설 가격이 일부 반영
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층별 효용비율은 기본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각 지역별 효
용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사대상샘플 수의 부족 등의 영향으로 수치
파악이 어려운 경우(소규모 매장용의 경우 지하층 등)에는 타 지역의 해당 층 효용
비율을 참고로 하여 책정이 가능함

59) 층별 효용비율 : 지상 1층 임대료 대비 각 층 임대료의 수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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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층별효용비율 예시(2021년 2분기)
중대형매장용(%)

소규모 매장용(%)

지역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지하
1층

1층

2층

경기도 평균

26.7

100

43.7

33.9

33.6

34.2

30

100

43.8

고양시청

33.3

100

49.4

35.8

33.8

-

39.8

100

52

광명철산

21

100

35.8

29.4

26

28.6

20.8

100

30.1

광주시가지

30.1

100

58.7

38.7

35.1

28.8

28.5

100

52.9

구리역

31.8

100

46.5

38.8

33.9

36.9

49.1

100

40.1

김량장동

20.1

100

42

28.6

27.7

26.6

-

100

67.6

동두천중앙로

19.4

100

45.1

30.2

23.8

-

54.8

100

38.1

모란

28.5

100

38.6

26.6

23.8

19.9

-

100

48.7

병점역

30.6

100

44.7

40.7

35.5

18.1

34.6

100

50.2

부천역

22.8

100

43.2

32.9

29.3

26.3

-

100

30.8

분당역세권

29

100

49.7

36

33.2

33.9

-

100

-

성남구시가지

29.2

100

41.7

30.1

29.2

37.7

13

100

31.5

수원역

25.8

100

38.7

25.5

21.3

13.3

-

100

-

신장/지산/서정

25.9

100

43.2

34.8

34.2

27.9

29.2

100

52

안성시장

24.7

100

54.3

42

54

-

-

100

42.2

안양역

22.3

100

40.5

30.9

32

33.9

-

100

39.7

여주시청

45.6

100

55.3

45.5

51

-

-

100

53.3

오산시청

25.6

100

51.2

30.2

22.5

26

-

100

43.8

용인수지

25.9

100

43.7

32.3

30.7

23.1

35.4

100

33.2

의정부역

19.2

100

36.2

26.9

23.6

24.4

18.5

100

45.4

이천종합터미널

40

100

50.3

37.5

39.8

36.5

4.3

100

43.1

인계동

26.5

100

42.2

36.1

34.5

37.6

-

100

-

인덕원

33.3

100

41.6

39.4

33.7

27.2

-

100

37.4

탄현역

26.3

100

48.3

34.7

28.7

25.6

19.8

100

54.8

파주시청

19.5

100

41.3

39.3

46.2

50.2

-

100

55.8

팔달문로터리

13.3

100

28.9

22.4

19

10.6

-

100

33.9

평택역

23.4

100

37.1

29

23.2

39

-

100

38.7

포천시외버스터미널

54.5

100

49.2

44.6

23.6

-

-

100

62.8

하남원도심

19.5

100

42.8

33.2

-

-

-

100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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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편익 추정
 연간 편익은 각 연도별 총 임대료(월세환산가)로 산정함
○ 기준임대료 및 공실률, 전월세 환산율 및 임대료 상승률, 층별 효용비율 등은 과거
추세치 확보가 가능할 경우 추세연장법을 적용한 연도별 추정치를 적용할 수 있으
나, 해당 원단위의 3년간의 분기별 조사 발표치를 활용하여 평균치 적용이 가능함

 임대료 추정이 불가능한 직영 또는 수수료방식 운영시설의 경우 “매출액-매출
원가”에 의해 추정됨
○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감율, 매출원가율 및 매출원가율의 증감율, 객단가를 통한 추정
시 객단가 및 객단가 증감율, 좌석 또는 주차면수 점유율 등의 최근 사례 수치 적용
이 가능함
○ 카드데이터 등으로 지역 상권의 매출의 추정이 가능하고 업종별로 수수료 적용이
가능한 경우 “매출액×수수료율” 방식으로 임대료를 추정할 수 있어 이를 임대료
합계와 비교하여 볼 수 있음
○ 임대보증금 운영편익의 경우 월세환산가로 추정 시에는 배제하며, 연간월세로 추정
시 보증금에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정기예금, 국고채 1년, 국고채 3년, 회사채 3년
중 하나 또는 이들 수익률의 평균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표 Ⅳ-12> 편익 추정 산식
구분

내용

임대료에 의한 추정60)

“층별 임대면적 × (1-공실률) × 층별 단위면적당 월임대환산가 ×
12개월”의 층별 편익 합산

운영 부가가치에 의한 추정

“예상매출액 × 각 시설의 부가가치율”
(= 예상매출액 – 원가)

60) 공실률과 별개로 가동율(공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중이지 않거나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
는 경우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산업단지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고가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상업시설
에서는 입주율(1-공실률)과 가동율이 일치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적용 배제(인테리어 공사, 운영 중 시
설보수 등에 의한 영업중단 장기화가 예상되는 시설의 경우 그 기간만큼을 제외한 실영업기간 대비 임
대기간의 비율로 적용 가능 – 정기휴무 등은 임대료에 기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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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방식과 매출액 방식 비교
○ 시설 직영 또는 택지분양에 의한 민간업체의 시설 직영 또는 수수료매장 운영 등의
경우 운영 부가가치(매출액 – 원가)에 의한 방식으로 편익을 추정할 수 있으나, 직
영시설이라 하더라도 기회비용 측면에서 임대방식을 가정한 임대료 추정으로 편익
추정이 가능함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시설운영방식 또는 도입시설의 종류와 무관하게 지역 임대료
를 적용하여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 보다 일관성 있는 방식인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실제 시설 도입 시 시설의 집객성 또는 운영특성 등에 의해 지역가치와는 차
별적으로 임대료 수준이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출액 방식(운영 부가가
치에 의한 추정방식) 검토가 필요함
- 위 경우처럼 시설별 임대료 수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임대료 추정이 가능할 경우 임대료 방식으로 편익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일반 근린생활시설 편익 추정
○ 본절 ‘1. 편익 추정을 위한 지표 산정 및 편익 추정’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실률,
임대료 및 임대료 상승률, 층별효용비율 등을 적용하여 추정함(월세환산가로 추정
시 지역 전월세환산율 적용)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종합 소매업
○ 장기임대방식 운영을 전제로 한 임대료 추정에 의한 편익 추정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매출액 추정방식에 의해 추정함
○ 매출액 추정방식 적용 시 단위면적당 매출액의 경우 도소매업 조사통계의 해당 시
설 매출액 및 건물연면적 통계 활용이 가능함(건물연면적은 계약면적 기준임 : 통계
청 질의 결과)
- 백화점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 자동차 제외 / 종합 소매업 / 대형 종합 소매업
/ 백화점
- 할인점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 자동차 제외 / 종합 소매업 / 대형 종합 소매업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에서 제공되는 기업형태별 도매 및 소매업 부가가치율을 반
영함(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매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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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점, 백화점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의해 입점률 극대화를 전제로 개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동률 또는 입점률, 공실률 등의 반영은 무의미함. 단,
개점 초기년도와 영업 안정화 이후의 매출액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유사 시설 사
례조사 등을 통해 반영이 가능함(공실률 0% 적용)
- 그러나 대대적인 개점 마케팅을 펼치는 위 시설의 특성상 개점 이후 시간경과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운영자의 운영능력과도 관련되는 등
일반적인 지수화가 용이하지 않거나 무의미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시장점유율(위 방식에 의한 편익산정치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지
역수요의 총구매력에 의해 추정된 소요면적에 의해 기반영된 사항으로서, 반영할
경우 이미 예상시장점유율이 반영된 면적에 대해 추가적으로 효율을 감소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므로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시장점유율 반영의 논리는 지역수요의 총구매력이 고정되어 있고, 이를 기존 경쟁
시설과 신규시설이 다시 분배하여 점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상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수요 추정 시 소요면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수요 추정 시 소요면적이 발생했다면, 이는 시장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거나 증가
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총구매력이 증가하게 되며, 시설별로 동일한 효율을 전
제로 하여 총구매력 증분에 해당하는 소요면적을 추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
장점유율 적용은 논리적 모순을 초래할 수 있음
- 다만, 수요 추정 시의 추정 소요면적 대비 과대한 면적으로 시설계획이 이루어졌을 경
우, 수요부족에 의한 임대료 저하 또는 단위면적당 매출액 약화가 나타날 수 있어 이
에 대한 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는 추정소요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해
매출액 발생을 배제하는 형태로 보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프리미엄 아울렛
○ 장기임대방식 운영을 전제로 한 임대료 추정 또는 용지 수분양자(프리미엄 아울렛
운영자)가 각 브랜드 임차인에게 징구하는 임대료 추정에 의한 편익 추정을 원칙으
로 하나, 필요 시 각 브랜드 임차인의 추정 매출액 합산치에 의해 추정함
-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운영자는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며, 각 브랜드 임차인이 의
복 및 의복액세서리, 신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등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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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면적당 매출액 추정은 프리미엄아울렛 매출액 자료 구득 시 건물연면적에 의해
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기별 자료구득의 용이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도소매
업 조사통계 중 해당 시설 임차인의 영위 업종을 고려하여 적용이 가능함
- 방법1 : 프리미엄아울렛 사례조사를 통한 매출액 추정
- 방법2 : 도소매업 조사통계 중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 자동차 제외 / 섬유 의
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의 평균 적용 또는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와 신발 소매, 가방 및 가죽제품 소매의 예상 입점업종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
치 적용
○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에서 제공되는 기업형태별 도매 및 소매업 부가가치율을반영
함(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매년 발행)
○ 가동율 및 시장점유율에 대하여는 할인점 및 백화점과 동일하게 적용함
-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리미엄아울렛이 아닌 일반 상설할인매장형 중소규모 아울렛
일 경우에도 공실률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가동율 적용의 논리는 동일하게
적용함(공실률은 지역 공실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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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제1절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의 개요

 타당성 검토의 경제성 분석61)은 경제적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분
석으로 국가 및 지역 경제적 관점에서의 비용편익 분석을 의미함
 경제성 분석의 본질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측정하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적시하여 최선의 선택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경제성 분석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납득할 수 있는 항목들이 편익에 포함되고, 검
토되어야 함
○ 경제성 분석은 실증적인 접근방법(positive approach)이 아니라 규범적 접근방법
(normative approach)을 따르기 때문에 가치판단이 내재 됨
○ 경제성 분석은 효율성 중심의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분석이므로 또 다른 가치판
단, 예를 들어 사회정치적 합리성이나 형평성 관점에서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음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국가 혹은 지역 경제적 입장에서
파악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
○ 해당 사업의 영향권(impact area) 설정이 경제성 분석의 범위와 깊게 관련되므로
관행적으로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의 성격을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함

61)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과 경제적 타당성 평가 또는 비용편익 분석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 매
뉴얼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B/C, NPV, IRR을 경제성 분석으로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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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혹은 지역 경제적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을 분석하므로, 일반적인 시장가격을 통한 분석이 아닌 기회비용이 반영된 잠
재가격(shadow price)을 통한 분석이 요구됨
○ 여기서 잠재가격이란 불완전시장 하에서 왜곡된 시장가격이 아닌 기회비용 및 사회
적 가치를 반영한 가격을 뜻함
- 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고 할 때62), 시장가격은 해당 재화 및 서비스의 기회비용이
자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나,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왜곡된 시장가격 대신 잠재가격을 활용함으로써 불완전시장 하에서 재
화 및 서비스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세금, 이자비용 등 이전지출은 비용으로서 발생하기는 하나, 사회전체적
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소득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경제성 분석에서
는 이를 제외함
○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이란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 등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지출이 아닌 단순한 소득(구매력)의 이전을 뜻하며, 각종 세금 및 정부보조금, 은행
이자비용 등이 이에 포함됨

 또한 미래가치의 할인을 위해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함

62) 완전경쟁시장이란 시장참가자 수가 많아 참가자는 가격순응자(price taker)로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며, 동질의 상품이 거래되며, 참여가 자유로우며, 거래자는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소유
하여 시장가격은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르는 시장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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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제성 분석기법

1. 분석기법
가. 비용편익 비율(B/C ratio)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은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비용과 총 편
익을 할인을 통해 현재가치화하여, 총 편익의 현재가치와 총 비용의 현재가치
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뜻함
○ 일반적으로 비용편익 비율이 1보다 크면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 비용보다 총 편익이
더 큰 것을 뜻하므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비용편익 비율(B/C ratio) 











 

     
     

단,   는 시점의 편익,  는 시점의 비용, 은 할인율, 은 분석기간(시설사업의 내구년도)을 뜻함

나.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NPV)는 사업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사업
에 투입되는 총 비용의 현재가치를 제한 값을 뜻함
○ 이때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순현재가치(NPV) 





 
     






  





다.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IRR)은 총 비용의 현재가치와 총 편익의 현재가치가 일치하는 할인
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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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내부수익률(IRR)을 할인율로 적용하여 총 편익 및 총 비용을 현재가치화 할
경우 순현재가치(NPV)는 0이 됨
○ 이때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내부수익률(IRR) :





 
      






   





2. 타당성 검토에서의 경제성 분석기법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분석기법이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각 분석기법별로 장단점을 가짐
○ 비용편익 비율(B/C)은 이해가 쉽고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산
출하는데 있어서 일부 항목의 경우 비용의 추가와 편익의 손실 중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함
○ 순현재가치(NPV)는 대안 선택 시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타 분석에 이용이 가
능한 점 등의 장점이 있으나, 사업규모에 따른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규모가
커질 경우 순현재가치도 이와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므로 대안의 우선순위 결정 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내부수익률(IRR)은 타대안과 비교가 쉽고, 사업규모에 의존하지 않으나 수익발생
구조에 따라 계산되지 않으며,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타당성 검토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편익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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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제성 분석 시 고려사항

1. with(Do-Something) 대 without(Do-Nothing)의 비교
 비용과 편익을 분류하고 측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과연 해
당 사업으로 인한 비용·편익인가에 대한 것임
 즉 경제성 분석은 사업 전후, 즉 before-after의 비교가 아니라 사업 시행 여
부, 즉 with-without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짐
 또한 경제성 분석은 ‘현재 상태(Do-Nothing)’에 대비하여 ‘신규 사업(Do-Something)’
을 추진하는 경우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임
○ 해당 사업의 타당성 유무는 항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Do-Nothing)와 비
교하여 기회비용을 따져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일 수 있음
○ 이때 항목별로 Do-Something일 경우와 Do-Nothing일 경우를 비교하는 표를 작
성하여 활용하면 Do-Something과 Do-Nothing 차이를 이해하는데 유용함

2. 사회적 할인율
 대규모 사업은 그 특성상 편익과 비용이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시점
역시 동일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임
 이에 상이한 시점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적절히 비교하기 위해서 편익과
분석을 기준시점의 가치로 전환해 주는 과정, 즉 현재가치화가 필요함
 할인율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돈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동일하게
만드는 교환비율을 뜻하며, 이 중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
율이라고 함
○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데, 사회적 할인율이 변화하
면 현재가치화된 편익과 비용의 크기도 달라지므로 경제성 분석 결과 역시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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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이 경제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경제성이 확
보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함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분석의 사회적 할인율은 4.5%를 적용함
○ 우리나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회적할인율을
7.5%로 제시하였으며, 2004년 이후 6.5%, 2008년 이후 5.5%. 2017년 이후
4.5%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적용중임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은 2018년 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전체
위원회(2018.11)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당초 5.5%에서 4.5%로 변경함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PFV 또는 SPC 설립 타당성 검토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를
기반으로 해당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국가재정
투자사업 및 지방재정투자사업과 동일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함

3. 분석기간
 경제성 분석을 위한 분석기간은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시설건립을 위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커 이를 고려해야 함
 이에 경제성 분석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함
○ 타당성 검토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산업단지 사업이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의 내구성을 고려할 때 분석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함
○ 다만, 사업 특성에 따라 분석기간을 달리 할 수는 있으며, 이럴 경우 그 근거를 명
확히 제시하여야 함

 한편 단계별 분석에서는 최종목표년도에 일정기간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기간에는 단계별로 편익을 각각 반영하는 것으로 함
○ 1단계의 분석기간이 완료된 이후 2단계 분석기간에 1단계 편익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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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여기서의 단계별 분석은 도로사업에서 단계별 개통의 경우와 같이 1단계 사업
만으로 독자적인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 1단계로 용지조성사업, 2단계로 상부시설 건축과 같이 상호 연계된 사업으로 독자
적 편익일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2단계까지 완공되어야 편익 발생
[그림 Ⅰ-1] 단계별 분석의 편익산정 예시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개정판)』, 2021

4. 분석기준일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편익 및 비용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
므로 이를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통해 비교 가능한 일정시점의 가
치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타당성 검토가 착수된 전년도 말을 분석기준일(기준연도)로 적용함

5. 분석시점에 따른 비용보정(물가상승률)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비용 및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분석기간 동
안의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타당성 검토에서는 비용 및 편익을 불변가격63)으로 측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으로 함
○ 타당성 검토의 분석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기간에 걸친 인플레이션의
63) 불변가격이란 한 시점에서 화폐단위로 표시한 재화의 가격으로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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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예측이 요구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따라 과거의 유사사업의 비용 및 편익추정치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현재
의 불변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한 보정작업이 필요함
○ 운영비를 제외한 비용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GDP 건설투자디플레이
터64)를 적용하여 보정하는 것으로 함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PFV 또는 SPC 설립사업의 타당성 검토대상은 부지조성 또는
시설건립이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디플레이터 중
총고정자본형성의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에 대한 디플레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함
- 이때, 건설투자(건물투자, 토목투자) 및 설비투자(운수장비, 기계류)의 구분이 어려
울 경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65)를 활용하는 것으로 함
○ 운영비용 및 편익, 수입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66)를
활용함
- 이때, 운영비란 및 운영 수입이란 해당 시설물의 준공이후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
가는 비용과 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함

6. 매몰비용의 처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경제성 분석 이전에 이미 기존에 설치한 시설이라든지
자산을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매몰비용(sunk cost)이란 이미 지출되어 이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관계없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뜻함
○ 즉 이미 지출된 기업의 광고비용이나 연구개발비용, 토목공사비 등과 같이 이미 매
몰되어버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뜻함

 따라서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평가 이전에 발생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음
64) GDP 건설투자디플레이터란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음
6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국민계정/경제활동별, 지출항목별 규모/GDP 디플레이터/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디플레이터/총자본형성/총고정자본형성/건설투자부문의 연간자료를 활용함
6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소비자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전국)의 연간자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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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된 보상비는 매
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

7. 토지매입비의 처리
 경제성 분석에서의 토지 매입비는 기회비용67)의 개념으로 반영함
○ 즉,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등 실제 토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도, 이를 기존의 용도나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매각을 통해 금전적
인 수입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따라서 실제 토지매입비가 발생할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토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도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으로서 토지매입비를 포함함68)

8. 재투자비 및 잔존가치의 처리
 잔존가치란 어떤 자산의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남아있는 자산적 가치
로 해당 사업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나 기타 목적으로 매각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뜻함
○ 잔존가치는 사업 시설의 내구연수 및 경제성 분석의 분석기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각 사업부문별로 자산의 잔존가치 및 재투자비 등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현실적으로 산출가능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할 수 있을 경우 가능한 모든
잔존가치를 반영함

 각 자산별로 잔존가치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음
○ 토지의 경우 실제 토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회비용 측면에서 비용으로 반
영하며, 잔존가치도 반영해야 함
- 그러나 토지의 내용연수69)는 무한대이므로 재투자대상에서는 제외하고 감가상각
67) 기회비용이란 자원의 희소성에서 나온 개념으로 어떠한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하는 다른 선택지 중
초고의 가치를 뜻하는 말임. 기존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토지는 판매
및 타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회수가 가능하므로 매몰비용이 아닌 기회비용으로 처리함
68) 재무성 분석은 각 사업주체별로 실질적인 비용과 수입 등의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이므로 실제 토지매
입비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비용으로서 반영함
69) 내용연수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으로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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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지 않으며, 최종연도에 잔존가치로서 계상함
○ 경제성 분석에서 토지의 잔존가치는 지장물 보상비를 제외한 용지구입비만을 분석
하고 최종연도 말에 음(-)의 비용으로 반영
○ 건물 및 시설물, 각종 특수장비의 경우 내용연수별로 잔존가치 및 재투자비를 고려함
- 기계 설비, 차량, 특수장비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교체시기를 감안한 내용연수가
분석기간 30년을 초과할 경우 이에 따른 잔존가치를 고려하며, 내용연수가 분석기
간 30년보다 짧아 재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비와 30년 후의 잔존가
치를 (-)의 비용 처리함
- 집기 등 물품의 잔존가치 및 재투자와 관련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실익이 미미하므로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9. 감가상각(depreciation)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을 내용연수기간에 걸쳐 배분하여 비용으로 상
각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고정자산을 매년 감가상각함으로써 장래의 고정
자산 획득을 위한 내부자금을 미리 회수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경제성 분석에서는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취득비용 전
체를 비용으로 일시에 처리하므로 감가상각을 별도의 비용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음

10.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의 처리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이란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 등 반대급부를 기대
하는 지출이 아닌 단순한 소득(구매력)의 이전을 뜻하며, 각종 세금 및 정부보
조금,70) 은행 이자비용 등이 이에 포함됨
 이러한 이전지출은 비용으로서 발생하기는 하나, 사회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소득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음

간을 뜻하며(기획재정부, 2014), 각 자산별 합당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함
70) 정부보조금 중 가격에 대한 보조금일경우에는 시장을 왜곡시킨 것으로 보고 보조금이 포함된 가격을
잠재가격으로 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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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타당성 검토의 경제성분석의 경우 비용에서 세금 등 이전지출을 배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투입물의 종류별 세금부과 내역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한 총사업비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를 경제적 비용으로 간주하여 비용편익 분석에
반영함

 단, 사업시행 부담금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정부에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을 말
하는 것으로 정부 주도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대체비용 성격의 부담금은
분석에 포함하여 계산함71)

71) 이 경우 각종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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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제1절

재무성 분석

재무성 분석의 개요

 재무성 분석은 국민경제적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시행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
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임
○ 재무성 분석을 통해 공공성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재무
적 타당성 검토를 수행함
○ 재무성 분석은 기본적으로는 사업 전체의 관점에서 사업 자체의 수익성 확보 여부
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개별 사업시행주체(특수목적회사, 별도법인 등) 입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SPC, PFV 사업의 경우, 민간 투자자의 재무성과 공공기
관의 재무성을 각각 분석하여 제시함

 재무성 분석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아닌 실질적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이므로
잠재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의 적용이 가능함
 아울러 사업시행주체의 입장에서 세금, 이자비용 등의 이전지출은 실질적인 현
금유출이 발생하므로 비용으로 포함하며, 미래가치의 할인을 위해 재무적 할인
율을 적용함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의 분석상의 전제를 비교해보면, 사업의 투자방식,
할인율, 토지매입비, 잔존가치, 이전지출의 처리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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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의 분석상의 전제
구분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평가의 관점

국가 혹은 지역 경제적 입장

개별 사업시행주체의 입장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4.5%)

재무적 할인율(4.5%)

분석기간

30년

좌동

분석기준일

분석착수 전년도 말

좌동

가격적용기준

불변가격

좌동
(다만 필요시 경상가격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가능)

매몰비용

고려하지 않음

좌동

토지매입비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파악

실제 현금유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

잔존가치

사업시설의 내구연한에 따라 반영

경제성 분석과 동일하나 소유권 유무에
따른 고려필요

이전지출

미반영

반영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개정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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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무성 분석기법

 재무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화페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을 사용함
○ 분석기법으로는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Method : NPV), 내부수익률법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IRR),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 Index :
PI) 등이 있음

 재무성 분석을 위한 현금흐름 할인법의 평가지표들72)과 경제성 분석의 평가지
표들73)은 재무적 현금의 유입 및 유출과 경제적 편익 및 비용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함

1. 분석기법
가. 재무적 순현재가치법(FNPV: Financial Net Present Value Method)
 재무적 순현재가치법(FNPV)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적정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화한 값들의 합으로 이 값이 0보다 클 경우 해당 사업의 재무적 타당
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단  는 t기간의 현금유입,  는 t기간의 현금유출, r은 재무적 할인율, n은 시설사업의 내구연도(분석
기간)을 뜻함

72) 재무적 순현재가치법(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수익성지수법(PI)
73) 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 비용편익 비율(B/C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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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은 사업을 통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의 현재가치가 일
치하도록 하는 할인율을 뜻하며, 이를 산출하여 실제 사업의 자본비용과 비교
함으로써 평가하는 방법을 재무적 내부수익률법이라고 함
○ 이때, FIRR이 자본비용보다 높을 경우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







 
     


  





다. 수익성지수법(PI: Profitability Index)
 수익성지수법(PI)는 사업을 통해 유입된 현금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
치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1보다 클 경우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수익성지수법(PI)













 

             

2. 타당성 검토에서의 재무성 분석기법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평가방법이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각 평가방법별로 장단점을 가짐
○ 재무적 순현재가치법(FNPV)의 경우, 가치가산의 원칙74)이 적용되며, 투자를 통한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나타내므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기업의 목표에 부합된다
고 할 수 있고, 사업기간 중 재투자가 발생할 시 자본의 기회비용으로 재투자가 이
루어진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짐

74) 가치가산의 원칙이란 자산이 여러 개의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 각 부분의 가치의 합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원칙임

∣225∣

PFV 출자 타당성 검토 매뉴얼

- 반면, 적용할인율에 따라 FNPV 값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나 사업의 위험을 반
영한 적정할인율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수익성지수(PI)는 투자자금에 제약이 있을 경우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주나, 가치가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금유출에 대한 현금유입의 상
대적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절대적 가치의 크기와 관계없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단점을 가짐
○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은 단일대안에 대한 의사결정시에는 FNPV와 동일한 결과
를 나타내나, 복수의 FIRR이 존재할 수 있고, 재투자가 있을 경우 FIRR로 재투자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가치가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점을 가짐

 타당성 검토의 재무성 분석에서는 수익성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법(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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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무성 분석상의 고려사항

1. 사업의 재원조달방식
 기본적으로 재무성 분석은 자기자본 출자자 입장이 아닌 전체 사업을 분석대상
으로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flow method)
의 활용에 있어서 자금조달 방법의 차이는 분석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음
○ 다만,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비율 그리고 동원되는 자본의 조달방법 등에 대한
가정은 현금흐름을 현재가치화하기 위한 적정 할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편, 사업내용에 따라 자금조달구조와 사업 이외의 개별 수입 등을 감안한 자
기자본 출자자입장에서의 분석을 수행하여 참고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2. 분석관점
 재무성 분석은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재무적
관점에서의 타당성, 즉 사업 자체의 재무적 타당성과 사업참여 주체별 재무적
타당성을 구분하여 분석함
○ 재무성 분석을 위해서는 사업 주체의 관점에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의
움직임을 평가하여야 함
○ 투자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등 현금의 유출액과 사업운영으로 인해 발
생하는 현금유입액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사업자체의 재무성 분석에서는 재원조달방식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
업주체별 재무성 분석에서는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비용과 수입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국비의 경우 사업주체별 재무성 분석에서는 수입으로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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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적용기준
 경제성 분석과 동일하게 재무성 분석의 경우에도 비용 및 편익이 장기간에 걸
쳐 발생하므로 분석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인플레이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불변가격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불변가격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상가격기준으로 분석을 수행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상가격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 경상가격은 물가지수가 반영된 가격으로 시장에서 지급계산의 단위로 활용되는 교
환가격(Transfer Price) 개념임
○ 따라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나 전력요금단가와 같이 사전에 추
정된 가격과 지급 및 수령이 이루어지는 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정된 가격은 경상
가격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변가격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급 또는
회수되는 분양납입금 또는 전력대금 등의 추정금액을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불변가
격으로 환산하여야 함

4. 재무적 할인율
 재무성 분석에 있어서 사업을 통해 발생한 현금의 흐름을 현재가치화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재무적 할인율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재무적 할인율은 자본비용(cost of capital)으로서 파악되는데, 자본비용이란 기업
이 신규투자를 위한 내 외부 자금의 기회비용으로서 자기자본 출자자 및 채권자가
동일한 위험을 갖는 다른 프로젝트로 대체투자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최대한의 기
대수익률이라고도 할 수 있음

 이러한 자본비용의 도출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WACC)이 사용됨
○ 재무이론적으로는 추정이 이루어지는 각 기간의 현금흐름에 상응하는 적정할인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서 적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사실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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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현실적으로 각 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평균할인율을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
으며 이러한 평균할인율을 합리적인 가정하에 가중평균자본비용(WACC)를 기초로
산출함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자금조달방식에 따라 자기자본 출자자 및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을 반영한 자본비용을 각 원천별 자본구성비율에 따
라 가중평균한 것을 뜻함





    × ×     ×  


단,

는 가중평균자본비용, 는 타인자본비용(=부채의 자본비용), 는 자기자본비용(=주식의 자본

비용),

 는 법인세비율,  는 자기자본총액, 는 부채총액을 뜻함

- 이때 타인자본비용, 즉 부채의 자본비용은 부채에 대한 기대수익률로 무위험이자
율에 채권의 위험보상률(risk premium)을 가산하여 구할 수 있음
- 자기자본비용, 즉 주식의 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델(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단,

는 주식의 자본비용, 는 무위험이자율, 은 투자사업의 체계적 위험, 은 시장기대수익률

을 뜻함

 타당성 검토의 재무성 분석에서의 공통의 재무적 할인율은 일관성과 비교가능
성 유지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실질할인율 기준 4.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함
○ 다만, 경상가격으로 재무성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비용 및 수입이 경상가격기준
으로 추정된 점을 감안하여 실질할인율(5.5%)에 피셔효과(Fisher effect)를 고려하
여 경상할인율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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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분석
 재무성 분석을 위한 현금흐름은 사업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이며 해당 사업
이 실제로 창출하는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세후 총 현금임
○ 잉여현금흐름(FCF)
= 영업현금흐름 – 자본적지출 – 추가운전자본
= 영업이익(1-법인세율) + 감가상각비 – 자본적 지출 – 추가운전자본

 재무성 분석을 위해서 비용과 수입을 포함한 분석대상 사업의 모든 현금흐름을
불변가격으로 추정하고, 실질 할인율로 할인해야 함
○ 다만, 수입 등 현금흐름의 추정을 경상가격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
고 판단되는 경우 경상 현금흐름으로 추정하고, 경상 할인율로 할인할 수 있음

 사업의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매몰비용(sunk costs)는 감안하지 않음

6. 분석기간 및 기준년도
 재무성 분석의 분석기간 및 기준연도는 경제성 분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가
정하지만,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경제성 분석과 다른 분석기간을 적용
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함
○ 용지분양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에서는 상부건축물에 대한 편익을 고려하여 분석
기간을 30년으로 하나 재무성 분석에서는 사업 종료 시점까지 분석함
- 토지 및 주택 분양사업에서 SPC 또는 PFV 설립을 통한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SPC,
PFV 청산 시점이 사업 종료 시점임
- 시설 운영이 포함된 SOC 투자사업에서 SPC를 설립하여 수행할 경우 해당 SPC의 운
영 종료시점이 사업 종료 시점임

7. 낙찰률
 재무성 분석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금유출입에 대한 분석이므로, 낙찰률을 고려
하여 재무성 비용을 추정함
 이때 사업의 특성에 따라 낙찰률은 해당 지자체의 유사용역 발주사례를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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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낙찰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8. 토지매입비의 처리
 재무성 분석은 각 사업별로 실질적인 비용과 수입 등의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
이므로 토지매입비는 실질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반영함
○ 사업대상부지의 토지를 외부에서 실제로 매입했을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현금유출
로 포함됨
○ 단, 지자체의 공유지 사용 및 기부, 무상귀속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입수한 경우에
는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매입비는 반영하지 않음

9. 이전지출의 처리
 사업자(면세사업자)의 입장에서 매입세액불공제되는 부가가치세, 취득세, 법인
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를 통해 실질적인 현금유출이 일어나는 비용은 현금흐
름에 포함시켜 분석함
○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시 함께 지급하는 매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할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과세기간말에 환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재무성 분석에서
는 경제성 분석과 달리 총사업비에 매입세액불공제되는 부가가치세를 비용에 가산
하여 반영함

 금융부대비 및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은 경제주체간의 부의 이전이므로 경제성
분석에서는 제외되는 항목이지만 재무성 분석에서는 명시적인 현금유출입 항목
이므로 분석에 포함함
○ 금융부대비용, 이자비용 등의 경우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금리 등을 활용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부대비용은 총투자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의 이자비용은 잉여현금흐름(FCF)의 차가감항목이 아니므로 현금흐름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금융비용의 경우 규모가 크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경우 포함시
키나,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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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입(현금유입) 추정
 재무성 분석의 수입항목은 사업별로 분양수입, 임대수입, 입장수입, 부대시설
운영수입, 기타 광고수입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음
<표 Ⅱ-2> 재무성 분석의 수입 항목 예시
시설
문화·체육·관광시설
산업단지

수입(예시)
입장수입, 대관수입, 광고수입, 식당 및 매점운영수입, 주차장 수입 등
분양수입, 임대수입 등

도로 및 교통시설

통행료, 점용료, 사용료 등

주거 및 상업시설

분양수입, 임대수입, 운영수입(직영시)

 분양사업의 경우 분양가와 분양일정에 따라 재무성 분석결과가 좌우되므로, 사
업계획서의 분양가와 분양일정에 따라 분석하되, 분양가와 분양일정이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함
○ 일반적으로 산업용지의 경우는 조성원가에 기준하여 분양가를 산정하며, 주거 및
상업용지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함
○ 산업용지의 분양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및 인근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토대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상업용지 및 주거용지의 분양가는 거래사례비교법과 수익환원
법,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 분양일정 역시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무리한 계획은 아닌지의 여부와 분양이 지연
될 경우의 재무성 분석결과의 변동폭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분양사업의 위험요인에
대해 보고서에서 충분히 기술하도록 함

 임대수입과 운영수입의 경우 여건변화에 따른 임대율과 매출액 추정이 중요한
데, 임대계획 및 매출전략과 주변지역의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시장의 규
모, 지역시장의 규모, 시장점유율 비교사례, 공실률 등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상
의 임대율과 매출액이 적정한지 검토함
○ 추정의 합리성 검토를 위하여 업계의 통계 및 예측자료, 경제지표 등 다양한 자료
를 활용하되 변화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여 위험수준에 대한 정도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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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사업수익의 경우 비용과 마찬가지로 해당사업에 부대사업이 있을 경우 구
체적인 계획이 존재하며, 사업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수입도
재무성 분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
 분양수입, 임대수입, 기타수입 등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검토 대상이 되는
재무적 수입의 경우 직접추정 또는 불변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기판매수입, 대관수입 등 기타수입 중 계약의 의해 금액이 명시되어 있거나 금액
추정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발표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검토에 참
고할 수 있음
○ 다만 계약의 의해 명시된 금액이나 발표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은 경상가격일 가
능성이 있으므로 불변가격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수입에 부가가치세
가 포함되어 있는지 제외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함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입과 함께 수령하지만 정부에 수령한 부가가치
세를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받은 금액 전액을 모두 수입으로 간주하여야함
○ 동일한 금액의 통행료를 수령하더라도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령한 전액을 운영수입에 포함할 수 있으나 과세사업자인 경우는 수령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운영수입에 포함하여야 함

11. 민감도 및 시나리오분석
 재무성 분석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재무성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소나 가정의 변경 가능성에 따라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 주요 추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비, 분양단가 등의 변수에 대한 향후 변동가능범위를
산정하여 재무결과인 수익성지수(PI)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와 관련 위험
정도를 산정하여 제시함
○ 사업계획상 주요 가정이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한 영향과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 별도
의 대안을 작성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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