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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과 이웃주민 구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프리미엄1)

Ⅰ. 서론

1. 연구 목적

경제학자들은 보다 나은 교육 및 이웃 환경에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

여하는지 추정하고자 오랜 기간 연구해왔다.2)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가치

를 부여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명확하지만, 이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지역 공공재(local public goods)의 성격을 갖고 있어,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가치

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지역 공공재가 제공하는 혜택은 그 지역

에 거주해야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평가는 거주하고 있

는 주택의 가격에 포함되는데, 주택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지역 공공재의 암묵적

인 가격(implicit price)은 헤도닉(Hedonic) 가격 모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지역 공공재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노력하는 데

에는 두 가지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모형 추정의 결과로 도출되는 

보다 나은 교육 및 이웃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평가는 이에 관한 수요함수

(demand function)를 추정하기 위한 선행단계로서, 이는 도시 내의 다양한 교

육, 주택, 도시 개발 정책에 관한 후생 분석(welfare analysis), 정책실험(policy 

simulation)을 위한 기초 값으로 활용된다. 또한, 교육 및 이웃주민 환경과 같은 

지역 공공재는 주택가격의 지역적인 패턴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분야

의 연구는 도시 내의 도시 분화(city segregation), 주택시장 양극화, 지역 간 학교

성적 격차와 관련된 연구와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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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는 저자의 논문 “Education and 

Neighborhood Premium in Housing 

Price and its Dynamics”(Song, 

2019a)와 “Essays on Applied 

Microeconomics”(Song, 2019b)의 

일부 내용을 『재정포럼』의 취지에 

맞게 요약 정리한 보고서이다. 

2)   Black and Machin(2011), Machin 

(2011), Nguyen-Hoang and Yinger 

(2011)는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

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Black and Machin(2011)은 이용한 

방법론과 연구의 발전단계에 따라 

선행연구 54편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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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론

주택시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육과 이웃환경 같은 지역 공공재의 가격을 추

정하고자 할 때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큰 난관이 하나 있다. 주

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요인을 모형 내

에 통제하고, 특정한 지역 공공재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

해진다. 기본적으로 ① 주택의 물리적인 특성(집의 면적, 연식, 방의 수, 집이 위

치한 층), 주택의 타입(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 아파트의 브랜드, ② 

지역 공공재(집 주변 학교의 성적, 대중교통 여건, 이웃주민의 학력 수준, 범죄율, 

대기오염 등), ③ 집 주변의 편의시설(슈퍼마켓, 쇼핑몰, 운동편의시설, 병의원, 은

행, 식당 등), ④ 집으로부터 중요 지점 및 시설까지의 거리(학교, 직장, 지하철역, 

백화점 등), 이 4가지 요인 모두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주택 특성들

(housing attributes)이 된다. 

하지만 이외에도 집의 외관, 집에서 바라본 풍경(예: 한강 조망)과 같이 데

이터를 통해 관측되지 않지만 주택가격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

(unobservables)도 다수 존재하고 교통 편의성과 같이 통계로 수치화하기 어려

운 정보도 다수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연구자들에게 관측되지 않거나, 수치화되

지 못한 정보 및 기타 누락된 변수들은 추정 모형의 오차항에 포함됨으로써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추정의 편의(bias)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

구에서는 이러한 추정의 편의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가 연구의 핵심 방법론

이 되고 기존 연구보다 개선된 방법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 학문적인 기여

로 인정을 받고 있다.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평균차분법(mean differencing)

이나 일차차분법(first differencing)을 이용하여 모형에서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나 관측되지 않는 정보(unobservable)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변수들로 인한 추정의 편의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하지만 주택시장 패널데이터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

생한다.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동일한 주택에 대한 반복적인 거래

가 매우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10년 이상의 긴 기간을 포괄하는 주택시장 패널데이터를 분석에 이

연구자에게 관측되지 

않거나, 수치화되지 

못한 정보 및 기타 

누락된 변수들은 

추정 모형의 오차항에 

포함됨으로써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추정의 편의(bias)를 

발생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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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의 긴 기간에 걸쳐 모형에서 누락된 변수나 관측

되지 않는 정보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

우며,3) 이로 인해 일반적인 방법(평균차분법, 일차차분법)으로는 추정의 편의문

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방법론적 기여로서, 장기간 패널데이터

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의 독특한 특성인 높은 아

파트 거주 비율을 이용,4) 2년에 걸친 단기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분석

에 이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주택공급 요인을 비롯하여 풍

부한 주거편의시설 정보를 모형 내에 포함시켰고, 다양한 위치, 지리정보를 최근 

GIS에서 이용되는 공간 모형설계 방법론(spatial modeling technique)을 이용하

여 주택거래와 연결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공간을 인위적으로 단절시켜 공간정

보를 활용하는 비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3. 연구주제

앞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방법론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고에서는 첫째, 

학교성적의 과거 기록이 갖는 평판효과(reputation effect)가 존재함을 보이고 이

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지불의사가격 추정 시, 방법

론에 따라서는 심각한 하향 편의(downward bias)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둘째, 정태적 모형 추정 결과 값을 이용하여 서울시 주택가격의 지역적 편차의 

43% 정도가 교육과 이웃환경의 차이에 의해 설명됨을 분석한다. 셋째, 도시 내의 

극심한 도시 분화 및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학군을 변경해보

는 정책실험을 통해, 새롭게 변경된 학군 내 주택가격의 격차가 얼마만큼 완화되

는지를 예측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GIS를 활

용한 공간데이터와 주택거래의 연결방법, 패널데이터 구성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다. 제Ⅲ장에서는 정태적 모형인 헤도닉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에 내재

되어 있는 보다 나은 교육, 이웃환경에 대한 암묵적인 가격을 추정하여, 학교성

적의 과거기록이 갖는 장기적인 평판효과(reputation effect)가 존재함을 보인다. 

또한, 모형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교육 및 이웃주민 환경의 차이가 지역 간 주택

학교성적의 

과거 기록이 갖는 

평판효과가 존재함을 

보이고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지불의사가격 추정 시, 

방법론에 따라서는 

심각한 하향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3)   특히나 여러 요인들이 상대적으

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지역의 

주택시장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락된 정보, 관측되지 않

는 정보가 장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은 더욱 타당성을 잃

게 된다.

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

면 서울시 거주자의 85% 가량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간 패

널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15% 미만의 단독주택이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고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공

동주택이 주택시장을 대표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교육환경과 이웃주민 구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프리미엄

1110 2020. 3

가격 격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함을 보인다. 제Ⅳ장에서는 주택가격 격차, 학력 격

차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군을 변경해보는 정책시뮬레이션 결과를 예측해

본다.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Ⅱ. 데이터

본고에서는 서울의 주택시장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 이웃주민 구성

에 대한 지불의사가격과 이에 대한 정태적, 동태적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국토교

통부 실거래가 자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교육청 교육통

계연보, 학교알리미, 에듀데이터서비스(EDSS), 구글, 네이버 지도 API 및 기타 공

시자료를 이용하여 <표 1>과 같은 변수들을 모형에 담아 분석하였다.

<표 1>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와 주택과의 매칭방법

변수 주택과 매칭방법

주택의 특성
실거래가, 집이 위치한 층, 연식, 면적, 

주상복합 여부, 아파트 브랜드

주요 시설, 

지점까지의 거리
지하철역, 백화점, 대형마트, 한강, 초·중·고등학교

모든 주택으로부터 

각 지점까지  

직선거리 측정

신규주택공급
반경 500m, 1km, 2km 이내 특정 주택과 

유사한 면적의 신규주택공급 물량

모든 주택으로부터의 

반경 측정

학교 특성 

(고등학교)

서울대 진학률, 전국 단위 학력평가 시험성적, 전체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정규직 교원 비율
학군시스템을 반영, 

모든 주택과 모든  

학교와의 거리를 이용

Inverse-squared 

Distance Matrix

학교 특성

(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진학률,

전체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정규직 

교원 비율

지역별 

인구학적 특성

40대 중 대졸자 이상 비율, 50대 중 대졸자 이상 비율,

인구 수, 평균연령, 학생 비율, 35~55세 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수

주택과 각 센서스 

중심위치와의 거리를 

이용

 Inverse-squared 

Distance Matrix
주거편의시설

정보

슈퍼마켓, 식료품점, 편의점, 식당, 은행, 병의원, 도서관,

독서실, 사설 학원, 경찰서, 소방서, 기타 관공서, 기업 본사,

운동편의시설, 대기오염지수, 기타 등

출처: Song(2019)에서 발췌 및 재작성

본고에서는 도시 내의 

극심한 도시 분화 및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학군을 변경해보는 

정책실험을 통해, 

새롭게 변경된 학군 내 

주택가격의 격차가 

얼마만큼 완화되는지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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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매칭 과정

주택 특성의 암묵적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표 1>에 나열된 다양한 데이터는 

특정 주택거래와 매칭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법론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주택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센서스 

단위별로만 주택의 위치가 파악되는 경우, 센서스 단위별 단순 매칭방법을 사용

하게 된다. 즉 A지역에 위치한 모든 주택이 A지역의 주거편의시설 정보와 매칭

되어 센서스 지역별로 모든 주택이 동일한 값에 연결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택

이 A지역에 위치하지만 인근 B, C지역 경계와 가까이 위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

의 주택가격은 B, C지역의 주거편의시설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것임이 분명

하다. 즉,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단순 매칭방법은 연속적인 공간을 인위적

으로 단절하여 인근 지역의 주거편의시설, 주민구성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

을 임의로 단절 및 차단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데

이터 매칭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고에서는 주택의 정확한 위치를 기반으

로 하여 학군별 개별학교 정보, 센서스 지역별 주거편의시설 정보, 주민 구성정보 

등 공간정보를 특정 주택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한 inverse-squared distance 

matrix를 통해 연결해주는 방법5)을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단순 

매칭방법은 연속적인 

공간을 인위적으로 

단절하여 인근 지역의 

주거편의시설, 

주민구성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을 

임의로 단절 및 

차단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5)   상세한 방법론은 Song(2019)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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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 학군, 학교성적, 주민구성,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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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등학교별 서울대 진학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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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시 학군 지도

주:   1)   각 고등학교별 서울대 진학률은 2013~2015년 3년 평균값을 이용하였고, 지도상에 전국 단위 자사고, 특수목적고

등학교의 성적은 표현하지 않았음 

강남·서초구가 동일한 

학군을 구성하고 있고, 

학군별 서울대 진학률의 

지역적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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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0대 인구 중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 비율(2015년)

(d) 단위 면적(m2)당 주택가격(2015년)

출처: Song(2019)에서 발췌 및 재작성

강남·서초구 다수의 지역, 

잠실지역 등에서 40대 

인구 중 대졸 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이 지역의 

주택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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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 요약

[그림 1]은 본 연구와 관련된 서울의 주요 지역정보를 서울시 지도에 나타내고 

있다. (a)는 서울시 ‘구’ 단위 행정구역과 고등학교의 학군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시는 25개의 구, 11개의 학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학군은 (a)에서 같은 

색상으로 표현하였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동일한 학군인 ‘강남 8학군’을 구성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는 서울시 고등학교의 위치와 고등학교별 서울대 진학

률을 지도에 표시하고 있다. 원의 위치는 각 고등학교의 위치를 나타내며, 원의 

크기는 서울대 진학률에 비례하여 커지도록 표시하였다. 서울시 고등학교의 서

울대 진학률은 지역적인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서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가 강남 8학군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c)는 서울의 423개 센서스 지

역별로 40대 인구 중 대졸 이상 학위 소지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색상이 진해

질수록 이 비율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강남·서초구 다수의 지역, 잠실지역 등에

서 이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는 본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8천여 

개 아파트 단지의 위치와 단위 면적당 가격정보를 서울시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점의 위치는 아파트 단지의 위치를 의미하고 점의 색상이 진해질수록 단위 면적

당 가격이 높은 아파트임을 의미한다. 역시 진한 점들이 강남 8학군과 한강벨트 

쪽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단기간 패널데이터 

본고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간을 포함하는 패널데이터의 문제

점을 극복하고자 서울시의 높은 아파트 거주 비율을 이용하여 2년(2014~2015년)

에 걸친 단기간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완벽하게 동일

한 주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

하고, 유사한 층에 위치하며, 완벽하게 동일한 면적과 타입을 갖는 다수의 주택을 

하나의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경우 동일한 주택

인 것으로 간주하여 짧은 기간 동안에 충분한 샘플사이즈의 반복적인 거래를 확

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일한 그룹에 속하더라도 층,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따

라 또한 거래시점에 따라 가격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추가로 통제해주기 위

본고에서는 주택의 

정확한 위치를 

기반으로 학군별 

개별학교 정보, 

센서스 지역별 

주거편의시설 정보, 

주민 구성정보 등 

공간정보를 특정 

주택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한 inverse-

squared distance 

matrix를 통해 

연결해주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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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룹별 거래량을 가중치로, 지역별 월별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그룹별-월

별 주택가격 변동을 조정해주었다.6) 

Ⅲ. 헤도닉(Hedonic) 가격 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헤도닉 가격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에 내재되

어 있는 보다 나은 교육 여건, 주민구성으로 인한 프리미엄을 추정한다.

■ Baseline Model

 식 (1)

 : 시점, 학군에 위치한 주택 의 실거래가

 : 공간정보 거리가중평균 매트릭스

 :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설명변수 벡터

 : 시간에 따른 변동이 없는 설명변수 벡터

 : 시점, 주택 로부터 까지의 거리

2년의 기간 동안 모형에서 누락된 변수, 관측되지 않는 정보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  ), 식 (1)을 차분함으로써 다음의 식 

(2)를 도출할 수 있다.

■ House Fixed-effect Model

 식 (2)

 

2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모형 내에 고려하기 위해, 가 다음과 같이 마코프 과정(Markov Process)을 따

른다고 가정하면,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주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유사한 층에 

위치하며, 완벽하게 

동일한 면적과 타입을 

갖는 다수의 주택을 

하나의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6)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Song(2019)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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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

식 (1)~(3)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 Time-varying Unobservable Model 

 식 (4)

본고에서는 이 Time-varying Unobservable 모형을 선결변수와 외생변수를 

도구변수로 활용한 2단계 비선형최소자승법(2SNLS)을 이용하여 추정한다.7) 

1. 학교 평판효과

학부모들이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지 고민하거나 학교를 평가할 때 학교의 

최근 성적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지만, 과거의 기록들도 동시에 중요하게 고

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A, B 두 학교가 최근 연도에는 동일한 

성적을 기록하였지만 A학교는 좋은 지표를 오랜 기간 유지해온 일명 명문 고등

학교인 데 반해, B학교는 과거 성적이 A학교보다 좋지 않고 최근에 개선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B학교보다 오래 누적된 명성이 있는 A학교에 더 높은 선호를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즉, 이와 같이 명성이나 평판(reputation)에 

대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데, 좋은 학교 성적에 대한 지

불의사가격을 추정하는 모든 선행연구는 학교 성적의 지표로 특정한 한 해의 시

험성적이나 2~3년의 짧은 기간 동안의 평균치를 통계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

만 위와 같은 명성과 평판으로부터 발생하는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선형연구와 

같이 짧은 기간의 평균치를 통계지표로 사용하게 되면 결과 값을 상당히 과소 추

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표 2>8)는 헤도닉 가격 모형의 추정 결과로 과거 학교기록으로부터 기인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판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2>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식 (1)~(3)의 모형은 앞에서 설명한 모든 설명변수의 과거 10년간의 통계

수치, 지역별-연도별 고정효과를 모형 내에 포함하고 있다.9)

학부모들이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지 

고민하거나 학교를 

평가할 때 학교의 최근 

성적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지만, 과거의 

기록들도 동시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7)   Time-varying unobservable 모

형의 도출과 추정은 Bajari et 

al.(2012)을 참고하였다. 

8)   <표 2>에 제시된 변수는 고등학교 

서울대 진학률의 과거 10년 통계

이며 이에 대한 각각의 추정 결과 

값(지불의사가격)을 보여준다.

9)   서울대 이외의 다른 명문대학이나 

의·치대의 고등학교 진학자료는 

공개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 진학률과 

다른 명문대 진학률의 상관관계

가 높다고 가정하여, 서울대 진학

률이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대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각 학교의 시

험성적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는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

위 학력평가 시험성적에 서울대 

진학률 자료, 기타 학교 정보를 

추가로 활용해주었으므로 선행

연구에 비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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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교 평판효과(Reputation Effect)

종속변수: Log(주택실거래가격)

Panel A: 모형 내에 과거 10년 학교성적 기록을 포함

변수
Cross Section House Fixed Time-varying

(1) (2) (3)

서울대 진학률 ( )
7.232***

(0.675)

1.528***

(0.363)

1.503***

(0.273)

(  -1)
-1.601*

(0.748)

1.928***

(0.322)

2.159***

(0.349)

(  -2)
-4.138***

(0.747)

1.908***

(0.363)

2.021***

(0.259)

(  -3)
0.663

(0.637)

1.596***

(0.326)

1.812***

(0.314)

(  -4)
7.772***

(0.594)

1.728***

(0.281)

1.630***

(0.359)

(  -5)
6.173***

(0.645)

1.297***

(0.340)

1.674***

(0.292)

(  -6)
-3.393***

(0.617)

1.180**

(0.372)

1.016***

(0.345)

(  -7)
-4.587***

(0.617)

0.801**

(0.246)

0.727***

(0.224)

(  -8)
-3.028***

(0.507)

0.157

(0.276)

0.331

(0.263)

(  -9)
2.396***

(0.552)

0.662**

(0.226)

1.069***

(0.215)

Sum (  -  -9)
8.120***

(1.343)

12.784***

(1.971)

13.942***

(1.874)

- -
0.976***

(0.002)

Obs.

Adj. R2

144,492

0.886

72,246

0.230

72,246

0.993

Panel B: 모형 내에 과거 3년 평균 학교성적 기록을 포함

변수
Cross  Section House Fixed Time-varying

(4) (5) (6)

3년 평균 

서울대 진학률

9.358***

(0.964)

2.259***

(0.518)

2.562***

(0.824)

Obs.

Adj. R2

144,492

0.869

72,246

0.174

72,246

0.987

주: 1. 추정 계수는 ×100 

2. (   ) 안의 값은 Clustered Standard Error, 

3. *** p < 0.01,  ** p < 0.05,   * p < 0.1 

출처: Song(2019)에서 일부 발췌

<표 2>는 헤도닉 가격 

모형의 추정 결과로 

과거 학교기록으로부터 

기인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판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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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추정의 결과 값을 보면, 내생성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① 횡단면 모형

에서는 과거 10년 서울대 진학률 변수의 계수 값이 다수의 음수(-) 값을 포함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한 패턴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차분을 이용하

여 내생성을 통제하고 있는 ② House-fixed effect model과 ③ Time-varying 

unobservable model에서는 모든 계수들의 추정 값이 양수(+)로 전환되었으며, 

최근 성적에 대한 WTP(지불의사가격)가 과거 성적에 대한 WTP보다는 일반적

으로 더 큰 값을 갖고, 먼 과거로 갈수록 이에 대한 WTP는 작아지는 패턴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학교를 평가할 때, 최근 성적을 중요하

게 생각하지만 과거의 기록도 함께 고려한다는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다. 하지만 

먼 과거의 기록이 주택가격, 보다 나은 학교에 대한 WTP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기록보다는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특정한 한 해의 학교성적 

개선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개선된 성적이 오랜 기간 유지되

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누적된 평판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열의 결과를 보면, 서울대 진학률의 1%p 상승은 즉각적

으로 인근 지역 주택가격을 1.5% 정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p 상

승한 서울대 진학률이 10년 동안 유지되는 경우 10년 동안 주택가격을 14% 인상

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평판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시적인 성적 변동

과 영구적인 성적 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일시적인 성적 변

동으로 인한 영향을 과대 추정하고 장기간 누적된 좋은 성적에 따른 영향을 과소 

추정하게 된다. Panel B에서는 선행연구에서처럼 짧은 기간(3년) 평균치를 이용

하여 동일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6)열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대 진

학률이 1%p 개선되었을 때의 효과를 2.6%로 추정하여, 평판효과를 고려하였을 

때의 누적효과보다 추정 값이 80% 가량 감소하는 심각한 과소 추정의 문제가 발

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10) 

 

2. 주택가격 격차 요인 분해

<표 3>은 모형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나

머지 지역 주택가격 격차의 요인을 분해한 결과이다. 강남 3구는 서울시 나머지 

평판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시적인 성적 변동과 

영구적인 성적 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일시적인 

성적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과대 추정하고 

장기간 누적된 좋은 

성적에 따른 영향을 

과소 추정하게 된다.

10)   이러한 과소추정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Song(2019)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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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1.4%p 높은 서울대 진학률, 약 27%p 높은 40대 인

구 중 대졸자 이상 비율, 18개 더 많은 사설학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격차 요인 분해 결과를 보면 서울대 진학률의 차이, 40대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율, 사교육 환경의 차이가 강남 3구와 기타 지역 간의 주택가격 격

차의 약 50%(각각 29.4% 14.83%, 3.0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

구의 보다 많은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인하여 이 격차가 5% 가량 

축소되었으며, <표 3>에서 나열된 변수와 같은 교육, 주민구성의 차이로 인해 두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의 43.5% 정도가 설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서울지역 내 주택가격 격차 요인 분해

변수 지역 간 격차 계수

주택가격 격차

요인 분해 

(만원)

% 가격 격차

서울대

진학률(%)
1.42 12.541*** 10,633 29.40%

전국 학력

평가 성적
9.38 0.053** 297 0.82%

특목고

진학률(%)
0.62 0.062 23 0.06%

자사고

진학률(%)
4.30 0.061 156 0.43%

주민

학력수준(%)
26.57 0.338** 5,366 14.83%

사설

학원
17.87 0.103** 1,096 3.03%

학급당 

학생 수
2.36 -0.625*** 878 -2.43%

교사 1인당

학생 수
1.38 -1.233*** - 1,019 -2.82%

정규직

교원 비율(%)
-1.92 0.073 - 84 -0.23%

초등학교 

거리(km)
-0.12 -2.85** 191 0.53%

중고등학교 

거리(km)
0.01 -5.32** 47 -0.13%

평균주택가격

(80m2) (만원)
36,169 - 합계 15,735 43.5%

주: *** p < 0.01,  ** p < 0.05,   * p < 0.1 

출처: Song(2019)에서 발췌 및 재작성

주택가격 격차 요인 

분해 결과를 보면 

서울대 진학률의 차이, 

40대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율, 사교육 

환경의 차이가 

강남 3구와 

기타 지역 간의 

주택가격 격차의 

약 50%(각각 29.4% 

14.83%, 3.0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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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정책실험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의 학교가 다수 

위치해 있는 서초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만 

서울시 평균 이하의 

성적을 가지는 

동작·관악구를 같은 

학군으로 가상 설정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예측·평가해본다.

Ⅳ. 정책 시뮬레이션

앞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 대해 상당한 가치

를 부여하기 때문에, 학교 평준화(desegregation) 정책, 학생 배정시스템이나 학

군의 변경과 같은 교육정책의 변화는 그 지역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교육정책의 변화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시 내의 주택시장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도시 내의 지역 분화, 주택가격의 양극

화와 같은 문제들을 교육정책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으며 교육환경과 관련된 

정책은 도시를 계획(urban planning)하고 설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거환경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내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 도시 분화, 학교성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시행했던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 Baum-Snow 

and Lutz(2011)는 미국 도시들의 공립학교 평준화(desegregation) 정책이 인종

에 따른 거주지역 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Machin and Salvanes(2016)

는 199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의 학생 배정시스템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Boustan(2012)은 미국 대도시권 지역들 중에서 공립학교 평

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하여 해당 정책이 도시 내 

주택가격 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Ries and Somerville(2010)에서는 캐

나다 밴쿠버에서의 학군 조정이 주택가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는 도시 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실험으로 주택가격, 학교성적 격

차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군을 변경해보고 학군변경이 도시 내 양극화 해

소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예측해본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는 서초구, 강남구가 동일한 학군(강남 8학군)

을 구성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하여 서울대 진학률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책실험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의 학교가 다수 위

치해 있는 서초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만 서울시 평균 이하의 성적을 가지는 

동작·관악구를 같은 학군으로 가상 설정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예측·

평가해본다. 정책 시뮬레이션은 시간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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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군 변경 정책실험11)

(현행)

서초구

중구

영등포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성북구

강북구

금천구

서대문구

양천구
송파구

동대문구

도봉구

성동구

관악구

마포구

구로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광진구

동작구

종로구

용산구

(정책실험)

서초구

중구

영등포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성북구

강북구

금천구

서대문구

양천구
송파구

동대문구

도봉구

성동구

관악구

마포구

구로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광진구

동작구

종로구

용산구

출처: Song(2019)에서 발췌 및 재작성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학군 변경 직후 단기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두 번째 시나리

오는 학군 변경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장기의 상황을 예측하여 분석한다. 학군 

변경 직후,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의 거리, 학교 배정시스템으로 집과 매칭되는 

동일 학군 내 학교들은 즉각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학교성적과 학군 내 주민구

성은 단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변경된 학군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는 서초구, 

강남구가 동일한 

학군(강남 8학군)을 

구성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하여 서울대 

진학률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이는 학술적인 목적의 정책실험

으로 실제 학군 변경에는 추가

적인 다각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초구가 동작·관악

구와 동일 학군으로 묶이는 경

우 강남구로의 쏠림현상이 나타

날 수 있는데 강남구는 성동구나 

광진구 등과 동일 학군으로 묶임

으로써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

다. 현행은 학군의 경계가 구의 

경계와 일치하는데, 학군의 경계

를 구의 경계와 분리시켜 좀 더 

자유롭게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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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이전과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를 구성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새로운 학군 지역 내의 학교성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학교성적 변화는 학

교 주변의 주민구성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장기의 분석을 위해서는 장기적

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성적과 주민구성에 대한 지표를 예측하여 정

책 시뮬레이션에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새로운 학군 내의 학교성적과 주민

구성의 표준편차가 서울 시내 11개 학군 내의 평균 표준편차로 장기적으로 수렴

해간다는 가정을 하였다.12)

[그림 3]은 학군 변경에 대한 두 지역의 지불의사금액을 주택가격의 퍼센트로 

추정한 값으로 Epanechnikov Kern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왼쪽은 서초구의 

상황, 오른쪽은 동작·관악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선은 단기, 점선은 장기

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직관과 일치하게 서초구에서는 대부분 학군 변경에 대

한 지불의사가 음수(-)로 추정되었으며 동작·관악구에서는 반대로 양수(+)로 추정

되었다. 또한 단기보다는 학교성적과 주민구성의 변화까지 고려하는 장기에 두 지

역 간 지불의사금액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주택가격의 퍼센트로 계산한 학군 변경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단기  장기

.6

.4

.2

0
-8 -6 -4 -2 0 2

서초구 1.5

1

.5

0
-2 0 2 4

동작·관악구

출처: Song(2019)에서 발췌

새로운 학군 지역 내에서 

장기적으로 위와 같은 

학군 변경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의 

중간값은 주택가격의 

2.77%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간값이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 지역 내에서 학군 

변경을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로 가상의 

주민투표 실험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12)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ong(2019)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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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주택시장, 

학교 성적 양극화 해소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10년에 한 번 주기로 

3~4년 정도의 

예고기간을 설정한 다음, 

지역적인 격차가 큰 

곳을 중심으로 학군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도시 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표 4> 학군 변경에 대한 지불의사가격(Willingness to Pay)

구분
지불의사금액 

(주택가격의 %)

연간 지불의사금액

(만원) Obs.

지역 시간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

서울시 

전체

단기 0.18 0.24 5.78 1.05
183,504

장기 2.77 0.11 49.14 -71.09

동작· 

관악구

단기 0.42 0.61 9.35 16.28
112,458

장기 3.50 3.39 73.19 79.17

서초구
단기 -0.37 -0.52 -20.27 -23.10

71,046
장기 -5.24 -5.63 -261.24 -308.91

출처: Song(2019)에서 발췌 및 재작성

<표 4>는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주요 통계를 보여준다. 새로운 학군 지

역 내에서 장기적으로 위와 같은 학군 변경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의 중간

값(median)은 주택가격의 2.77%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간값이 양(+)의 값을 갖

는다는 것은 이 지역 내에서 학군 변경을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

다는 의미로 가상의 주민투표 실험(vote experiment)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금액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장기적으로 학군 변경에 대한 WTP의 평

균값은 -71.09만원으로 중간값인 49.14만원과 매우 큰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는 

학군 변경을 반대하는 지역(서초구)의 평균주택가격이 동작·관악구 평균 주택가

격보다 두 배 이상이 높아, 학군 변경을 반대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의 절댓값이 찬성하는 지역 사람들의 지불의사금액의 절댓값보다 훨씬 컸기 때

문이다. 즉, 학군 변경을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았지만, 이에 대

한 지역 내 지불의사금액의 총합은 양(+)의 값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택가격 측면에서는 서초구의 평균 주택가격이 6% 감소하고 동작·관악구의 평균 

주택가격이 3.5% 증가하여, 두 지역의 주택가격 중간값(mediam)의 격차가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실행할 것인지는 정치적인 의

사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 과정을 통해 도시 내 주택시장, 학

교 성적 양극화 해소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10년에 한 번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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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3~4년 정도의 예고기간을 설정한 다음, 지역적인 격차가 큰 곳을 중심으로 

학군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도시 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양질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

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학교성적의 개선은 그 지역의 주민구성을 변화시키고 이

는 그 지역의 주거 여건을 개선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13)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주택시장 패널데이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한 

단기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학교성적의 과거 기록으로부터 기인하는 평판효

과(reputation effect)가 존재함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처럼 과거의 기록을 고려

하지 않고 특정한 한 해의 시험성적이나, 2~3년 동안의 짧은 기간의 평균치를 통

계지표로 활용하여 보다 우수한 학교에 대한 사람들의 지불의사가격을 추정하는 

경우, 방법론에 따라 추정 값이 심각하게 과소 추정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선

행연구에서 학교성적의 일시적인 개선과 영구적인 개선을 구별하고 있지 않음으

로써 발생하는 비현실적인 모형 예측의 결과도 과거기록으로부터 발생하는 평판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태적 모형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주택가격의 지역적 

격차의 43% 정도가 교육과 주민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됨을 보였다. 또한, 학

교성적과 주택가격의 격차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군을 변경해보는 정책실험

을 통해 학군 변경을 통한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정책이 얼마만큼 효과적일 수 있

는지 예측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두 지역의 주택가격 중간값의 격차가 13%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도시 계획에 교육정책, 주택정책을 입안할 때 각각의 정책이 지역별 학교

성적, 학군의 영향력, 주민구성의 변화 등 교육환경 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사전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고교 서열화 폐지, 기회의 균등, 사회적 

약자 배려, 전인 교육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의도치 않게 학교성적의 지역적 편차를 심화시킬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양질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13)   이와 관련된 학교성적 개선의 

동태적 효과는 Song(2019)에서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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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특정 정책이 학교의 지역별 편차를 확대하고 학군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경우, 이에 따른 도시 분화로 인해 주택가격의 지역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

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의도와는 반대로 향후 더욱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교육 여

건을 조성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교육 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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