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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도시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추정방법?

가구가 도시에 거주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 도시에 대한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

≃도시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가구가 지불하는 비용?

높은 가격(집값, 생활비)

낮은 임금
➔도시의 높은 삶의 질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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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하와이 호놀룰루 VS 일리노이 샴페인

호놀룰루

높은 삶의 질: 천혜의 자연환경, 해변, 사계절 온화한 기후

높은 주택가격 및 낮은 임금

샴페인

낮은 삶의 질: 내륙, 겨울 폭설, 끝없는 옥수수밭, 부족한 상점･편의시설
낮은 주택가격 및 높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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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삶의 질 추정 선행연구

현시선호이론에 기반을 두고 도시의 삶의 질 추정한 선행연구

Rosen(1979), Roback(1982), Blomquist et al.(1988), Beeson and 
Eberts(1989), Gabriel and Rosenthal(2004)

Albouy(2008)는 개선된 모형을 통해 좀 더 현실에 부합한 미국 도시
들의 삶의 질 추정치 제시

비주거재화(non-housing goods), 비노동소득(non-labor income), 세금
(federal taxes)을 추가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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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lbouy(2008)의 개선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 162개 시군의 삶의
질 추정

헤도닉(hedonic) 기법에 기반하여 한국 도시의 어메니티에 대한 가구
의 지불용의 산출

Estimate the value of artificial and natural amenities

Use machine learning (lasso) to select relevant amenities among a 
large set of amenities

Oaxaca Decomposition to understand the rise in QOL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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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s

Estimate QOL across Korean cities using the recent methodology

이번송·김용현(2001) 1998년 한국 도시의 삶의 질 추정

Why South Korea?
▪Higher internal mobility than other developed countries

▪Administrative housing price data → more accurate QOL estimates

More in-depth analysis on interaction between QOL & amenities 

Use 56 natural and artificial amenities 
▪Albouy (2008) uses 10 amenities

Explain the rise in WTP for the “superstar city” using the amenities
▪Previous studies try to explain the rise using alternative explanations
(Glaeser and Tobio 2008, Gyourko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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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ceptual Framework



Spatial Equilibrium Model

효용함수: 𝑼(𝒙, 𝒚; 𝑸𝒋)

𝑥: 비주거재화; 𝑦: 주거재화

𝑄𝑗: 도시 j의 삶의 질

완전한 이동성 → 균형에서는 모든 도시에서 같은 효용

비용극소화문제: 𝒆 𝒑𝒙
𝒋
, 𝒑𝒚

𝒋
, ഥ𝒖, 𝑸𝒋 = 𝒘𝒋 + 𝑰 − 𝝉 𝒘𝒋 + 𝑰

𝑝𝑥
𝑗, 𝑝𝑦

𝑗 : 𝑥, 𝑦의 도시 j에서의 가격

𝑤𝑗: 도시 j에서의 임금; 𝐼: 사는 곳에 영향받지 않는 소득

𝜏 𝑤𝑗 + 𝐼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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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Equilibrium Model
𝒆 𝒑𝒙, 𝒑𝒚, ഥ𝒖, 𝑸

𝒋 = 𝒘𝒋 + 𝑰 − 𝝉 𝒘𝒋 + 𝑰

ด

𝜕𝑒

𝜕𝑝𝑥
𝑗

𝑥

𝑑𝑝𝑥
𝑗
+
ด

𝜕𝑒

𝜕𝑝𝑦
𝑗

𝑦

𝑑𝑝𝑦
𝑗
+

𝜕𝑒

𝜕𝑄𝑗
𝑑𝑄𝑗 = 1 − 𝜏′ 𝑑𝑤𝑗

𝑥

ഥ𝑚
𝑑𝑝𝑥

𝑗
+

𝑦

ഥ𝑚
𝑑𝑝𝑦

𝑗
+

𝜕𝑒

𝜕𝑄𝑗
𝑑𝑄𝑗

ഥ𝑚
= 1 − 𝜏′

𝑑𝑤𝑗

ഥ𝑚


𝑝𝑥
𝑗
=

𝑑𝑝𝑥
𝑗

𝑝𝑥
,

𝑝𝑦
𝑗
=

𝑑𝑝𝑦
𝑗

𝑝𝑦
, 𝑤𝑗 =

𝑑𝑤𝑗

ഥ𝑤
, 𝑄𝑗 = −(

𝜕𝑒

𝜕𝑄𝑗
⋅
𝑑𝑄𝑗

ഥ𝑚
)

➔
𝑸𝒋 = 𝒔𝒙

𝒑𝒙
𝒋 + 𝒔𝒚

𝒑𝒚
𝒋 − 𝟏 − 𝝉′ 𝒔𝒘

𝒘𝒋

도시 j에 살기 위해 소비지출을 몇% 포기해야 하는지
(전국평균인 도시에 살 때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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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재화 가격격차(𝒑𝒙
𝒋 )의 추정

비주거재화의 지역별 가격격차(

𝒑𝒙
𝒋
) 자료의 부재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CPI): 지역 간 지수의 단순비교 불가능
(서울 110 vs. 원주 120)

주택가격격차 (

𝒑𝒚
𝒋
) 를 통한 추정

37개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의 2015-2020년 within variation 사용

임차료물가지수가 10% 증가할 때 임차료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가
0.59% 증가


𝑝𝑥
𝑗
= 0.059


𝑝𝑦
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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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parameter) 설정

모든 지수는 소득가중치를 사용한 전국평균

𝒔𝒙 = 𝟎. 𝟓𝟓𝟏: 비주거재화 소비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계동향조사(2019)

▪(소비지출-실제주거비)/소득

𝒔𝒚 = 𝟎. 𝟏𝟔𝟎 : 주거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거실태조사(2019)

▪(매매가*대출이자)/소득 or (보증금*대출이자)/소득 or 월세/소득

𝒔𝒘 = 𝟎. 𝟕𝟗𝟑 :전체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임용빈,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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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parameter) 설정

𝝉′ = 𝟎. 𝟑𝟎𝟖: 평균한계세율

평균한계소득세율: 0.217

평균4대보험요율: 0.091
▪상용근로자 (근로자 요율): 0.045+0.035+0.0065

▪자영업자 (근로자 요율+사업자 요율): 0.09+0.07

▪나머지: 0

➔
𝑸𝒋 = 𝟎. 𝟏𝟗𝟑𝒑𝒋 − 𝟎. 𝟓𝟒𝟗𝒘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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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a and Empirical Strategy



도시의 정의

162개 도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6개)

기초자치단체 시·군(1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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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 Differentials (𝑤𝑗)

데이터: 지역별고용조사(2019년)

개인레벨 데이터(임금 및 개인의 특성)

25세-55세

추정방법

𝑙𝑛𝑤𝑖
𝑗 = 𝑋𝑖

𝑗𝛽 + 𝜇𝑗 + 𝑒𝑖

𝑙𝑛𝑤𝑖
𝑗: 로그임금

𝑋𝑖
𝑗: 성별고정효과 × 개인특성

𝜇𝑗: 도시고정효과
→로그임금가격격차 (전국평균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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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Differentials (𝑝𝑗)
데이터: 국토부 실거래가자료(2019년)

계약형태: 매매, 전세, 월세(보증금은 월세로 환산)

주택의 종류: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특성

추정방법

𝑙𝑛𝑝𝑖
𝑗 = 𝑌𝑖

𝑗𝛽 + 𝑣𝑗 + 𝑒𝑖

𝑙𝑛𝑝𝑖
𝑗: 로그주택가격

𝑌𝑖
𝑗: 주택의 종류 × 계약형태 × 주택특성

𝑣𝑗: 도시고정효과
→로그주택가격격차(전국평균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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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uality of Life Estimates



Wage Differ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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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Differ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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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가격격차·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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𝑸𝒋 = 𝟎. 𝟏𝟗𝟑 𝒑𝒋 − 𝟎. 𝟓𝟒𝟗𝒘𝒋



한국 주요 도시의 삶의 질

2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인구(만)  임금격차  가격격차  삶의질격차 

 서울특별시  972.9     0.049     0.860     0.139 

 경기도 성남 94.3     0.080     0.846     0.119 

 경기도 안양 56.7     0.018     0.629     0.111 

 경기도 부천 83.0    -0.002     0.335     0.066 

 경기도 안산 65.1    -0.013     0.105     0.027 

 경기도 고양 106.6     0.030     0.218     0.025 

 경기도 용인 106.0     0.040     0.211     0.019 

 대구광역시  243.8    -0.035    -0.054     0.009 

 부산광역시  341.4    -0.038    -0.064     0.008 

 경기도 남양주 70.2    -0.010    -0.001     0.005 

 인천광역시  295.7    -0.005    -0.026    -0.002 

 경기도 수원 119.4     0.091     0.228    -0.006 

 대전광역시  147.5    -0.004    -0.062    -0.010 

 광주광역시  145.6    -0.041    -0.229    -0.022 

 경상남도 창원 104.5    -0.045    -0.260    -0.025 

 경기도 화성 81.5     0.073    -0.060    -0.052 

 전라북도 전주 65.4    -0.019    -0.401    -0.067 

 경상남도 김해 54.2    -0.048    -0.568    -0.083 

 울산광역시  114.8     0.044    -0.309    -0.084 

 세종특별자치시  34.1     0.056    -0.292    -0.087 

 충청북도 청주 84.0     0.041    -0.349    -0.090 

 충청남도 천안 65.2     0.046    -0.339    -0.091 

 경기도 평택 51.3     0.046    -0.402    -0.102 

 경상북도 포항 50.7     0.016    -0.604    -0.125 

 

 



삶의 질 지수의 변화(2015~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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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성 분석) 전세가격에서 도출된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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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성 분석) 공무원을 제외한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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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삶의 질과 거주지 만족도

삶의 질 지수와 주관적인 거주환경 만족도의 관계?

지자체별 사회조사 (2019년)

경기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에 어느정도 만족? (5점 척도)

충청남도: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 (10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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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속성과 거주지 만족도: 경기도

주택가격과 거주지 만족도 삶의 질과 거주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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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속성과 거주지 만족도: 충청남도

주택가격과 거주지 만족도 삶의 질과 거주지 만족도

28



5 Quality of Life and Amenities



도시의 삶의 질과 어메니티와의 관계성

헤도닉 기법을 통한 어메니티(𝒁𝒌
𝒋

)의 가치(𝝅𝒌) 도출

𝑸𝒋 =𝒁𝒌
𝒋
𝝅𝒌 + 𝝐

𝒋

다중공선성, 누락변수편의, 역인과관계 등의 문제…

7 Core Amenities + Latitude (Albouy 2016)

(인공 어메니티) 도시 인구밀도, 대졸자 비율

(자연 어메니티) 해안선과의 거리, 경사도, 일조율, 더운여름(냉방도일), 추
운겨울(난방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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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Life and Core Amenities

31

Dependent Variable: QOL  (1) (2) (3) (4) (5) 

Population density (per 100sqm)  0.094***  0.061*** 0.052*** 0.042*** 

  (0.009)  (0.010) (0.011) (0.011) 

Share college degree  0.323***  0.248*** 0.238*** 0.225*** 

  (0.050)  (0.046) (0.043) (0.047) 

Distance to coast (10km)   -0.001 -0.001 -0.002 0.000 

   (0.002) (0.002) (0.002) (0.002) 

Slope (percent)   0.316** 0.302*** 0.327*** 0.407*** 

   (0.150) (0.114) (0.112) (0.102) 

Hot summer (CDD/1000)   1.768*** 0.730*** 0.784*** 0.761*** 

   (0.260) (0.211) (0.205) (0.199) 

Cold winter (HDD/1000)   -0.154*** -0.063* -0.053* -0.016 

   (0.048) (0.032) (0.031) (0.033) 

Sunshine (% possible)   0.111 0.264 0.064 0.365* 

   (0.388) (0.269) (0.271) (0.208) 

Latitude  0.005 0.076*** 0.029*** 0.034*** 0.019 

  (0.006) (0.015) (0.010) (0.010) (0.015) 

Constant  -0.353* -2.753*** -1.336*** -1.412*** -1.130** 

  (0.205) (0.354) (0.271) (0.266) (0.537) 

R2  0.80 0.75 0.85 0.86 0.90 

N  162 162 162 162 162 

Indicator for Metropolitan City     Y Y 

Region Fixed Effects      Y 
 



Detailed Artificial Amenities Selected by Author

다음의 실제 인공 어메니티를 추가적으로 고려함

교육: 중학교 2학년 수학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점수/100)

쇼핑: 승용차로 15분 이내 접근가능한 대규모점포 개수

의료: 승용차로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종합병원 개수

대중교통: 가장 가까운 공공의료시설까지의 승용차 접근시간과 대중교통
접근시간의 (로그)차이

문화: 도시 내 미술관 및 박물관 총 검색 수/도시 인구

안전: 강력범죄율(인구 100명 당)

환경: PM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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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Life and Detailed Artificial Amenities

33

Dependent Variable: Quality of Life (1) (2) (3) (4) (5) 

8th graders' math scores/100 0.170 0.207** 0.149* 0.149* 0.060 

 (0.107) (0.094) (0.084) (0.084) (0.076) 

N of large stores within 15-min drive 0.011* 0.006 0.000 -0.001 0.003 

 (0.006) (0.004) (0.004) (0.005) (0.004) 

N of hospitals within 15-min drive 0.006 0.005 0.006 0.005 0.007 

 (0.009) (0.006) (0.005) (0.005) (0.005) 

Effici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0.041** 0.018 0.031** 0.034** 0.004 

 (0.016) (0.013) (0.014) (0.015) (0.016) 

Museum search volume/population 0.071** 0.063** 0.046** 0.045** 0.024*** 

 (0.029) (0.027) (0.019) (0.019) (0.007) 

Violent crime rate (per 100) -0.027 -0.001 -0.003 0.000 -0.010 

 (0.027) (0.021) (0.019) (0.019) (0.018) 

Particulate matter (PM) 2.5 0.000 0.000 -0.001 -0.001 -0.001 

 (0.003) (0.002) (0.002) (0.002) (0.002) 

Constant -1.282*** -2.181*** -1.272*** -1.278*** -1.201** 

 (0.332) (0.334) (0.282) (0.286) (0.555) 

R2 0.73 0.84 0.88 0.88 0.91 

N 162 162 162 162 162 

Controls Latitude Y Y Y Y Y 

Controls Natural Amenities   Y Y Y Y 

Controls Density and Share BA   Y Y Y 

Indicator for Metropolitan City    Y Y 

Region Fixed Effects     Y 
 



Using Lasso for Amenity Selection

머신러닝 기법 중 Lasso를 사용하여 중요한 어메니티 선택

총 56개의 인공 및 자연어메니티 변수

수많은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Lasso 를 통한 variable selection이 가능

다중공선성 문제 완화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용이하게 함

Use “rigorous” lasso (Chernozhukov, Hansen, and Spindler 2016)

Theory-based lasso to select relevant variables

Post-OLS using the select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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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ities Included in Lasso Analysis
인공 어메니티

대리변수: 인구밀도, 대졸자 비율

교통: 대중교통효율(공공의료시설), 도로포장율, 주차장서비스권역내인구비율, 접근가능 버스터미널(30분), 접근가능 철
도역(30분), 접근가능 공항(60분)

교육: 국어성취도, 영어성취도, 수학성취도, 접근가능 고등학교(15분), 접근가능 중학교(15분), 접근가능 초등학교(15분)

자연: 녹지율, 생활공원 서비스권역 내인구비율, 인구천명당 도시공원면적

환경: 당대기오염물질배출량, PM2.5, PM10

안전: 소방서접근성, 살인/인구, 강도/인구, 절도/인구, 폭력/인구, 강력범죄/인구, 안전센터1개당담당주민수

의료: 병원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내인구비율,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인구 천명당의료
기관병상수, 종합병원 총사업체수/인구, 접근가능 공공의료시설(15분), 접근가능 병·의원(15분), 접근가능 종합병원(15분)

문화: 공연문화시설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미술관 및 박물관 총 검색 수/인구

쇼핑: 음식점및주점업총사업체수/인구,대형마트총사업체수/인구, 백화점총사업체수/인구, 승용차접근가능시설15대규모
점포, 승용차접근가능시설15전통시장

편의: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도서관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권역내 노인인구비율

자연 어메니티

해안선거리, 하천거리, 험상, 고도, 경사도, 냉방도일, 난방도일, 일조율, 평균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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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Life Amenities Selected by L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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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Core Amenities                          All 56 Amenities             

Dependent Variable: Quality of Life  (1) (2) (3) (4) (5) (6) 

Population density (per 100sqm)  0.063*** 0.058*** 0.041*** 0.079*** 0.063*** 0.048*** 

  (0.010) (0.010) (0.011) (0.011) (0.011) (0.011) 

Share college degree  0.238*** 0.226*** 0.223*** 0.135** 0.184*** 0.235*** 

  (0.046) (0.044) (0.046) (0.055) (0.052) (0.047) 

8th graders' math scores/100     0.142**   

     (0.069)   

N of hospitals within 15-min drive     0.003  0.006* 

     (0.004)  (0.003) 

Effici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0.034** 0.026*  

     (0.016) (0.014)  

Slope (percent)    0.358***    

    (0.096)    

Hot summer (CDD/1000)  0.498*** 0.483*** 0.707*** 0.304 0.405** 0.428** 

  (0.186) (0.169) (0.164) (0.210) (0.176) (0.177) 

Cold winter (HDD/1000)  -0.103*** -0.091*** -0.036  -0.070**  

  (0.028) (0.027) (0.024)  (0.029)  

Latitude  0.039*** 0.038*** 0.025 0.012* 0.031*** 0.001 

  (0.009) (0.009) (0.016) (0.006) (0.010) (0.011) 

R2  0.83 0.84 0.89 0.84 0.84 0.88 

N  162 162 162 162 162 162 

N of amenities used for lasso  7 7 7 56 56 56 

Indicator for Metropolitan City   Y Y  Y Y 

Region Fixed Effects    Y   Y 
 



Decomposing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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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플리 분해(Shapley Decomposition)를 통한 𝑹𝟐 분해

(𝑍𝑘 포함 𝑅2- 𝑍𝑘 미포함 𝑅2)의 가중평균

  (1) (2) 

Population density (per 100sqm)  0.283 0.245 

Share college degree  0.222 0.153 

8th graders' math scores/100   0.059 

N of hospitals within 15-min drive   0.071 

Effici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0.108 

Hot summer (CDD/1000)  0.167 0.113 

Cold winter (HDD/1000)  0.040  

Latitude  0.122 0.088 

     

R2  0.832 0.837 
 



What Can Explain the Rise in WTP for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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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rise in WTP for Seoul (“Superstar City”)
𝑄𝑆𝑒𝑜𝑢𝑙 in 2015: 0.101 
𝑄𝑆𝑒𝑜𝑢𝑙 in 2019: 0.139

Decompose the rise in WTP using Kitagawa-Blinder-Oaxaca 
decomposition

Increase in the level of amenities?

Increase in the value of amenities?
Other factors (just love Seoul...)



Oaxaca Decomposi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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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9  2015 2019    

 X X ΔX β β Δβ ΔX β  X Δβ 

 (1) (2) (3) (4) (5) (6) (7) (8) 

Panel A: Seoul (ΔQ=.037)         

 Population Density 1.65 1.61 -0.05 0.05 0.08 0.03 -0.002 0.045 

 Share college degree 0.48 0.53 0.04 0.06 0.16 0.10 0.002 0.049 

 8th graders' math scores* 0.72 0.72 0.00 0.13 0.13 0.00 0.000 0.000 

 N of hospitals within 15-min drive 3.91 3.84 -0.07 -0.00 0.00 0.01 0.000 0.025 

 Effici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0.63 -0.63 0.00 0.05 0.03 -0.01 0.000 0.008 

 Hot summer 0.18 0.18 0.00 0.61 0.29 -0.32 0.000 -0.059 

Total Change Explained       0.000 0.069 

         

Panel B: QOL-increased cities (ΔQ=.016)         

 Population Density 0.46 0.45 -0.01 0.05 0.08 0.03 -0.000 0.013 

 Share college degree 0.35 0.39 0.04 0.06 0.16 0.10 0.002 0.036 

 8th graders' math scores* 0.68 0.68 -0.00 0.13 0.13 0.00 -0.000 0.000 

 N of hospitals within 15-min drive 2.51 2.62 0.11 -0.00 0.00 0.01 -0.000 0.016 

 Effici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0.88 -0.88 0.00 0.05 0.03 -0.01 0.000 0.011 

 Hot summer 0.15 0.14 -0.00 0.61 0.29 -0.32 -0.000 -0.047 

Total Change Explained       0.002 0.029 

         
 



Summary of Decomposi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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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𝚫𝑄 = 3.7%p

level of amenities: 0.0%p

value of amenities: 6.9%p

other factors: -3.2%p

QOL-increased Cities: 𝚫𝑄 = 1.6%p

level of amenities: 0.2%p

value of amenities: 2.9%p

other factors: -1.5%p

➔ Households are valuing amenities more..?



6 Conclusion



Summary

도시경제학 모형을 통한 한국 도시의 삶의 질 추정

도시의 삶의 질과 어메니티와의 관계성 도출

삶의 질이 높은 도시는 대체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경사도가 높고, 날씨가 따뜻하며

▪학군이 좋고, 종합병원이 가까우며, 대중교통이 효율적이고, 문화시설의 질이
높음

자연어메니티 보다는 인공어메니티가 삶의 질의 격차를 더 잘 설명

서울의 삶의 질 증가는 어메니티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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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

전체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지방균형발전 목표달성 방법?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
→ 보다 많은 시민이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이 낮은 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 재정투자
→ 삶의 질을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어메니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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