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재생학회지
JOURNAL OF KOREA URBAN REGENERATION ASSOCIATION

도 시 재 생
URBAN REGENERATION

한국도시재생학회

THE JOURNAL OF
KOREA URBAN REGENERATION ASSOCIATION
Volume 3 Number 2

A Study on the Typology of Urban Regener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 5
A Comparative Study on the Urban Regeneration Utilizing Idle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Port City: The Case of Kaohsiung Pier 2
Art Center and Incheon Art Platform ‖ 25
Residents' Survey: Social Relations and Urban Regeneration ‖ 53
A Study on the Factors of Determinant of Housing Affordability for
Young Generation Rental Householder among the Newly Married
Couples ‖ 73
Characteristic Analysis of Housing Finance Policy for Rental Household:
Focus on Low-interest Loans ‖ 101

Editorial Office ‖ 119

Dec. 2017.
KOREA URBAN REGENERATION ASSOCIATION

도시재생
제3권 제2호

▸ 장소의 성격에 따른 도시재생방법 유형화에 관한 기초연구(장재훈･김상겸) ‖ 5
▸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항만도시 재생의 국제 비교: 타이완의 카오슝 보얼 예
술특구와 한국의 인천 아트플랫폼을 사례로(윤희철･정봉현) ‖ 25
▸ 정비사업 주민의식조사 연구: 사회적 관계와 도시재생(박순신･박순열) ‖ 53
▸ 청년층 신혼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영향요인 분석(이호연･이명훈) ‖ 73
▸ 임차가구의 주택금융정책 선호특성 분석: 저금리대출정책을 중심으로(김준수･
이명훈) ‖ 101

▸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편집실) ‖ 119

2017. 12.
한 국 도 시 재 생 학 회

도시재생 3권 2호(2017. 12)

5

논 문

장소의 성격에 따른 도시재생방법 유형화에 관한
기초연구
A Study on the Typology of Urban Regener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1)2)

․

장재훈a) 김상겸b)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urban regeneration methods in some domestic cities
and towns, and commenced from the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an urban regeneration strategy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This
study analyze advanced examples and systems related to domestic foreign urban
regeneration, and this study was able to define place as several typ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deducing results related to the significance of an urban
regeneration plan in consideration of the aforementioned.
This study suggests a sustainable methods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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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재생이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에 맞는 재생방법을 처방하여
도시라는 유기체를 경제 문화적으로 재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의 경우
문화적인 재생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와 단순한 물리적 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 선진사례
의 문제점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유형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민학기(2014), 유현지(2014),
김병준(2012), 오덕성(2008) 등의 학위연구가 있으며, 양도식(2007)의 보고서와 이주형 서
의권 임종현(2009)의 학술지 연구 등이 있다. 선행 연구들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주로
재생방법이나 재생주체에 대해 유형화하거나 혹은 도시재생사업의 유형별 성공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 도시재생법의 적용과 함께 각 지자체들은 도시재생본부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체계화된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수립과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및 선진사례의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방법의 유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장소의 특징에
따른 유형별 도시재생방법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연구는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국내 외 도시재생관련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장소의
성격으로 구분한 5가지 재생유형(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산업 공업지역, 수변지역, 역사
보전지역)의 국내 외 선진사례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및 흐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과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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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내 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장소의 특징별 유형과 재생 목표별 유형, 그리고
사업주체별 유형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구분하여 도시재생의 일반적인 유형들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1950년대 이후 국내 외 도시재생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도시재생관련 주요 제도와
흐름들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장소의 성격에 따른 국내 외 도시재생 선진사례의 조성전략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그 내용을 통해 향후 국내 도시재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Ⅱ. 도시재생지역의 일반적 유형과 국내 ‧ 외 관련제도
1. 도시재생지역의 일반적 유형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세계 여러 도시들은 전후복구를 위해 도시재건사업을 시작하
였다. 재건사업이 한창이던 1950년대, 대도시의 무분별한 교외화 현상으로 인해 도심부
쇠퇴현상과 사회적 일탈현상, 실업률 증가 등 점차 도시에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1970～80년대 진행된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더욱
가중되어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의 경제적 부흥이나 쇠락한 구
시가지를 회복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도시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1990년대에는 교외지역 개발 등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이란, 기존 도시정비사업이 거주환경개선과 그
결과만을 주목하여 발생하게 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보전과
함께 도시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재생을 시도하여 도시 쇠락지역의 활성화를 도모
하는 계획, 사업 등을 의미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류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유현지, 민학기, 김병준, 오덕성 등의 연구가 있다.
유현지(2014)의 연구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경제기반형, 문화기반형, 주민참여형
등 사업방법에 따라 3가지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민학기(2014)는 주거지역 재생형, 중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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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역 재생형, 기초생활확충 재생형, 지역역량강화 등 재생장소와 목표르 중심으로 4가지
로 유형화하고 있다. 또한, 김병준(2012)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성장관리형 도시재생,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생산 복지형 도시재생 등 재생목표에 따라 4가지 유형으
로 도시재생사업을 분류하고 있으며, 오덕성(2008)은 자원절감형, 창조도시조성형, 성장관
리형, 산업기반재생형, 탄소절감형 등의 5가지로 도시재생사업을 유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재생방법과 재생목표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장소에 따른 도시재생방법을 유형화하는 기초연구로서
장소의 특징, 재생 목표, 사업주체 등 크게 3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방법에 대해 접근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도시재생사업의 일반적 유형
구분

장소의 특징별 유형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내용

비고

주거지역 재생형
중심상업지역 재생형

장소가 가진 특징에 따라 구분되며,
각 장소가 가진 고유한 성격과 경

산업 공업지역 재생형

쟁력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수변지역 재생형

재생 방법과 목표 등을 설정해야

역사보전지역 재생형

함.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생 목표별 유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보통 두 가지 이상의 목표를 함께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세워 진행하며, 상승효과 발생.

역사문화자원 활용사업

사업주체별 유형

공공주도형 사업
민간주도형 사업
민 관 협력형 사업

2000년 이전에는 공공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었으나 현재는 민 관
협력을 통한 상호보완적 사업진행
방식을 선호.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에 있어 본 연구는 장소의 특징별 유형, 재생 목표별 유형, 사업주체
별 유형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장소의 특징별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은 주거지역 재생형, 중심상업지역 재생형, 산업 공
업지역 재생형, 수변지역 재생형, 역사보전지역 재생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지역민들의 거주를 목적으로 조성된 장소이며,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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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로 역세권, 업무지역도 이에 포함된다. 산업 공업지역은 과거 2차 산업(공업화 사회)시
대 지역 경제생활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 대부분 유휴지로 남아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내포한 역사문화지역과 수변공간과 인접하고 있는 수변지역 등이 있다.
장소의 특징별 도시재생사업은 장소가 가진 고유한 성질과 장소의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재생 방법과 목표의 설정 등을 선행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재생 목표별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역사문화자원 활용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낙후된 지역에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주민들의 커뮤니티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전략을 제시하는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재생 목표별 도시재생사
업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목표를 함께 설정하여 진행하게 된다.
사업주체별 도시재생사업을 구분하면 공공주도형 사업, 민간주도형 사업, 민 관 협력형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은 점차
변화되어 오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공공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었던 지자체와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상황으로 직접적인 투자에 의한 사업 참여의 한계와 재생적 측면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식이 민 관 협력을
통한 상호보완적 사업 진행방식이다.
2. 국내 외 도시재생관련 제도

국내 외 도시재생관련 제도의 흐름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후(戰後)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쇠퇴, 파괴된 도시의 재건과 재생을 위해 도시관련
제도와 정책 등이 수립되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도시재생관련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반해 국내 관련제도는 비교적 역사가 짧다.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함께 시작된 자력적인 근대화로 선진국의 법 제
도를 기반으로 한 건축, 도시 관련제도가 마련된 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 등으로 인해 경제, 문화, 산업 등 도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대통령령으로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내 외
도시에서 나타난 연대별 주요흐름과 사건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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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외 도시의 연대별 주요흐름과 사건

미국 도시개발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주택건설은 주로
교외지를 중심으로 건설되어 자연스럽게 직주분리(職住分離)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고속도로의 건설이 도시의 기능과 산업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반대로
도심공동화 현상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1980년대 ‘도시성장관리정책(smart growth)’이
보편화된 후 균형적 성장을 지향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 주민들 간의 지역커뮤니티를
중시하는 뉴 어바니즘(new urbanism)이론이 나타났다.
영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경제 불황 및 쇠퇴현상이 극에 달하였는데,
이에 1980년대부터 도시개발공사 등 도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적극적
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주택도시재생법이 제정되고, 2009년 보수 자유당 연합
정원이 출범하면서 도시재생과 저렴한 주택공급의 연계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이후 영국은 경제성장과 로컬리즘(localism)을 강조하는 방향의 도시재생정책을
진행 중이다.
독일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복구 및 주택부족문제의 해결이 정부의 화두로 부상하
였다. 1987년 건설법전이 제정되어 이때까지 도시계획기본법으로서의 연방건설법과 재개
발사업에 관한 특별법인 도시건설촉진법이 포괄적인 도시계획법인 건설법전으로 통합되었
으며, 그 후 2000년대 들어 도시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는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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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서 도시의 개조, 사회도시, 역사적 시가지재생 등을 통해 독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의 주요 제도를 통해 도시재생과 관련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지만,
슬럼지역에서 시작된 개량의 역사적 흐름은 없다. 1970～8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과밀 노후화된 주택 및 생활환경의 개선요구가 나타났는데, 특히 목조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나 지진 화재 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역은 거의 방치되어 수복(收復)형
재생이 요구되었다. 1990년대 장기불황과 고베대지진으로 인해 기존 주거환경개선형 마치
즈쿠리(
)1) 지구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마치즈쿠리 방법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2001년 도시재생본부를 발족하여,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
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을 국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이광국 외, 2013).
국내 건축, 도시관련 제도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1971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조항에 재개발사업 시행조항을
개정 삽입하여 재개발의 근거를 위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으며, 1989년 ‘도시 저소득층
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등의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제정되었으며, 2013년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提高)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 시행되었다(임명순, 2013). 이와 함께 도시재생본부의 신설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
를 개소하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계획, 연구 등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국내 도시재생법을 면밀히 살펴보면 장소의 특징과 성격에 따른 도시재생방법의 세칙(細
則)이나 규제사항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역시 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관련 제도의 치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최근에는 마치즈쿠리(
)사업을 마치소다테( 育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단체와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마치소다테는 주민, 행정, NPO의 협력으로 지역자원의 발견과 유효자원
의 활용 등 창조적이고 커뮤니티의 힘을 확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김흥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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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외 연대별 도시재생관련 주요제도
국가

연대
1970년대
1980년대

주요제도

비고

뉴올리언스 BID설립
보스턴 성장관리계획 수립
버몬드 성장관리법 수립

미국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아와니 선언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BID지구 지정

1970년대

내부 시가지 정비법 수립

1980년대

지방정부 계획 및 토지법 수립

영국

BID도입
200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법 수립
주택도시재생법 수립

1990년대

역사적 시가지 재생프로그램 시행
사회도시프로그램 시행
동 서독 도시개조 프로그램 시행

독일
2000년대 이후

국가차원의 도시발전정책 수립
활력 있는 중심시가지 조성계획 시행
역사적 시가지 재생프로그램 시행

1970년대

마치즈쿠리 프로젝트 시행
주거환경정비모델 제시

1980년대

도시재개발법 수립

1990년대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시행

일본

2000년대 이후
한국

2000년대 이후

도시재생본부 발족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수립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

Ⅲ. 장소의 유형별 도시재생 사례분석
1. 사례선정기준

장소의 유형별 도시재생 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장소가 가진 특징과 정체성 등 지역경쟁력을 고려하였는가? 둘째, 지속가능한 재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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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수립하였는가? 셋째, 관광객뿐 아니라 원주민 상호간의 커뮤니티를 고려하였는가?
넷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이 있는가? 이와 같은 사례선정기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국내 외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선정하였다.
표 3. 장소의 유형별 도시재생 사례선정
구분

재생사례
아일랜드 더블린 발리문

시사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커뮤니티를 형성하
고, 지역 환경을 보호.

주거지역
영국 런던 이스트엔드

일본 효고현 토요나카

거주환경개선과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 예술시설 도입.
교통환경개선 및 주민커뮤니티시설, 주
민참여 프로그램 도입.

중심상업지역
미국 뉴욕 소호

일본 요코하마(아카렌가 창고)
산업 공업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세계 예술, 상업시
설 선도지역으로 변모.
문화예술 프로그램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국 청주(연초제조창)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도입.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유휴시설들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문화공간 조성.

수변지역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역사보전지역

중국 상하이 루완구 신천지지구

도시브랜딩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수
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전 활용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2. 주거지역

주거지역의 재생방법은 경제적인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거주민들의 주거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재생이 진행되어야 한다.
아일랜드 더블린의 사례를 보면, 초기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부실한
개발과 제도정책 및 복합적 전략들의 부작용으로 상업시설의 부재,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물리적인 개선과
함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역사 문화요소의 보전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
생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민 스스로가 앞장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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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여 현재는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도시로 성장하였다.
런던 이스트엔드 지역2)은 유대인 거주 지역으로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빈민구제정책을
필요로 했던 빈민촌이자 문화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었다. 1980년 재개발 정책과 함께
저렴한 주택들이 난입하여, 거주환경은 개선되었지만 지역이 가진 고유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스트엔드 지역의 재생을 위해 예술가들은 방치된 유휴산업시설들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진행하였고, 문화 예술시설의 도입으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런던 내 최신 유행공간으로 변모하였다.

그림

2.

아일랜드 더블린 발리문 도시재생계획
*자료 : omparchitects.com

선진사례들의 주거지역의 재생방식은 일부 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장소의 문화예술
시설 도입을 제외하고는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나 물리적
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중심상업지역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중심상업지역의 재생은 경제적인 재생을 가장 큰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재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생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2) 런던 이스트엔드 지역은 사실 별도의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장소로, 위치는 템즈강(Thames)
북쪽에 자리하고 있음.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의 현장으로 유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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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효고현 토요나카 사례를 보면 도시조직의 노후화와 불규칙한 도로형태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기존 토요나카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던 중심상업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토요나카에서는 도로 및 광장정
비 등 교통환경의 개선과 함께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지역경
제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토요나카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공예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차량통행 통제 등 상점가를 트랜짓 쇼핑몰로 변화시켜 상업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의 우수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뉴욕 소호거리는 19C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대공황 당시 쇠퇴해지기 시작하면서 빈
창고들만 남게 되었다.

그림

3.

뉴욕 소호거리 지도

이러한 현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와넓은 공간을 얻을 수 있어 빠른 시간에 예술가의
거리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예술가들이 입주하면서 유휴(遊休)산업시설들이 리모델링되
고, 예술이 특화된 거리로 변화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화랑뿐 아니라, 골동품, 민예품, 도자기
등 다양한 수공예 예술품들을 판매하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다.
소호는 현재 다채로운 상점들이 모여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변화하였으며, 예술가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쇼핑뿐 아니라, 문화예술도 함께 향유(享有)할 수 있는 뉴욕의 특별한
장소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재생이 이루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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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재생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도로개선,
휴게시설도입 등 기반시설의 개선 확충, 특산품 판매와 같은 경쟁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4. 산업 공업지역

산업 공업지역은 과거 국가경제를 위한 산업기반이었지만, 현재는 산업의 변화로 대부분
유휴시설로 방치되어 있다.
산업 공업지역 재생은 대표적으로 일본 요코하마 아카렌가(
) 창고 재생 프로
젝트를 들 수 있다. 아카렌가 창고는 과거 일본 명치시대(明治時代, 1868～1912) 말에 준
공된 일본 최대급 조적조 건물이다.

그림

4.

요코하마 아카렌가 창고의 평면도
*자료 : www.jsndi.jp

1945년 이후 미군의 항만사령부로 사용되다가 1989년 완전 폐기된 후 1992년까지 방치
되어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였지만, 2000～2002년까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새롭게 개장하여 다양한 이벤트 공간을 갖춘 다목적 문화시설로 변모하였
다. 현재는 다양한 강연회나 학술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카렌가는 창고라는 목적성이 사라진 공간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목적성을 부여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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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요코하마 아카렌가 창고의 과거(좌)와 현재(우)

국내에도 유휴산업시설을 재생한 대표적 사례가 있다. 청주시 내덕동에 위치한 KT&G
연초제조창 건물인데, 이는 과거 지역경제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장소였지만 2004년
완전 폐쇄되어 지역의 흉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 후, 연면적 약 12만㎡의 초대형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전시관, 수장고, 교육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삽입하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상설전시관으로 개관하는 등 물리 환경개선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개선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
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청주시의 연초제조창 부분철거에 대한 의견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산업 공업지역의 재생은 방치되어 있는 지역의 유휴시설을 재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유휴산업시설들의 특징인 대공간
에 많은 프로그램을 삽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수변지역

수변지역은 항만, 운하, 호수 등에 접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역의 중심지였던
항만, 운하 등의 기능이 쇠퇴한 곳이 발생하고 있다.
하펜시티를 보면 18C 중엽 무역의 번영기초가 되어 북유럽 제1무역항으로 발전하였으나
1824년 화재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항구도시로서의 기능이 쇠퇴하였다. 이로 인해
유휴지가 발생하고 슬럼화가 가속되어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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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함부르크 하펜시티의 도시계획
*자료 : www.hafencity.com

하펜시티의 재생을 위해 보행공간과 자전거부지용 환경의 확보 및 상가시설, 공공용지
등을 계획하고, 신 구 건축물의 조화를 위해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구역별 주요 문화공
간을 조성하여 사회 문화적인 개선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특별계획
구역지정으로 정부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 관이 협력하여 홍수방재 시스템
구축 및 공공과 민간의 공간 연결로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다.

사진

2.

함부르크 하펜시티의 과거(좌)와 현재(우)

오사카 도톤보리의 수변공간은 하천제방이 옹벽으로 만들어져 하천접근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장소였다. 이를 친수성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목표로 1990년 오사카에서는 하천 위원회
가 수변정비를 제안하였고, 물의 도시 오사카를 재창조하는 20년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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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오사카에서는 수변공간 전체를 “물의 도시 오사카”라는 브랜드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
였으며, ‘물의 회랑’이라는 도톤보리를 비롯해 수변부를 운항하는 다양한 코스의 크루즈
및 수상버스, 수변테라스 등 수변을 매개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수변공간의 재생방법을 살펴보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조성, 수상버스, 수변테라스 등
장소가 가진 ‘수변(水邊)’이라는 강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 역사보전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활용은 단순히 문화라는 의미를 넘어 사회 경제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상하이 루완구 신천지지구 사례를 보면 1920～1930년대 조성된 석고문(石庫門里弄)
건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낙후된 주거환경과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등 열악한 물리적
환경문제들이 나타났다. 원주민 대부분이 빈민층이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
며, 이로 인해 석고문 건축이 방치되거나 유실되어 도심재개발로 철거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림

6.

상하이 루완구 신천지지구의 광장 전체배치도

*자료 : 罗小未 主編, 上海新天地-旧区改造的建筑历史,东南大学出版社, 2004. 10, p.78

그 후 민간기업의 대대적인 투자와 루완구의 협조를 통한 지역근대역사문화유산인
석고문 주거의 보전을 포함한 개발계획이 시행되었는데, 민 관 공의 상호협조를 통한 문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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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역사문화자원 활용 및 보전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였다. 기존 박물관식 보존방식과는 다르게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보전방식을
시행하였으며, 현대 건축물과 근대문화유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역사보전지역은 지역의 역사를 가진 중요한 장소로 현대 건축물과의 조화를 통해 지역경
쟁력 강화와 정체성을 내세워 관광객의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역사문화시설은 앞서 언급한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산업 공업지역, 수변지역과 함께
재생하여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6. 소 결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별로 구분하여 나열하면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산업 공업지역, 수변지역, 역사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 외
유형별 도시재생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몇 가지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국내 외 도시재생사례별 재생전략
유형

도시재생전략

도시

주거지역 재생사례

중심상업지역 재생사례

산업 공업지역 재생사례

수변지역 재생사례
역사보전지역 재생사례

A

B

아일랜드 더블린

●

●

런던 이스트엔드

●

효고현 토요나카

●

뉴욕 소호

●

●

요코하마 아카렌가 창고

●

●

●

●

청주 연초제조창

●

●

●

●

함부르크 하펜시티

●

●

●

●

●

오사카 도톤보리

●

●

●

●

●

상하이 루완구 신천지

●

●

A :

환경개선사업 시행,

D :

지역경제 활성화,

G :

도시의 역사 문화요소의 보전

B :

E :

주민참여 프로그램,

도시의 기능적 재생,

C :

F :

C

E

F

G

●
●

●

문화예술 프로그램 도입

도시 브랜딩

D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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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거지역의 재생방식은 일부 상업지역을 포함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물리적 환경개
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중심상업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개선 및 확충, 부분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도입, 특산품 판매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방치되어 있는 지역 유휴시설의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시설
의 특징인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대부분 문화예술공간, 박물관, 전시관, 판매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수변지역의 재생전략은 ‘수변(水邊)’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의 조성, 수변테라스 조성,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역사보전지역의 재생전략은 신 구 건축물의 조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
고, 지역정체성을 내세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다른 재생유형과 함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장소의 성격에 따른 도시재생방법의 유형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국내 외
도시재생관련 제도의 흐름과 도시재생 선진사례의 분석을 통해 국내 일부 도시재생사업들
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내 외 도시재생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후복구사업의 일환으
로 쇠퇴, 파괴된 도시의 재건과 재생을 위해 관련제도와 정책 등이 수립되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도가 일부 변경되거나 수정되는 등 자연스럽게 도시재생관련 제도로 정착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슬럼지역에서 시작된
개량의 역사적 흐름은 없으며, 1970～8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과밀 노후화된 주택
및 생활환경의 개선요구가 관련제도를 만든 촉매 역할을 하고, 이 제도가 국가 주요정책으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내의 상황을 보면, 지난 2013년 도시재생법이 제정 시행되
었지만, 선진국과 같은 제도상의 치밀함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역시 단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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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맡기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어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보면,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소의 특징별, 재생 목표별, 사업주체별 등 3가지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장소의 특징별 유형은 다시 조성 목적과 성격 등에 등에 따라
주거지역 재생형, 중심상업지역 재생형, 산업 공업지역 재생형, 수변지역 재생형, 역사보전
지역 재생형의 5가지로 세분화 하였다.
주거지역 재생사례인 아일랜드 더블린과 런던 이스트엔드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벽화조성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중심상업지역 재생사례인 효고현 토요나카와 뉴욕 소호를 보면, 중심상업지역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이
선행되었다. 특히, 문화예술프로그램이나 특산품 판매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산업 공업지역 재생사례인 요코하마 아카렌가 창고와 청주 연초제조창은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박물관과 전시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수변지역 재생사례들은 수공간이라는 경쟁력을 내세워 다양한 재생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사보전지역인 상하이 루완구의 신천지 역시 역사문화자
원의 보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장소별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장소가 가진 각기 다른 특징과
지역경쟁력을 조사 분석한 도시재생방법과 전략 등의 수립은 쇠퇴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재생대안을 위해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소의 성격에 따른 도시재생방법의 유형화를 위한 기초연구라는 의의가
있지만, 기초연구로 진행된 만큼 선진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의 다양성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도시재생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와 고찰 등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있어서는 국내 도시재생사례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조사 분석과
구체적인 지역 및 장소 등에 대한 고찰, 사례에 대한 다양한 표본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장소가 가진 특징과 지역경쟁력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도시재생 방법이 제시되길 바라며,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들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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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항만도시 재생의 국제 비교
: 타이완의 카오슝 보얼 예술특구와 한국의 인천
아트플랫폼을 사례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Urban Regeneration Utilizing Idle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Port City:
: The Case of Kaohsiung Pier 2 Art Center and Incheon Art Platform
3)4)

․

윤희철a) 정봉현b)

Abstract

The port cities of Kaohsiung and Incheon have changed from a small modern
port to a large port city. Historical changes have caused urban problems such as
the decline of commercial port area and the increase of idle industrial faciliti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an important example of urban regeneration,
which has been rebuilt as a space for new cultural arts by utilizing the warehouses
that were idle industrial facilities or modern archite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to develop the
urban revital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harbor area where the idle industrial
facilities are deteriorat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cultural resources with the
example of Kaohsiung Pier 2 Art Center and Incheon Art Platform.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physical, socioeconomic, and participa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cases, and compared them with the case of urban
regeneration using idle industrial facilities. The comparative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both cases, it is important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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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공동저자: bhjeo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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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idle facilities and to create a new cultural arts field by combining them
with culture and arts. The activation of residence and exchange programs for
artists, not just in exhibition and performance spaces, contributed greatly to the
complexity of art and culture.
Because there are histor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aiwan and Korea,
comparative studies in both cities have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same viewpoint. However,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introducing the important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utilizing idle facilities
and introducing a meaningful effect through cultural arts.

주제어: 도시재생, 유휴산업시설, 보얼예술특구, 인천 아트플랫폼

Keywords: Urban Regeneration, Idle Industrial Facility, Pier 2 Art Center, Incheon Art
Platform

Ⅰ. 서론

최근에 도시재생은 일부 국가나 도시에서 나타나는 도시개발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입안자들은 점차 도시재생과 도심활
성화를 위하여 지속가능성, 공공영역, 예산제약, 주민 참여 등 다양한 도시발전의 요소를
고려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하고 있다. 즉, 도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수단으로
도시재생을 간주하고 있다(Leary, Michael E., and John McCarthy, 2013: 1-2).
항만도시 카오슝과 인천은 근현대기 작은 포구에서 항구도시로 변화한 곳이다. 두
도시는 역사적 변천 속에 유사한 형태의 임항지역 상권의 쇠퇴, 유휴 산업시설의 증가와
같은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휴산업시설이었던 물류창
고나 근현대기의 건축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도시재
생의 중요한 사례를 가진 도시들이다.
도시에서 문화는 시민이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는 물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원활한 움직임을 보이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를 지닌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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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되는 정상적인 도시이다(원재무, 2008: 44). 문화는 시민에게 사회학습의 기회를 제공하
고, 도시사회의 커뮤니티 형성을 가능하게 하면서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도시경제
에 직간접적인 기여의 효과가 있다(Perloff, H. & the Urban Innovation Group, 1979).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문화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도시에서
문화는 다양한 사회적 혼합물이고, 공간적 측면에서 문화적 요소는 건축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역사문화를 이루는 자원은 문화재, 역사지구, 생활문화재, 근대건축과 산업유산
등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생활양식인 문화와 삶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 역사는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문화적 가치와 희소성이 높은 역사문화자원은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으로
규정한다. 역사문화자원은 지역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생활문화환경, 문화공간, 특화공간,
고유장소, 지역 분위기 등 다양한 자원을 포함한다(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15: 348349). 이러한 역사문화자원 중에서 옛 건축물군을 포함하는 유휴산업시설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중요한 활용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현상을 항구도시 카오슝과 인천의 사례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하는 카오슝의 보얼 예술특구와
인천의 아트플랫폼을 사례로 유휴산업시설과 문화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쇠퇴한 항만도시
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는 향후진행
될 국내 항만도시 재생을 위한 중요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갖는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카오슝의 보얼(駁二) 예술특구와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의 아트플
랫폼(Art Platform)을 대상으로 한다. 두 지역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사례로
서 유휴산업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지역이다.
카오슝의 보얼 예술특구와 인천 아트플랫폼은 용도와 활용이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라진 건축물 또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현대미술, 아카데미, 레지던스 등의
다양한 현대적 의미의 활용을 통하여 주변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양 지역 모두 도시재생에 관한 변화를 시도한 시점도
유사하고, 2000년대 이후 조성하여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운영주체도 다양한
참여주체에 의해 이뤄진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내용적 범위는 두 지역의 탄생배경, 변화 및 운영현황을 비교하면서 유휴시설로 전락한
과거 건축물과 쇠퇴한 공간이 도시재생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새롭게 맞이하는 변화상
황을 조명한다. 이 과정에서 항만도시 재생이론을 검토하고, 시설 활성화의 요인을 물리적,
사회 경제적, 참여주체별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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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도시재생의 개념, 항만도시 유휴산업시설 재생사업의
특성 및 비교를 위한 항목을 선정하고, 2017년 5월 현장답사를 통하여 양 사례지역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도시문제를 가진
항만도시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도시재생은 대상지역, 기능 및 목적,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한다.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지는 대상지역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주거지재생, 상가재생, 노후산업단지재생,
역사문화자원재생 등으로 나눠진다. 목적에 따라서는 경제기반 형성형 도시재생, 마을만들
기형 도시재생으로 구분된다. 도시재생의 규모에 따라서 골목, 지구, 지역, 도시 등으로
분류한다(김혜천, 2013).
도시재생의 역사적 변천에서 알 수 있듯이 영미권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주로 상업업무
기능이 밀집한 도심이나 원도심의 쇠퇴로 인한 문제해결에서 출발하였다. 많은 도시에서
산업지역의 쇠퇴로 인해 버려진 산업단지, 항만지구, 물류단지 등을 재생 또는 재활성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표 1. 대상에 따른 도시재생의 유형
대상

대상 지역 및 시설(기능)

상가재생(시장포함)

도심상가, 중심시가지, 재래시장, 지하상가 등

주거지 재생

불량주거지, 이주단지, 산복도로 주거지 등

산업단지 폐부지재생

집단화된 노후공장, 폐기된 공업단지, 폐철도부지, 폐공장부지 등

항만재생 수변재생

폐쇄된 항만, 물류창고, 강, 하천, 습지, 호수 등

공공시설 이전적지 재생

폐쇄된 군부대(이전)시설, 시청, 교육청 등 공공시설

혼합지역 재생

역세권, 주 상 혼합지역, 주 공 혼합지역 등

기타 재생

지역자산(문화 관광자원), 소도읍, 농어촌 등

자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1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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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번성했던 지역이 쇠퇴하거나 방치되면 물리적 비물리적 환경이 악화되고, 지리적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부문도 쇠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쇠퇴지역을
대상에 따라 유형화하면 크게 상가재생, 주거지재생, 산업단지 폐부지재생, 항만재생 수변
재생, 공공시설 이전적지 재생, 혼합지역 재생, 기타 재생으로 나눌 수 있다.
2. 항만도시 유휴산업시설 재생사업의 특성과 비교항목

우리나라에서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은 도시재생사업을 크게 도시경제기반형 재생과
근린형 재생으로 구분한다. 항만도시의 재생사업은 새로운 경제기능의 도입, 기존의 산업기
능 업종 전환을 통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주변지역으로 경제회복효과를 파급시키려는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에 해당한다(국토교통부, 2014). 여기에서 항만도시 재생사업은 선박
대형화 등으로 인해 항만기능이 축소되어 내항부두나 준설토 투기장 등이 방치되는 현실적
인 문제를 고려하여 마리나와 같이 문화 관광형 항만을 조성하고, 중심업무, 문화, 주거
등의 복합기능을 유치하면서 창조적 경제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항만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지역이 보유한 물리적 자원과
사회경제적 자원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기존 항만에 대한 기능과 향후 역할에 대한 분석, 인접한 교통기반시설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도시의 정체성과 특징을 고려한 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사업유형도 다각화 다양화 되어야 한다(임영태 류재영, 2013). 또한 항만도시 도시재생의
성공요인에는 사회적, 공간적, 환경적, 과정적, 기능적, 디자인적, 참여적 요인이 존재한다(김
춘선 외, 2013).
한편, 최근 들어 문화다양성은 도시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문화적 다양성
은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을 드러내며, 문화는 지역 간 획일성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역 고유의 다양한 역사 예술 생활문화자원을 발굴, 복원, 보전, 활용하여
지역 고유의 이미지와 장소성,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의 특성을 강화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특화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15: 349).
문화다양성의 공간적 표현은 바로 건축물과 도시 경관에서 나타난다.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자원은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15: 3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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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간적인 측면에서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종합적 시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즉, 가로와 지구를 선과 면 단위로 통합하여 일체화하여 관리하면서 공간질서와 구조적인
맥락을 함께 보전하면서 관리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관리 차원에서 차별적인 특화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화 관리를 지향하여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셋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단기적 접근에서 중장기
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속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자원과
컨텐츠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고, 여기에 행정의 역량과 재원을 배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넷째, 일방적인 관리에서 주민과 지역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과거 지향적인 소극적인 보존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인
활용과 보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장소성, 사회적 자본의 형성, 참여의 특성
등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15: 192-193). 또한 사업의 인식,
참여의사,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 물리적환경, 행정 등에 관한 요소도 간과할 수 없다(이
은진 외 2016: 354).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사례지역의 적합한 비교연구를 위하여 물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참여주체 특성의 3가지로 구분을 하였다.1) 물리적 특성에는 공간구성,
접근성, 구도심과의 연계를 포함하였고, 사회경제적 특성은 주로 정책특성, 사업주체 및
유형의 다양성, 시민참여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참여주체의 특성을 수요자인 시민, 공급자인
예술인, 지원 및 협력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본 연구는 항만도시 유휴산업시설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의 적절한 진행을 위하여 연구방향 및
범위의 설정, 현장답사 계획수립, 연구분석 모형의 설정 등에 관한 수차례 공동연구진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비교항목에 대해 전문가 FGI를 실시하여 연구의 대상인 두 사례지역에
적합한 항목 및 요소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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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시재생사업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의 비교항목과 본 연구의 비교항목 설정
비교항목
저자
구분

김춘선 외
(2013)

요소

사회적 요인

시민과 주민의 욕구충족,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

공간적 요인

기존도시의 공간구조 연계 및 조화

환경적 요인

기존시설의 최대한 활용, 생태환경의 회복, 지역문화 특성

과정적 요인

단계별 도시재생, 기간별 도시재생

기능적 요인

복합용도의 개발

디자인적 요인

친수공간의 매력, 도시 건축 환경요인의 결합

참여적 요인

지역사회의 전문가, 시민의 참여와 소통

도시의 물리적 환경재생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문화적 공공디자인, 복합문
화공간, 녹지공간

지역경제적 재생

도시전략산업발굴, 문화 예술 산업화,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시민참여역량강화

관광객 유입을 통한 재생

도시재생 소프트웨어, 역사문화자원보존, 지역문화 예술
축제, 역사문화체험형 도시관광

이경찬 외
(2014)

지역의 장소성
대한 국토도시계획학
회 (2015)

지역자산의 발굴 및 해석, 적용 과정의 창조성 등

사회적자본의 형성

박선명 이정호
(2015)

주민간, 행정부서, 전문가간의 소통, 협조 시스템의 여부

참여의 특성

주민의 역량강화, 인적자본 형성

물리적 요소

1차적 요소(수직적, 수평적)
2차적 요소(예술적, 기능적, 자연적)

비물리적 요소

자연적, 인위적, 행위적 요소

사업인식, 참여의사
이은진 외
(2016)

이성진 윤재은
(2016)

계획지표 중요도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 물리적환경, 행정(정책 제도)

기대효과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 물리적환경, 행정(정책 제도)

문화경제

지속가능성, 홍보성

문화환경

접근성, 문화프로그램

문화상징

역사성, 원형보존

물리적 특성
본 연구

“

자료: 김춘선 외,

2013;

이성진 윤재은,

공간구성, 접근성, 구도심과의 연계

사회경제적 특성

정책특성, 사업주체와 유형의 다양성, 시민참여

참여주체의 특성

시민, 예술인, 행정기관

이경찬 외,

2014;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을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2016

.

2015;

박선명 이정호

2015;

이은진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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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독창성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시설 또는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는
크게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또는 도심활성화 연구, 도심활성화 방안을 통한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 장소성을 통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노후산업단지 또는 역사문화시설로 남은 건축물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의 방안이면서
전략적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연주(2015)는 방문객의 가치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생 유휴산업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플레이스 브랜딩
(place branding) 방법을 제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플레이스 브랜딩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휴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국내사례 6개를 대상으로 플레이스
브랜딩방법을 분석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성진 윤재은(2016)은 문화마케팅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사업 중 노후 산업시설을
활성화 시키는 사례를 분석하고, 앞으로 산업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마케팅과 도시재생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
노후 산업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재생되는 과정에
서 문화마케팅의 각 요소가 경제, 환경, 상징적 측면에서의 요소들과 접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는 점을
확인하였다.
최성환(2014)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철도폐선부지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심 내에 위치한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재생사례는 주로 기존 철도부지
로 인한 지역 간 단절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이슈를 이루며, 지역의 문화 관광사업
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과
타도시재생사업과의 공존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타이완의 보얼 예술특구와 인천 아트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HChou etc.(2015)는 보얼 예술특구의 문화혁신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카오슝시의
문화청과 보얼 예술특구 간의 교차 섹터 파트너십에서 발생하는 각 유형별 사회적 딜레마를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딜레마가 가치 공동 창작 기반에서 완화되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성공적으로 창출했음을 발견하였다. Huang etc.(2015)은 조성계획에서 전시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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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독창성
연구자/연구제목

연구방법

연구내용

공주형(2011); 지역 문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 프로그램을

창작공간을 지역 사회 내의 ‘문화공간’이

화 활성화 거점으로서
의 창작공간 제 조건

중심으로 고찰
국내 창작공간의 정의와 개념 제시

아닌 ‘문화적 공간’으로 가능성을 타진
예술과 지역 사회의 관계 생성을 위한

인천아트플랫폼의 조성 배경과 운영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시간으로써 창작

현황 분석

공간

연구:

인천아트플랫폼

의 운영 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최성환(2014); 지속가

문헌연구 및 이론적 고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철도폐

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례지역 현장조사

선부지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에
관한 연구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에 대한 인식
과 평가, 주민 및 이용자 대상 설문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과 타도시재생사
업과의 공존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

조사
조연주(2015);

플레이

문헌고찰을 통하여 플레이스 브랜딩

방문객의 가치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

스 브랜딩 방법 적용에

요소를 도출

으로 재생 유휴산업시설의 활성화를 위

의한 재생 유휴산업시

유휴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

하여 적용 가능한 플레이스 브랜딩 방법

설의 활성화 방안

시킨 국내사례 6개를 대상으로 플레

의 제시

이스 브랜딩방법을 분석
HChou ect(2015);
Value Co-creation in

보얼 예술특구의 문화혁신에 관한 사
례 연구

협동 딜레마, 딜레마 공유, 딜레마 평가
에 대한 분석 실시

Public-Private

카오슝시의 문화청과 보얼 예술특구

이러한 딜레마가 가치 공동 창작 기반에

Partnerships

간의 교차 섹터 파트너십에서 발생하

서 완화되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성공

는 각 유형별 사회적 딜레마를 확인

적으로 창출했음을 발견

하고 분석
이성진 윤재은(2016);

문화마케팅과 도시재생에 관한 이론

문화마케팅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사업

문화마케팅 개념이 도
입된 노후 산업 시설

을 고찰
노후 산업시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

중 노후 산업시설을 활성화 시키는 사례
를 분석

재생에 관한 연구

어 분석

향후 산업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발
전방향에 대하여 전략 방안을 제시

김인호(2016); 유휴 산

인천 아트플랫폼 외 5곳의 유휴 산업

정체성이 보존도와 상호 연관되고, 환경

업시설을 활용한 국내

시설을 활용한 국내 전시관을 조사

분야는 사회분야와 서로 영향을 주는 밀

전시관의 재생사례 연구

주변 요인과의 영향관계 분석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본
연
구

유휴산업시설을

문헌 고찰을 통한 유휴산업시설을 활

양 문화예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유사

활용한 항만도시
도시재생 국제 비

용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정리
카오슝 보얼 예술특구와 인천 아트플

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
항구 도시의 건축물이 갖는 특징을 활용

교연구

랫폼의 상호 비교 연구

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 제시

자료: 상기 저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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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과정에 대해 밝혔다. The Delight of Chinese Character Festival에 대한 카오슝
시정부의 역할과 창조산업에 대한 과정 등을 다루면서 보얼 예술특구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였다.
인천 아트플래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공주형(2011)은 인천 아트플
랫폼의 운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국내 창작공간의 정의와 개념의 확장을 살펴보
고, 창작공간을 지역 사회 내의 ‘문화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공간’으로의 가능성을 살핀
후, 인천 아트플랫폼의 조성 배경과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예술과 지역 사회의 관계 생성
을 위한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시간으로써 창작공간을 검토하였다.
김인호(2016)는 인천 아트플랫폼 외 5곳의 유휴 산업시설을 활용한 국내 전시관을
조사하여, 정체성이 보존도와 상호 연관되고, 환경 분야는 사회분야와 서로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보존도가 높은 전시관에서는 역사성 그
자체가 전시의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전시관의 강한 정체성을 구성하여
관람자가 이전에 쓰였던 공간의 역사와 상징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전시관을 구성하는
정체성을 이루는 것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를 고찰하면, 첫째,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수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역사문화자원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휴산업시설을 문화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시도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의 도시재생이 근현대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 단순히 재이용의 측면에 머물러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사한 도시규모와 도시적 특징을 가진 카오슝과 인천을 사례로
유휴산업시설이 문화와 접목되었을 때 도시 활성화와 재생에 어떻게 기여하고, 도시재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항만도시 도시재생 사업의 사례 비교
1. 카오슝 보얼 예술특구의 연혁과 주요 내용

보얼(駁二) 예술특구의 보얼(駁二)은 카오슝 항구의 3번 유역에 있는 일련의 창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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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 창고는 1973년 평범한 항구의 창고로 건축되었다. 이 시기에는 일본으로 바나나를
수출하기 위한 저장고로 활용되다가, 카오슝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이
지역은 그대로 방치되었다. 사실 이 지역은 카오슝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먼저
개발된 지역이었으나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이용가치가 떨어져 역으로 제일 먼저 쇠퇴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2000년 10월 10일 대만의 독립기념일에 대만 정부는 처음으로 대만 남부 지역에서
불꽃 놀이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카오슝이 선택되었다. 주최자는 불꽃 놀이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았고, 항구 옆의 버려진 창고인 보얼 창고를 발견하였다. 이후
2001년 후반에 타이완 예술가 그룹이 보얼 예술발전협회(Pier-2 Artistic Development
Association)를 설립하였다. 이후 보얼 예술특구는 대만 남부의 예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표 4. 보얼(駁二) 예술특구의 구성 및 내용
구분

주요내용

따용 창고 클러스터
(Dayong Warehouse Cluster)

-

펑라이 창고 클러스터
(Penglai Warehouse Cluster)

- 7개 창고로 클러스터로 구성
- B9(카오슝 실험 극장), B10(공연 레스토랑), 여타 창고는 전시회로 사용
- 창고 가운데 도시농업 시범지역 조성

따이 창고 클러스터
(Dayi Warehouse Cluster)

- 6개 창고로 클러스터 구성
- 전시회, 공연 공간, 스튜디오, 레스토랑, 갤러리 등으로 구성
- C9 창고의 일부는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스로 이용

자료: 보얼 예술특구 홈페이지,

12개 창고로 구성
C5 및 P2창고는 첫 단계에서 전시공간으로 활용
C5(정보센터, 라이브 하우스)에서 C1, C2, C4 창고가 클러스터에 참여
주로 실험적이며 창의적인 현대미술 전시회 개최에 사용

http://pier-2.khcc.gov.tw.

처음에는 단 두 개의 창고에서 시작하였다. 본래 MOTC가 소유했었는데, 같은 해
2번이 카오슝의 첫 번째 항구 레스토랑으로 사용되었다. 1년 후 본래 국영식품회사인
Taisugar의 소유로서 방치되어 있던 창고는 보얼 아트플랫폼이 되었다(Chien, Shiuh-Shen,
etc., 2014). 이후 보얼 예술특구는 다용 창고 클러스터(Dayong Warehouse Cluster),
펭라이 창고 클러스터(Penglai Warehouse Cluster), 다이 창고 클러스터(Dayi Warehouse
Cluster)로 3개로 그룹화된 25개의 창고가 있는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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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얼(駁二) 예술특구 구성도

자료: 보얼 예술특구 홈페이지,

그림

2.

http://pier-2.khcc.gov.tw

보얼 예술특구의 모습 (연구자 촬영,

2017. 5. 20)

한편, 카오슝시 문화국은 2006년 보얼 예술특구를 인수하여 카오슝 디자인페스티벌,
카오슝 국제철강 조각상, 카오슝 국제컨테이너 미술제 등 일련의 전시회와 축제를 시작하였
다. 메가 포트 페스티벌, 월간극장, 카오슝 청년혁신 디자인전람회, 각종 축제 공연 시즌
등 모든 공연과 전시가 계속 열리면서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보얼 예술특구는 지속적인 변화를 도모하였고, 항구도시 카오슝을
매력적인 문화 및 생활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또한 세계적인 아시아 기반의 미디어 조직인
TWR Entertainment, Inc.는 Warehouse Number 9.에 레지던스를 설립하여, 이곳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하였다.
2015년에 보얼 예술특구 내의 공연장에서는 177회의 공연이 있었고, 관람자는 320만
5,444명에 이른다. 2011년에 비해 공연은 42회, 관람자는 167만 2,587명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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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관람자 수가 314,145명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증가는
문화예술 컨텐츠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망의 확충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高雄市, 2016). 현재 보얼 예술특구는 불편한 교통수단을 정비하여 카오슝의
경전철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다시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경전철은
가오슝의 지하철 1,2호선과 연결되며, 35개 역과 6개의 환승역을 갖추고 있으며 2개 노선
(Ring Line 및 Waterfront Line)은 총 22.1km에 이른다.

그림

3.

～

보얼예술특구 관람자 및 공연횟수 추이

(2011

자료

2016. 8.

:

高雄市, 高雄市政府市政統計通報,

2015)

2. 인천 아트플랫폼의 연혁과 주요내용

인천 아트플랫폼은 인천 중구 해안동 일대에 위치한 건축물을 활용하여 조성한 곳이다.
이곳은 1883년 개항 이후 건축된 문화재와 일제강점기인 1930～40년대 만들어진 건축물이
원형을 잘 보존하는 공간으로 당시의 근대건축기술 및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다.
원래 이곳은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에 위치한 곳으로 주변에 차이나타운, 월미도, 연안두
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상호 연계가 가능한 곳이었지만,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자체의 활력이 쇠퇴하면서 전형적인 구도심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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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천 아트플랫폼의 개관 및 조성과정
구분

아트플랫폼 개요

조성과정

-

주요내용

㎡
㎡
㎡

총연면적 : 5,593
대지면적 : 4,165
건축면적 : 1,165
개항 후 건축된 창고건물을 예술창작의 장소로 변화
인천 해안동 일대는 1883년 개항 이후 건립된 건축문화재 및 1930~4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잘 보존된 구역

- 2000년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존 및 주변지역 정비방안’ 용역계약이 통과되면서 문화공
간으로 지정
- 2002년 ‘미술문화공간 건립사업계획에 이어, 2008년 아트플랫폼 문화공간 정식준공
- 2004년 인천시 각계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협력위원회 개최
- 2008년 대외 명칭공모를 통해 ‘인천 아트플랫폼’으로 명칭 선정
- 2009년 개관 이후 창작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으로 조성

자료: 장영환 유진형,

2012: 167-176.

그림

4.

인천 아트플랫폼의 전경

자료: 인천 아트플랫폼 홈페이지,

http://www.inartplatform.kr/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0년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존 및 주변지역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2년 ‘미술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2004년에는 인천시 각계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협력위원회가 개최
되었다. 2008년에는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간 인천 아트플랫폼2)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위수탁협약이 체결되어, 2009년 개관에 이른다(인천 아트플랫폼, 2010).

2) 인천 아트플랫폼의 명칭은 2007년 1월 공사 착공까지 중구미술문화공간으로 불리다가, 2008년
10월 23일에 대외적인 명칭공모를 통해 ‘인천 아트플랫폼(Incheon Art Platform)’으로 선정되었다
(출처: 장영환 유진형(2012), 국내외 도시재생 전략의 분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7 No.4, pp. 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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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트플랫폼은 일본우선주식회사(1888년 건축), 삼우인쇄소(1902년 건축), 해안동
창고1(1933년 건축), 금마차다방(1943년 건축) 등을 비롯한 근대 개항기 건물 및 1930～40
년대에 건설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작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 총 13개 동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약 8년 동안 220억 원을 들여 건축물을
매입하였고, 창고형 산업시설을 문화용도로 전환한 규모는 대지면적 8,450.3㎡에서 건축면
적 4,165.06㎡, 연면적 5,593.43㎡에 이른다(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15: 368).
Ⅳ.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항만도시 도시재생의 국제비교

산업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휴산업시설에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도시재생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타이완 카오슝시와 인천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2가지 사례를 물리적 특징, 사회경제적 특징, 참여주체별 특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표 6. 사례지역의 개관
구분

카오슝

인천

위치

카오슝항 3번 부두지역

인천 중구 해안동

입지특성

임항지역의 항구 인근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개발배경

항만 및 산업기능의 쇠퇴

구도심 경제의 쇠퇴

개발기간

2001년~현재

2002년~2009년

시행주체

민간-대학교-행정(카오슝시)

인천시

주요시설

3단지 25개동
창고 및 사무실 등을 재이용

2단지, 13개동
근현대기 역사문화건축물 재이용

위치

자료: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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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적 특성

카오슝의 보얼 예술특구와 인천 아트플랫폼을 물리적 측면에서 공간구성, 접근성, 구도심
과의 연계,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측면에서 분석한다. 카오슝 보얼 예술특구는 카오슝
산업의 변화에 따라 쇠퇴한 지역의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하였다. 총 3단지 25개동으로
구성되는데, 각 단지가 분산되어 독립된 형태로 위치한다. 기존의 창고와 사무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을 영화관, 레스토랑, 갤러리, 카페, 공연장, 아트샵, 레지던스 공간으로 이용한다.
보얼 예술특구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계되어 있다. 지하철 1,2호선
을 이용한 종점역이 위치하고, 경전선도 별도로 연결된다. 또한 시내버스가 연결되고, 카오슝
의 공공자전거 City Bike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주변 관광지인 츠진해양공
원, 영국영사관, 동물원 등이 보도로 10여분 남짓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도 이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연계관광이 가능한 점이 보얼 예술특구에서 크게 부각된다.
인천 아트플랫폼은 기존 가로망을 중심으로 2개 단지가 구분되며, 인접한 13개 동
건물을 활용하였고, 건물 자체가 건축학적으로 보전 및 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축물군이다. 여기에 현대적인 건축물을 보강하여, 산뜻한 이미지로 공간을 활용한다.
이곳의 교통편은 지하철 1호선, 시내버스, 공항버스 등이 연계된다. 장소가 개항장
문화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좋은 이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주변의 차이나타운 활성화와
연계하여 문화재 건물을 곧바로 가로 박물관으로 활용한 점도 중요하고, 문화산업이 이곳에
등장함에 따라서 점차 주변지역에 공방, 갤러리, 화랑 등의 문화예술공간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 사회경제적 특성

두 지역은 모두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하기에 각 지역적 특색이 가미된 두 장소의 사회경제
적 특성을 정책적 특성, 사업 주체 및 사업 유형의 다양성, 시민참여 측면에서 분석한다.
보얼 예술특구는 2000년대 초반 국가발전중점계획 중 문화창의산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처음부터 카오슝시가 직접 운영주체로 활동하지는 않았고, 민간단위(2002～2003)와 학술
단위(2004～2005)의 경영방식을 지나 결국 2006년부터 카오슝시 문화국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전시 및 공연 공간이 주를 이루지만, 보얼 예술특구의 특이점은 바로 문화예술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매장이나 식음료 판매 공간이 상당히 많다는 데 있다. 24개 동의 창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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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클러스터 형태로 유지하면서 유휴 공간을 문화예술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관람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3～
6개월 단위의 레지던스를 제공하면서, 아트 살롱, 오픈 스튜디오, 전시회, 워크숍 등을
통한 예술가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곳은 특히 정문이나 출입구가 별도로 없고
주변에 담장도 없어 관람료를 지불할 필요 없이 조성된 창고 주변의 공원 녹지 또는
야외 예술문화 활동을 주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7. 사례지역의 물리적 특성 비교
구분

공간 구성

항목

카오슝 보얼 예술특구

인천 아트플랫폼

시설 개요

3단지, 25개동

2단지, 13개동, 지하1~4층

건축물의
활용

25개 창고를 재활용하여 영화관,
레스토랑, 갤러리, 카페, 공연장,
아트샵, 레지던스 공간으로 이용

근대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건
물을 활용하여 공연 및 전시 공간으로 재
구성

경관 구성

보관창고, 운송회사 사무실 및 창
고, 물자 수송용 철로 등 활용
일부 예술가 작업실로 사용

가로구획과 역사적 경관을 유지
보존건축물과 기능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신축건물 구성

철도(역)
연계

MRT, 지하철 역(종점)
경전선 연계(확장 중)

1호선 인천역 하차

교통수단

시내버스 연계
공공자전거 활용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공간 구조

타이완 최대 항구의 이미지를 활
용하여 남겨진 창고를 재활용
버려진 장소를 문화예술의 통한
도시재생의 장으로 활용

개항장의 기능 활용
주변 공방, 갤러리, 화랑 등 문화예술공간
지속적 확산

유휴산업시설을 문화예술과 연계
하여 도시재생을 추구

문화적 경관을 위한 주변 지역정비계획 수립
차이나타운 활성화와 문화재 건물을 가로
박물관으로 활용

츠진해양공원, 영국영사관, 동물원
등 카오슝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

차이나타운, 개항장 문화지구와 연계

접근성

구도심과의
연계
기능적
특징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자료: 연구자 재작성.

인천 아트플랫폼도 역시 2000년대 초반 인천시의 창의 육성을 위한 컬쳐노믹스3)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인천시는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전 및 주변정비 방안’의 하위계획에
3) '컬처노믹스(Culturenomics)'는 문화(culture)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 Peter Duelund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문화와 산업의 창조적 융합, 문화를 통한 고 부가가치의 창출로
해석된다(출처: 유승호, 문화도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일신사, 2008),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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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례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구분

항목

인천 아트플랫폼

문화예술 관련 정책

국가발전중점계획 중 문화창의산
업 선정

창의 육성을 위한 컬쳐노믹스 전
략의 일환으로 시작

도시 및 지역 정책

민관학 협력을 통한 창고 및 관련
시설을 창의문화원구로 지정 및
활용

인천시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전
및 주변정비 방안’의 하위계획에
포함

운영주체

민간단위경영(2002~2003)
학술단위경영(2004~2005)
카오슝시 문화국(2006~현재)

인천시 위탁
인천문화재단 운영

참여단위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참여
학술전문가와 대학생 참여
일반시민은 문화예술의 수요자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참여
일반시민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따용 창고 클러스터 12개 창고 중
C1, C2, C4, C5, P2 외 여타 창
고 클러스터도 전시공간으로 활용

B동 갤러리(660 ), 창고 갤러리
(120 )
지역 특색을 감안한 각종 문화예
술 전시회 개최

공연공간

펑라이, 따이 창고 클러스터에서
주로 실험극장(B9), 공연레스토랑
(B10) 등으로 활용

C동 공연장(218 )
시민의 직접 참여도 가능한 각종
공연 활동의 장

예술인 레지던스

따이 창고 클러스터의 C9 일부를
레지던스로 활용
5개 거주공간과 교류 장소 구비
3~6개월 거주가능

일정기간(1년, 6개월, 3개월) 동
안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지원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창작 및
비평 등 낯설은 장르도 지원

아트 살롱, 오픈 스튜디오, 전시
회, 워크숍 등을 통한 예술가들간
의 교류 프로그램
문화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참여 기회 제공

해외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작가 교환과 같은 교류 프로그램
진행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이론가 연
계, 시민들과 교류를 위한 오픈
스튜디오 등 지원

문화예술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매장, 식음료 판매 등을 위한 다양
한 공간 마련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한 아카이빙
(archiving)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가족 대상 교육 프로
그램 운영
예술가, 대학생들을 위한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제공

시민참여형 프로젝트 운영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문화예
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연을 위한 공간과 장비 등을 지
원

창고 주변 철도를 보존하여 산책
로와 자전거 도로 조성 후 시민 휴
식처 공간으로 활용

생활문화센터 개관을 통해 지역주
민과 예술가 소통의 장 마련

정책적 특성

사업 주체의
다양성

전시공간

사업 유형의
다양성

카오슝 보얼 예술특구

교류 프로그램

기타

참여 프로그램
시민 참여

지역주민 참여

자료: 연구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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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트플랫폼을 포함하는 정책을 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인천문화재단에 운영을
위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단순히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의 수혜자 또는
수요자로서의 시민이 아닌 적극적임 참여 주체로서 역할 변화를 유도하였다.
해외 유사기관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작가 교환이나 공연 및 전시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산하였고, 프로그램 측면에서 관련 전문가와의 매칭 또는 시민들
과의 교류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공연이나 전시의 장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참여주체별 특징

두 사례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주체에서 나타난다. 이 특징을 시민, 예술인, 행정기관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보얼 예술특구는 시민의 측면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공간을 구성하였
고, 쉬운 전시 및 공연 관람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찾기 쉽고,
다양한 교통수단의 구비로 접근성을 점차 크게 한다. 이외에도 별도 출입문이 없어 주변지역
주민들도 쉽게 쉼터로 이용하고, 저렴한 관람료(약 8천 원)로 카오슝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비용 부담이 적다.
예술인에게는 완성 작품의 전시 외에도 창작자 상호 교류 및 학습의 장을 마련하였고,
따이 창고(Dayi Warehouse)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문화 및 창조 영역의 창작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술작품제작, 연구개발 및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창조공
간과 거주공간을 구비한 레지던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계획 초기부터 민간단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2002년～2003년은 민간단위가 경영을 하여,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활동을 하게 하였고, 2004년～2005년에는 수더과기대학(樹德科技大學)이 운영
에 참여하여, 학계의 예술전문가들이 대거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보얼
예술특구는 수더과기대학의 운영이 만료되면서 운영주체가 없어 잠시 위기를 겪었다.
이후 카오슝시 문화국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오늘날 보얼 예술특구가 만들어진다.
현재 카오슝시도 보얼 예술특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총 4가지 분야에서 전개하고 있다(高雄市, 2017). 첫째, 전시회 및 활동을 위해 문화계와
국제적 동향에 따라 다각적인 예술 축제 정책을 실시하고, 고품질 공연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전시 활동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문화창의 원구로서 보얼 예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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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타이완 내의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로 문화관광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및 개발에서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의 강화 및 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등 문화와 창조산업을 위한 전시 플래폼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셋째, 보얼 예술특구의
경제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문화와 창조 산업의 브랜드 사업과 풍부한 문화다양성을 제시한
다. 마지막으로 보얼 예술특구 예술가의 레지던스 기능을 강화하여 문화예술을 위한 교환
플랫폼의 역할도 하게 한다.
인천 아트플랫폼의 조성을 계획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아직 도시재생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초기 단계였다. 전면 철거를 통한 도시개발이 손쉽게 진행되던
당시에 점진적인 지역재생에 중점을 두었던 점은 도시재생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15: 367-368).
표 9. 사례지역의 참여주체별 특징과 주요내용
주체

시민

예술인

행정 기관

카오슝 보얼 예술특구

인천 아트플랫폼

‧
‧
‧
‧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공간의 구성
‧ 시민들이 문화의 적극적 참여 주체로 기
쉬운 전시 및 공연 관람
획 프로그램 운영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찾기 쉬운 특징 ‧ 시민들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작품 활
별도 출입문이 없어 주변지역 주민들도 동 운영
쉽게 쉼터로 이용
‧ 예술가와 대중의 직접적인 소통을 장려
‧ 저렴한 관람료(약 8천 원)로 관람에 부담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 없음
‧ 완성 작품의 전시 외에도 창작자 상호 교
류 및 학습의 장 마련
‧ 따이 창고(Dayi Warehouse)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문화 및 창조 영역의 창작자
공간으로 활용
‧ 미술작품제작, 연구개발 및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사용
‧ 창조공간과 거주공간을 구비한 레지던스
제공

‧ 일정기간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지원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 해외 기관과의 파트너십의 체결 및 예술
가 교환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 작가들 간의 친목과 창작 교류를 위한 플
랫폼 조성 및 비평과 피드백의 기회 제
공
‧ 정보 제공을 위한 아카이빙(archiving) 프
로그램을 운영

‧ 타이완 남부 문화창의의 중심으로 보얼 ‧ 창의 육성을 위한 컬쳐노믹스 전략의 일
예술특구를 조성
환으로 인천시가 추진하여 조성한 창작
‧ 문화창의원구를 활용한 전시 및 공연 공 공간
간의 활용 방향 제시
‧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시청으로 부터 경영
‧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문화 및 창조산 권을 위탁받아 운영
업을 위한 플래폼 조성
‧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반영하면서 기존
가로구성을 유지

자료: 연구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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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누리는 직접적인 대상인 시민, 공급자 역할을 하는 예술인, 그리고
인천 아트플랫폼을 전반적인 조성 및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먼저 시민들은 문화의 적극적 참여 주체로 기획 프로그램
운영에도 관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단순히 문화 컨텐츠의 수요를 담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기획 운영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민들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작품 활동도 주어지며, 예술가와 대중의 직접적인 소통을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예술인에게는 일정기간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지원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
다. 또한 인천 아트플랫폼과 해외 기관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예술 프로그램이나
예술가 교환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편, 작가들 간에도 친목과 창작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고, 상호 비평과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정보
제공을 위한 아카이빙(archiv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정책적 시사점
1) 사례지역의 비교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지역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사례의 유사점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 경제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쇠퇴지역의 공간에 문화를 접목하여 전혀 새로운 창조산업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도시재생을 유도한 점이다. 두 지역 모두 기존의 건축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의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이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둘째, 물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버스, 지하철과 같은 녹색교통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카오슝은 여기에 공유자전거까지 이용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주변지역의 관광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셋째, 다양한 주체가 조성을 계획할 시기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다. 상당수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히 관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곳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구조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기관이 운영주체이지만, 예술가와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참여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넷째, 사업의 유형이 다양하다. 다양한 전시 및 공연공간에 예술가들의 편의를 위한
레지던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설은 나아가 국제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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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는 시민들과 지역주민이 얻게 된다.
반면에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가미되어 두 사례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첫째,
보얼 예술특구는 규모 면에서 상당하고, 3개의 창고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공간의 주변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 아트플랫폼은 기존의 건축물 이외에 주변 지역은
이미 다른 용도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개발의 확산은 이뤄지지 않는다.
둘째, 두 사례 모두 장소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보얼 예술특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 내에 공연 및 전시 공간 외에도 카페, 마켓 등 문화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공
간을 내부에 구비하고 있다. 반면에 인천 아트플랫폼은 공간적 확산은 어렵지만 주변
지역에 카페, 갤러리 등이 생기면서 지구 전체가 일종의 클러스터가 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셋째, 참여주체에서 보얼 예술특구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대학생들도 활동에 참여하
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에 인천 아트플랫폼은 시민들 스스로가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인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시설을 활용하여 전시와 공연까지
할 수 있게 협조한다.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은 두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중요한 점은 시민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기존 도시와의 공간구조를 연계하
면서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단계별 도시재생을 도모한 점에 있다. 또한 복합용도로 개발하면
서 도시 건축 환경적 요인을 최대한 결합하고 지역사회의 전문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정책적 시사점 도출

카오슝 보얼 예술특구와 인천 아트플랫폼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물리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 참여주체별 특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①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공간의 구성, 접근성, 구도심과의 연계,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양 사례는 단순히 해당 지역만을 활성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도심과의 연계를 통해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면서 주변 지역까
지 파급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재생지역의 공간범위는 유지되나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인근 지역이 활성화된다. 동시에 인근의 관광지나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결을 통해 지역 또는 지구관광이 발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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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사례지역의 특성 비교
특성

구분

항목

보얼 예술특구

인천 아트플랫폼

건축물의 활용

기능적 다양성

기능적 단일성

경관 구성

기존 건물 활용

일부 건물 신축

철도(역) 연계

지하철, 경전철 연계

지하철 연계

교통수단

녹색교통 적극 활용

녹색교통 일부 활용

공간 구조

공간 확산

공간 유지

기능적 특징

독자적 문화사업

도시정비사업과 연계

지역관광

지구관광

문화예술 정책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

지방정부 정책과 연계

도시 지역정책

중심계획

하위계획

운영주체

민관연계형

공공형

참여단위

다양한 주체 참여

전문가 및 행정기관

전시공간

문화를 가미한 시설활용

지역특성 적극 활용

공연공간

극장 및 여가시설 연계

극장 및 전시 중심

레지던스

적극 활용

적극 활용

교류 프로그램

예술가 중심 교류

예술가+시민 교류 확장

기타

다양한 문화산업 공간

문화예술 향유 공간

참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참여

어메니티 시설 이용

지역주민 소통의 장 마련

공간 구성

물리적
특성

접근성

구도심
연계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정책적 특성

사업주체
다양성
사회
경제적
특성

사업유형
다양성

시민참여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활용
참여
주체별
특성

시민(대학생)
대학생도 참여 가능

일반시민도 참여 가능

예술가

레지던스, 국제교류, 장소 제공 등

행정기관

카오슝시 문화국 운영

인천문화재단 위탁운영

자료: 연구자 재작성.

둘째,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접근성 향상을 시도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용이하게
사례지역에 도달하고, 주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양 사례 모두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하며,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적극 이용하여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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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최대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면서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시설물 설치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물론 두 곳 모두 기능적인 운용방안은 약간 다르지만 기존 건축물
중 보존가능한 곳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신구 건축물
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만들고 있다.
② 사회 경제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은 정책적 특성, 사업 주체의 다양성, 사업
유형의 다양성, 시민참여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책적 특성에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문화정책과 연계해서 해당 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동시에 지방도시의
도시 및 지역정책과 연계하여 관련 계획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하여 재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업주체가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공공이 조성한
예술지구에 예술가만 참여한 형태가 아니라, 전문가, 시민의 참여도 계속 이뤄지고 이들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계속적인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셋째, 전시공간만이 아닌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전시나 문화공연은
기존의 예술관련 시설도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레지던스를 활용한 예술가, 시민의
교류 프로그램은 이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계속 불어넣는 효과를 낳고 있다. 동시에 문화예술
과 관련된 소규모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또다른 효과마저 발생하
고 있다.
넷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개설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민의 직접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주민
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역량을 향상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다섯째, 양 사례지역 모두 건축물 내부 공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개방형 형태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쉽게 산책이나 여가를 즐기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일종의
도시 어메니티로써 지역 주민에게는 친밀감을 더하고 있다.
③ 참여주체별 특성

참여주체별 특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크게 시민, 예술가, 행정기관의
역할의 측면에서 특징이 있다. 첫째, 양 사례 모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문화예술의 수혜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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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역량의 증대로 계속적인 문화예술 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시 전체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카오슝 보얼 예술특구의 경우, 지역 내 대학의 예술학과와 연계하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의 참여를 계속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험적인 장르나 예술적 시도를
일반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면서, 전문 예술인에 비해 활동의 기회나 폭이 좁은 대학생들
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반면, 인천 아트플랫폼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연장과 시설을 제공하여 직접 공연을 하거나 예술가와의 교류를 통해
함께 전시 및 공연을 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예술가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셋째, 레지던스 기능을 매개로 예술가가 단순히 전시와 공연을 하는 역할에서 확대하여
국제적 또는 예술가, 전문가, 시민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장소로 양 사례 지역에서
모두 활용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증진과 발전에 예술가들이 새롭게 기여하는 장으로써
이곳이 이용된다.
Ⅴ. 결론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성장과 쇠퇴를 반복한다. 특히 근현대기
우리 도시는 경제 산업적 이유로 도시공간이 구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물과
산업시설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카오슝 보얼 예술특구와 인천 아트플랫폼은
산업변화에 따른 유휴시설의 활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타이완과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고 단순히 이론적으로
소개되었던 2000년대 초반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전면철거에 의한 개발방식이 아닌,
도심 활성화 방식은 특별한 사례이다. 건축물과 공간구조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도시의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은 눈여겨볼 만하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과정이 1,2년 만에 정리된 것이 아니라
10여 년에 걸쳐 천천히 지역의 정책과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두 사례에 대한 물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참여주체별 특성을 도출하여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사례에 대해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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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점과 차이점이 도출하였다. 두 사례 모두 기존의 유휴시설을 개선하면서 문화예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곳이다. 단순히 전시 및
공연 공간에 그치지 않고 예술인들을 위한 레지던스, 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이곳이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이 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기존의 유휴시설을 사용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최소한의 정비와
개선만 시행하여 과거 이곳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대한 회상을 제공하면서, 이곳을 처음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선사하는 중요한 시설이 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이용자의 측면에서 레지던스 기능을 정비하여 문화예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능동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였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또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문화향
유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 부지에 쉬운 관람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한 점은 중요한
점이다.
물론 규모면에서 더 큰 보얼 예술특구는 부지 내 창고 클러스터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품 판매장과 전시장, 식음료 판매장소를 마련하는 등 이곳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즉, 보얼 예술특구는 장소 내에서 모든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에 인천 아트플랫폼은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지역주민과 인천 시민들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단순히 전시공연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
를 수요자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공급자 측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영향이 인근 지역까지 확산하여 주변 지역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장소 확산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타이완과 우리나라 사이에 역사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 도시의 사례 비교
연구는 동일한 관점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한계는 있다. 하지만 유휴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유의미한 효과를 창출하
는 방안을 소개하는 것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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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Survey: Social Relations and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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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resi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a
redevelopment project with a special focus on socal relationship. The survey
population is residents of a redevelopment project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survey sample size is 304. The redevelopment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in one of the most underdeveloped residential areas, where quite many
residents stand up to the neck in water, so that even a ripple is sufficient to
drown them. Survey questionaries cover issues of information source, reliable/
influential stake-holders, changes of social relationship, resettlement willingness,
and so on.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most of residents accept readily the
project, and the project has not strong negative effect on residents's social
relation, livlihood, and economic prospect. And intimate social relations and
economic interests are main factor affecting residents'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the project. So the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olicy of new Korena
government should accommodate delicate concerns for improving social
relationship and economic interests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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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1) 관련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이 2017년 5월
이후 도시재생뉴딜의 내용, 범위, 지향, 방법, 주체, 재원 등을 논의해왔다.2) 이를 토대로
2017년 9월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하였
다. 계획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하는 것이다.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사업은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 지원형(주거), 일반 근린형(준주거), 중심 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으로 구분된다.3) 이는“지방분권강화 및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국가차원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로서 과거 수익성 위주의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정책”이다(이재준 외, 2017:6-7).

1) 대한민국 청와대, 국정과제 웹페이지(http://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 새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재생은 5대 국정목표 중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과제 79.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로
주관부처는 국토부이다. 흥미로운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된 <4.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에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80. 해운·조선상생을 위한 해운강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책은 국가균형발전, 해운강국과 유사한 수준의 지역발전의 어떤 것일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
2) 도시재생 정책과 법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논의와 그 성과는 2009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단의
연구총서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연구총서는 도시재생 해외사례, 국내(쇠퇴)지역 연구, 도시재생법,
도시재생사업전략 및 추진방안 등 도시재생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김혜천(2013)의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도 그동안 학계와 정책당
국의 논의를 정리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이다. 관건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과연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사회적 논의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면서도 더 진척되었는가이다.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9.25.).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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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재까지 드러난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이 충분히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오히려 정책 시행과정에서 원래의 정책취지에 걸맞게 주민(의 변화하
는 가치와 요구), 주거환경,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경제적 맥락의 변화 속에서 보다 유연하게
재구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조건 몇 개를 갖추면
완결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시재생뉴딜정책은 기존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야기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반성, 이를 실현하고자 제시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중심,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이익의 선순환 구조 형성 등은 핵심적인 과제로서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출발점인 기존 정비사업과 도시정책에 대한 반성, 특히,
충분히 듣지/보지 않았던 사람 공간 지역공동체 등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런 관심은
대규모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요구되었
다. 해당 사업들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거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마치 물속에서 물이 턱까지 찬 상태로
서 있어 물결이 조금만 일어도 익사하게 될 지경(제임스 스콧, 2004)이어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작은 변화마저도 그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정책집행자들은 정비사업지구의 주민
들, 특히 도시 저소득집단의 미세한 삶의 결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이들을 정비사업을
통하여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사람으로만 바라본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는 도시의 중산층들과 다른 문화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중산층들과
다를 수 있다. 어쩌면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현재의 모험을 감수해서라도 미래의
부자가 되려는 사업가적 기질보다는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당장 또는 가까운 미래에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 관습, 관례 등이 외부적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을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보다 특별할 수 있고, 그 훼손과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의 정비, 노후 불량건축물의 개량 등을 통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
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근거
한 정비사업은 물리적인 주거환경개선에 집중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세입자, 영세가옥주,

56

도시재생

상가세입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그 결과 많은 경우에 주변지역의 지대상승과
이에 따른 축출압력의 증대로 지불능력이 충분치 않은 기존 거주자나 상가세입자 등이
축출되는 재개발 또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을 낳았다.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내재한 사회적 관계, 권력관계, 자본관계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같은 공간에서도 중첩되어 나타나고 때로는 극심한 저항과 갈등을 수반하였
다(신현방, 2016; 신현준 외, 2016).
본 논문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도시에서 진행되
는 도시재생사업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도시재생뉴딜에 주는 함의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례 지역인 수도권의 OO정비사업을 개괄하고, 제3장에서는 자료해제 및 분석을 실시하고,
제4장에서는 이것이 도시재생뉴딜정책에 주는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Ⅱ. ○○정비사업의 개요

OO정비사업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저개발지역 가운데 하나로서 사업의 공식명칭은
OO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도시정비법에서도 적시하고 있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지구는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사업이
정체되었다.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그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의 증가가 꼽히지만,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도 중요한 원인이다. 거주 주민 총 2,771세대
중 약 18%인 510세대가 영세민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력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
거나 정비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4)
정비구역 지정 이후 8년 동안 사업 진행이 정체되자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해당
정비사업을 뉴스테이 공급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업방식, 즉 수용방식을 재개발 재건축에서 활용하는 관리처분방식으로
4) 영세민 510세대는 기초수급자 334세대와 차상위계층 176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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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 모두를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 사업성을 제고하기로 한 것이다.5)
또한 기존 거주자 중 특별분양분을 취득할 형편이 안 되는 주민들을 위해 분양주택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약 5백 세대를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OO도시공사로 변경되고, 사업시행기간은 2014년
12월까지에서 2020년 3월까지로 변경되었다.
가장 최근(2017년 7월)의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에 따르면 해당 정비사업의 면적은
192,687.02 이고, 최고 49층 건물에 5,678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기에는 550세대의
영구 공공임대주택과 5,128세대의 분양 및 기업형 임대주택이 포함된다(<표 1>참조).
2017년 9월에 기업형 임대사업자 지정이 주민총회에서 의결되었고, 기업형 임대주택 3,578
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도 2017년 10월에 체결되었다.(<표 2> 참조)6)


표 1.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주요 내용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공동주택용지

161,270.72  

(83.7%)

건폐율

20.20%

정비기반시설

27,453.40  

(14.2%)

용적률(%)

331.98%

종교용지

3,962.90  

(2.1%)

층수

지하2층 지상49층

계

192,687.02  

(100.0%)

주용도

공동주택 28동, 부속동 33동

표 2. 주택유형별 세대수
건축세대(전용면적기준)
주택유형

(단위:세대)

18  

35  

59  

69  

84  

소계

분양 및 기업형 임대주택

39

78

2,557

1,970

484

5,128

영구임대

240

60

-

-

-

300

공공임대

184

66

-

-

-

250

계

463

204

2,557

1,970

484

5,678

5) 관리처분방식은 정비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한 뒤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반영하여 신축재산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6)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432명 중 1,283명이 참석하여 1,089명의 찬성(찬성률 76%)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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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현재, 총자산평가금액은 약 2천2백억 원이고, 현금청산자를 제외한 토지등
소유자는 1,439명이다.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액 평균은 약 1억5천만 원이고, 중위값
(720번째)은 약 1억1천만 원이다. 개별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종전자산평가액 최고 액수는
약 59억 원, 최저 액수는 약 4백3십만 원이다. 신규분양주택의 평균가격이 약 2억3천8백만 원
이기에 토지등소유자가 새로 분양된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1인당 약 8천2백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추가부담금이 종전자산가격의 절반 가까이 이르고, 해당 주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상당한 금액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의 관련업체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10% 넘는 약 152여 명(2016년 60명, 2017년
92명)이 토지등소유자 자격(토지 건축물 소유권과 분양권)을 매매하였다. 이들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아파트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Ⅲ. 자료 및 분석

정비사업에 관한 주민의식조사는 주거(환경)만족정도, 정비사업의 장애요인, 사업방향,
거주계획, 조합에 대한 신뢰, 개발방식 등을 중심으로 몇 차례 이루어졌다(김행종 오정석,
2012; 이인석 외, 2015; 정경만 권대중, 2013). 그러나 위 연구들은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이웃관계, 사회적 관계, 공동체 등에서의 변화나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의사결정시 고려하는 주요 요인 등에 관심을 갖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주요 설문항목이 다르다. 물론 신축/상업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축출되거나,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주택/상가 세입자들의 경험을 사회적
관계의 변화, 경제적 압력, 그에 따른 개별적 집단적 대응을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 등의
보다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몇 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다(신현준 이기웅편,
2016; 신현방 엮음, 2017). 본 연구는 위의 연구들과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연구대상이
대규모 정비사업 주민들이라는 점, 그리고 연구방법으로 양적 방법인 설문조사를 활용한다
는 점에서 또한 다르다.
본 연구는 OO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
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임)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한 면접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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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지등소유자는 총 1,432명이었고, 이 가운데 420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응답결측치
등 불성실한 표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04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해당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 1,432명, 즉 모집단을 고려했을 때 304개의 표본에 대한 통계분석은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는 ±5%이다.7)
조사항목은 총 34개 문항으로, 성별, 연령, 거주형태, 거주연수, 종교를 포함한 사회인구학
적 문항과 정비사업에 대한 인지 참여 동의 여부, 정비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정보제
공, 주민의견 반영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변화, 정비사업에 관한 주된 정보의
원천, 관련기관의 신뢰/불신의 정도, 살림살이와 삶의 만족도의 변화, 그리고 사업완료
이후의 재정착 의향 정도 등이다. 성별, 거주형태, 종교, 주요 정보출처, 신뢰/불신 대상,
영향력 행사자, 의사결정시 고려사항 등은 명목변수로 측정하였고, 정비사업 관련 의사와
태도 등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 기술통계량(  =304)
변수

속성

사례 수(유효%)

변수

속성

사례 수(유효%)

남자

141(46.4%)

거주형태

자가

257(84.5%)

여자

156(51.3%)

임차

47(15.5%)

20대

5(1.6%)

0~5년

61(20.1%)

30대

30(9.9%)

6~10년

61(20.1%)

40대

57(18.8%)

11~20년

75(24.7%)

50대

109(35.9%)

21~30년

38(12.5%)

60대

66(21.7%)

31년 초과

19(6.3%)

70대 이상

36(11.8%)

성별
거주년수

연령

표본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분포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46.4%이고, 여자는 51.3%로 여자가 5.1%p 많다. 거주형태를 보면 응답자의 84.5%가
자가이고, 임차는 15.5%이다. 이는 해당 정비사업에 살고 있는 전체 주민들의 거주형태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거주형태이기 때문에 임차의 비율이 낮은 것이다. 설문에 응한
토지등소유자의 연령대는 50대(35.9%), 60대(21.7%), 40대(18.8)순으로 많았고, 20대
7) 1,432명의 모집단에서 샘플 수 304개의 신뢰구간 계산식은 서베이몽키 웹사이틀 참조하였다.
https://www.surveymonkey.com/mp/sample-size-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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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가 가장 작았다. 종교는 개신교가 21.4%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특정한 종교가
없는 사람이 과반(49.3%)에 가깝다. 이후 분석에서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거주형태와 종
교는 주민들의 정비사업 관련 의식이나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년수는 5년까지가 20.1%, 10년까지가 20.1%, 20년까지가 24.7%이다. 31년 이상 거주자
도 6.3%에 이른다.
304개의 표본에 대한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PASW Statistics)을 활용하였다.
먼저, 주요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해당 지역
주민과 비교한 본인의 생활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30.3%가 스스로를 중간보다
낮게 평가하고(중하 24.7%; 하 5.6%), 16.5%가 중간보다 높게 평가하였다(중상 14.5%;
상 2.0%). 정비사업 내에서의 주관적 평가이기는 하지만, 통계청의 <2017 사회조사>의
19세 이상의 계층의식과 비교했을 때 상층이 많고, 중하나 하층이 적다는 것이 흥미롭다.
표 4.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및 비교(단위: %)

○○정비사업

상

중상

2.0

14.5

중

16.5
상상
2017년 사회조사

0.7

중하

하

24.7

5.6

51.6
상중

중상

1.9

21.1

2.7

30.3
중하

하상

36.5

23.9

57.6

하사
15.8
39.7

응답자들에게 본인을 포함하여 몇 명의 가족과 함께 사는지를 물었는데, 4인 이상
가구 수가 40.1%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수는 7.7%로 가장 적다. 2016년도 전국평균 가
구원 수와 비교해 보면 해당 사업지구는 1인 가구 수는 2016년도 전국조사의 27.9%와
비교해 볼 때 7.7%로 아주 낮고, 4인 이상 가구 수의 경우에는 24.5%보다 훨씬 높은 40.1%

임을 알 수 있다.

표 5. 가구원 수 분포 및 비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비고

○○정비사업

7.7%

24.2%

27.9%

40.1%

 =297

2016인구총조사

27.9%

26.2%

21.4%

24.5%

평균가구원 수: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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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의 축소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선진국들의 평균 가구원 수는 약 2～2.5명
수준이고, 1인 가구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0년 5.2명에서 2016년
2.5명으로 줄었고, 주된 가구의 유형 역시 4인 가구, 2인 가구, 그리고 2015년부터는 1인
가구로 바뀌었다.8) 1인 가구 증가는 혼인율 감소와 초혼연령 지체에 따른 독신가구 증가,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사업지구에서 나타나는 낮은 1인 가구 비율과 높은 4인 가구 비율은 한국사회
에서 일반적인 가구원 수 변화경향, 즉 가족구성원 수의 감소와 1인가구의 급증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저개발이나 낙후 지역에서 발견되는 많은 가족이 작은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과 해당 지역에 젊은 20～30대의 1인 단독가구 유입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응답자와 연령에 따라서 가구원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명목척도로 측정된 두 변수의 관계를 조사하는 통계기법인  독립성검증(chi-square
independence test)를 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 수가 작은 20대와 30대를 하나의 범주로,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을 각각 독립된 연령집단으로 조정하였다. 분석결과 카이제곱
값은 45.276,  -value는 .000으로서,  =.001수준에서 연령에 따라 가구원 수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그림 1>을 보면 50대에서 4인 이상 가구원 수가 두드러지게 많고,
60대 이상에서는 2인 가구원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연령*가족 수

8) 가구원 수별 가구구성과 평균 가구원 수, 통계청 자료를 재구성.
인구총조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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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보통’이 53.6%, ‘아는 편’이 26.3%,
‘매우 잘 안다’가 7.6%로 정비사업의 인지정도는 상당이 높았다. 정비사업 관련 총회,
설명회, 공람 등에 어느 정도나 참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역시 13.5%(전혀
안함, 안하는 편)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모두 참여
한다’는 응답자도 16.8%에 달했다(<표 7> 참조). 또한 사업인지정도와 사업진행과정에
참여정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업에 대해 많이 알수록 참여도가 높고, 그 역으로
참여도가 높을수록 많이 안다고 할 수 있다(<표 8> 참조).9)
표 6. 정비사업 인지정도와 참여정보의 빈도
평균

전혀 모름(1)

모르는 편(2)

보통(3)

아는 편(4)

매우 잘안다(5)



3.28

1.3%

12.5%

53.6%

26.3%

7.6%

304

전혀 안함

안하는 편

보통

하는 편

모두 참여

3.6%

9.9%

37.8%

31.9%

16.8%

인지정도

참여정도
3.48

304

표 7. 정비사업인지정도와 참여정도의 상관관계
인지정도

**

인지정도

1

참여정도

.498**

참여정도


304

1

304

 <.01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관련 정보를 주로 누구로부터 얻고, 누구를 가장 신뢰하거나
불신하는지, 그리고 정비사업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해보았
다. 조사결과를 보면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정보출처이자(44.2%), 또한 동시에 가장 신뢰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31%). 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를 사업시행사인 도시공사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었다(20.4%). 응답자들은 도시공사를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보지만
(30.5%), 정보출처의 주된 대상은 아니다(11.7%). 주민들에게 도시공사는 상대적으로
많이 신뢰하고(28.2%), 또 동시에 불신하는 대상이다(23.6). 이런 양가적인 평가는 토지등소
유자들의 일부(가령 비대위)가 도시공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실제로
주민대표회의와 도시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일정과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를
9) 상관계수 값은 -1부터 +1까지이고, 부호는 관계의 방향을, 절대 값은 관계의 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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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대위가 구성되었으나, 비대위 역시 대부분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
(37.7%)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표 8. 주요 정보원, 신뢰대상, 불신대상, 영향력 있는 기관의 분포
주요정보원

신뢰대상

불신대상

주민대표회의

44.2%

31.0%

16.2%

주민대표회의

20.4%

이웃

16.1%

3.5%

2.8%

지역유력인사

4.5%

도시공사

11.7%

28.2%

23.6%

도시공사

30.5%

기타

10.6%

5.3%

7.4%

기타

2.4%

가족친지

8.8%

15.8%

3.9%

주민

19.9%

언론

4.0%

2.1%

1.4%

언론

1.0%

비대위

3.3%

2.5%

37.7%

비대위

2.3%

00시

1.5%

11.6%

7.0%

00시

18.2%

100.0%(274)

100.0%(284)

100.0%(284)

소계(N)

영향력 있는 기관

100.0%(292)

사업진행과정에서의 정보제공, 주민의견반영, 종전자산평가, 이주대책, 분양가격, 그리
고 주요 행위자인 주민대표회의와 도시공사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보통(3점)보다 낮다. 특히, 종전자산평가(2.26)와 분양가격(2.46)에 대한 평가가
낮고, 정보제공(2.95)이나 주민대표회의(2.83)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만족스럽게 나타
났다. 도시공사에 대한 평가(2.75)는 주민대표회의보다 낮은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신뢰/불신
등에 대한 평가와 연결된 것을 보인다.
표 9. 정비사업 과정, 내용, 주요기관에 대한 평가
평균

매우 불만(1)

불만(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정보제공

2.95

3.3%

15.4%

65.6%

14.4%

1.3%

299

주민의견반영

2.77

5.3%

23.7%

59.2%

10.5%

0.3%

301

종전자산평가

2.26

20.7%

39.5%

32.2%

7.0%

0.3%

301

이주대책

2.72

6.0%

26.4%

56.9%

10.7%

-

299

분양가격

2.46

14.0%

35.5%

40.5%

10.0%

-

299

주민대표회의

2.83

15.0%

19.9%

62.5%

12.0%

0.7%

301

도시공사

2.75

6.7%

24.1%

57.9%

10.4%

1.0%

299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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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 대한 초기와 현재의 동의 여부를 살펴보면, 평균값은 3.78에서 3.79로 아주
미미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부정적인 태도(무척 반대, 반대하는 편)를 보인사람
이 2.7% 줄고, 중립이 3.3%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입장과 초기입장은 양측
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표 10. 정비사업에 대한 입장
평균

무척 반대(1) 반대하는 편(2)

중립(3)

찬성하는 편(4)

매우찬성(5)



초기입장

3.78

1.3%

5.0%

22.4%

57.1%

14.2%

302

현재입장

3.79

1.0%

2.6%

25.7%

57.4%

13.2%

303

표 11. 초기입장과 현재입장의 상관관계
초기 입장
초기입장

1

현재입장
**



현재 입장

.551

302
**

1

303

 <.01

정비사업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나 삶의 만족에 대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사업완료 이후 살림살이
(3.54)와 삶의 만족도(3.66)에 대한 예상은 훨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비사업으
로 인한 가족친지나 이웃과의 갈등이나 관계악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12> 참조).
표 12. 정비사업 이후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도 변화
평균

매우
나빠짐(1)

나빠짐(2)

가족친지 관계

3.17

0.7%

4.3%

53.9%

이웃관계

3.01

0.9%

13.5%

생활만족도

3.14

2.0%

살림살이(예측)

3.54

삶의 만족도(예측)

3.66

문항

매우
좋아짐(5)



15.5%

1.3%

230

70.2%

15.2%

0.4%

230

6.9%

46.4%

19.1%

1.3%

230

1.0%

6.3%

32.1%

58.5%

2.1%

287

1.0%

3.8%

26.2%

65.4%

3.5%

286

변화 없음(3) 좋아짐(4)

흥미로운 것은 정비사업에 대한 인지정도나 사업완료 후의 삶에 대한 기대는 토지등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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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부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즉, 생활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정비사업에 무관심하고, 향후 살림살이나 삶의 만족도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3. 생활수준을 중심으로 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생활수준

정비사업 인지정도

살림살이 예측

삶의 만족도 예측

1

-.184**

-.156**

-.138*

생활수준
**

 <.01

*

 <.05 (양측검정).

종전자산평가 이전의 이웃과의 관계와 정비사업에 관한 주민들의 태도에서도 흥미로운
관계가 발견된다. 이웃과의 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보면,
이웃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주민일수록 정비사업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관련 설명회
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사업준공 이후에도 더 거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반면 이웃과의 관계가 돈독할수록 주민의견이 정비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분양가격을 불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평가와 정비사업에 대한 현재
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완료 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자 했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주하지 않고자 했다. 거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선된 주거환경
(43.8%)과 경제적 이해관계(28.1%)가 높았다. 다음으로는 가족친지와의 관계(9.1%), 오랜
거주지역이거나 고향이라서(6.2%), 이웃과의 관계(5.8%) 등이다(<표16>참조).
표 14. 이웃관계를 중심으로 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이웃과의 관계
**

 <.01

*

이웃과의
관계

인지
정도

참여
정도

사업 후
거주의사

주민의견
반영

분양
가격

주민대표
회의

현재
입장

1

.262**

.183**

.132*

-.122*

-.224**

-.158**

-.227**

 <.05 (양측검정).

표 15. 사업완료 후 거주의사 분포

거주의사

전혀 없음

없는 편

보통

있는 편

반드시 거주

11

32

47

151

44

 =285

3.9%

11.2%

16.5%

53.0%

15.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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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비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경제적 이해관계(35.8%)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다음으로는 사업과정의 적법성,
주거환경개선, OO시/도시공사에 대한 신뢰, 가족친지와의 관계 순으로 고려되었다. 특히
사업과정의 적법성(15.6%)이 2순위로 고려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표 16> 참조).
표 16. 정비사업관련/거주의사결정요인
정비사업 관련 의사결정(복수응답)

사업완료 후 거주의사

사례 수

사례 수

경제적 이해관계

181

(35.8%)

개선된 주거환경

120

(43.8%)

사업과정의 적법성

79

(15.6%)

경제적 이해관계

77

(28.1%)

주거환경개선

74

(14.6%)

가족 친지와의 관계

25

(9.15)

시 도시공사신뢰여부

68

(13.4%)

오랜 거주지역 고향

17

(6.2%)

가족친지와의 관계

55

(10.9%)

이웃과의 관계

16

(5.8%)

이웃과의 관계

24

(4.7%)

기타

11

(4.0%)

이주 어려움

19

(3.8%)

임시이주지만족여부

8

(2.9%)

도덕 종교적 신념

3

(0.6%)

기타

3

(0.6%)

506

(100%)

274

(100%)



표 17. 거주의사를 중심으로 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거주의사

거주의사

거주의사

1

주민의견반영

.137*

인지정도

.138**

이주대책

.188**

참여정도

.308**

도시공사평가

.302**

생활만족도

.254**

○○시평가

.199**

가족친지와의관계

.270**

정책법평가

.187**

이웃관계

.160**

살림살이예측

.326**

정보제공

.181**

사업만족도예측

.429**

**

 <.01

*

 <.05 (양측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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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사업완료 후 해당지역 거주의사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많이 알고, 정비사
업관련 총회나 공람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친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정비사업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받고, 주민의견
반영, 이주대책, 도시공사와 OO시,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일수록 더 거주
의사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완료 이후의 살림살이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상이 긍정
적일수록 거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정비사업 관련 총회, 설명회, 공람 등의 참여정도는 정비사업인지정도, 정비사업에
대한 평가, 사회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사업완료 이후의 재정착 등과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정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운데 연령과 거주연수에
따라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형태나 주관적 계층의식, 성별,
종교 등의 차이는 참여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인지정도와 정비사업 관련 설명회, 총회, 공람 등의 참여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연령에 따라 응답자를 네 개의 집단(집단1: 20～30대, 집단2: 40대,
집단3: 50대, 집단4: 60대)로 분류하여 집단 간 인지정도와 참여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인지정도의  값은 4.342( <.01), 참여정도의
 값은 7.152(  <.001)로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사후
집단 간 비교를 위한 Bonferroni 방법을 사용했을 때 50대와 40대의 차이(.351)가  =.05에서
유의하다. 참여정도에서는 Bonferroni 방법을 사용했을 때 40대가 50대 집단과 60대 이상
집단보다 각각 -.533, -.718로 낮아  =.05에서 유의하였다.

그림

2.

연령집단에 따른 인지정도 참여정도 집단 간 평균비교

68

도시재생

거주년수에 따른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와 참여정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년수에 따라 응답자를 네 개의 집단(집단1: 0～5년, 집단2:
6～10년), 집단3: 11～20년, 집단4: 21년 이상)로 분류하여 인지정도와 참여정도에 대한
집단간 평균비교를 해보았다. 인지정도의  값은 3.942( <.01), 참여정도의  값은 4.218
( <.01)이고 두 경우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도 확인되듯이
인지정도는 10년 이내의 두 집단(5년 이내, 10년 이내)의 낮은 인지정도와 집단 4(21년
이상 거주)의 높은 인지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고, 참여정도는 집단4의 높은 참여가
두드러진 요인이다. 인지정도의 경우, 사후 집단 간 비교를 위한 Bonferroni 방법을 사용했을
때 집단1(5년 이내 거주)과 집단 2(6～10년 거주)와 4(21년 이상 거주)의 차이(-.430, -.430)
가  =.05에서 유의하고, 참여정도의 경우에는 집단 1과 집단 4의 차이가 .601, 집단 3(11～20
년 거주)과 21년 이상 거주 집단과의 차이가 .512로서  =.05에서 유의하였다.

그림

3.

거주년수에 따른 인지정도와 참여정도 집단 간 평균비교

Ⅳ.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그동안 정비사업(관련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경제적 이해관계
이외의 영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OO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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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2017년 9월’이라는 조사시점과 ‘토지등소유자’라는
조사대상은 본 연구의 범위와 함의에 본질적인 경계를 설정한다. 먼저, 조사대상이 2017년
9월의 토지등소유자이기에,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2007년 이후 자발적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해당 지역을 떠나간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이유로, 어디로 갔는지를 다루지 않았다. 또한 어떤 이유로 새로운 사람들이 OO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되었는지를 묻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지난 8년간 해당 정비사업지구의
토지등소유자의 이주(의 수, 방향, 유형, 사유 등)를 다루지 않았다. 다음으로 ‘토지등소유자’
에 대한 설문조사는 2007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거나/거주하고 있지만 토지등소유자
에 해당되지 않는 세입자, 임차인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들은 해당 정비사업지역에
거주하지만 말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 기실 정비사업의 계획과
시행에서,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정비사업에 관한 인식과 평가를 충분히 고려해야하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또한 여기에는 해당 정비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었던 어린이, 청소년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적 약자도 포함된다. 위 두 가지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해석의 경계임과
동시에 차후의 연구방향을 지시하는 표지이기도 하다.
분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OO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의 4인 이상 가구
비율이 전국가구원 수 조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고, 특히 50대에서 두드러진다. 응답자
들은 전국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층에 속한다는 사람이 약간 높았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정비사업에 무관심하고, 사업완료 후의 삶과 살림살이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았다
는 것은 정비사업에 대한 관여와 기대 정도가 사회계층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비사업에서 주민대표회의, 도시공사, 주민 혹은 이웃은 중요한 정보출처이자, 토지등
소유자가 신뢰할 수 있고 또 영향력 있는 행위자로 간주된다. 비대위의 영향력은 아주
약하고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응답자들은 종전자산평가와 분양가에
대해서는 더 불만스럽게 평가하였으나, 주민대표회의, 정보제공, 주민참여 등에는 조금
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진행으로 가족, 이웃 등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
고, 생활만족도나 살림살이에 대한 기대치도 더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해당 정비사업
은 최소한 현 시점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는 가족관계, 이웃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삶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정비사업 관련 의사결정시에 경제적 이해관계 이외에도 사업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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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가족 친지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선된 주거환경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기대로 사업완료 후
해당 지역에 거주의사를 보였지만, 대략 15%의 응답자는 사업완료 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거래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토지등소유자의 1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해당 사업지구를 떠났고, 지금도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 토지등소유자들의 내밀한 이주사유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현상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당한 금액의 시세차익을 얻고 이주했다. 이들을 포함하여 보다 개선된 주거환경
과 오랜 거주지였던 정비사업구역에서 거주하기보다는 이주를 선택하는, 특히 자발적인
이유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사유와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정비사업
이나 도시재생뉴딜정책에서 고민해야 하는 주거환경과 도시재생의 주체/거주자의 문제
즉, 누구를 위해, 누가 사업을 진행하고, 누가 계속 거주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비사업 관련 총회, 설명회, 공람 등은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또 나이가 많은
응답자일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종전자산평가 이전 이웃과의 관계는 사업에
대한 관심, 참여, 사업평가 등에서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유형의 정비사업
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도 상대적으로 오랜 거주한 주민들의 사회적 연결망과 또
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돈독한 이웃관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아주 긴요할
사회적 연결망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또한 본문에서도 언급하
였듯이 사업완료 후 해당지역의 거주의사는 사업에 대한 인지, 참여, 이웃과의 관계,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향후 삶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 등과 관계가 있다. 결국 특정지역의
거주여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연결망과
같은 복합적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들과도 관련된다는 것이다.
사실 본 연구는 특정 사업이 야기하는 사회영향, 즉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들이 살고, 일하고, 관계를 맺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어떻게 변경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출발하였다. 물론 사회영향의 정도와 방식은 지역과
공동체에 따라 다르기에 사례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능한 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어야 한다(조공장, 2011:45-6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경제, 정체성, 정치구조 등의 요소, 더 나아가 센(Amartya Sen)이 강조하듯이 해당 정비사업
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유를 증진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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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조사까지는 수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도시 쇠퇴를
정의하고(define),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뉴딜정책’이 어떻게 주민들
의 삶, 일하는 방식, 사회적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에 대하여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경제적 이해관계나 사업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의 다채로움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주민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보폭의 계획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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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청년층 신혼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영향요인 분석*
A Study on the Factors of Determinant of Housing Affordability for Young
Generation Rental Householder among the Newly Married Couples
1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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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of determination that
affect housing costs burden which is the housing affordability of newly
married couples. The study used the survey of the housing status of the newly
married couple in 2015. The subject of research is a rental 825 households
belonging to the young generation group among survey respondents. Analysis
conducted a correlation analysis, distributed analysis, and conducted analysis
in the preliminary analysis phase and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models
during the verification analysis phase. Key analysis results include: First of
all, households with excessive housing costs (25 percent of RIR) spend less
money and dual-income help reduce housing cost. Second, it was chosen to
select

housing types for residential type weakness (semi basement,

underground, and rooftop) to reduce housing costs. Thir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housing costs.
Fourth, households with high educational standards and a large amount of
money spent on house chores showed low housing costs. If you look 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a policy, First, public rental housing has becom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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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result of reducing housing costs. Second, the use of mortgage
loans and housing costs for housing financing is shown to be insignificant,
which means that rental deposits and rental deposits are used to house
high-quality housing. Third, the use of loans and loans is attributable to
increased housing costs, and interest rates arising from loans and loans
should affect housing costs and devise ways to relieve housing costs through
savings. Fourth, households living in the Greater Seoul area are highly
dependent on housing costs, so they need to purchase customized ho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expan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주제어: 신혼부부, 청년층, 임차가구, 주거비부담, 결정요인

Keywords: Newly Married Couples, Young Generation, Rental Householder, Housing
Affordability, Factor of Determination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생애주기상 소득 대비 주거비의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거안정을 위하여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뉴스테이 등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강화하면서 주택의 양적 질적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저금리, 집값
상승 기대 저하 등 임차시장에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월세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1)이다(국토교통부, 2016).
임차가구가 자가가구보다 주거비의 부담이 통상적으로 크게 작용한다. 그 중에 신혼부부
가구는 다른 주택 수요계층에 비해 주거이동이 잦고, 주택마련 및 주거환경 안정의 필요성이
1)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45%, 월세가 55%로 이미 월세가 임대주택재
고에서 전세보다 더 많은 상태이며, 임대주택의 계약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가
중심적 임대차계약 형태가 되고 있다. 이에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높고, 전월세 전환율 적용
시 월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월세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임대가구의 주거비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국토교통부, 2007～2015, 재인용; 이상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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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측면에서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상포 외, 2017).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가구 중
57.9%는 대출 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 융자를 받은 가장 큰 이유로 88.3%가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48.0%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며 희망사유로
77.7%가 주거비부담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신혼부부의 세대구성원은
30～34세2)의 청년으로 사회적 신분이 사회초년생이고 중산층 대비 축적된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다.
신혼부부가구 중 임차가구는 전체의 61.3%로써 월세비용이나 보증금 및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융자이용에 따라 소득 대비 큰 주거비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의 선택이나 타 재화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
고충이 있다(이현정, 2013).
또한 신혼부부는 아이를 낳으면 더 큰 집과 양육하기 적합한 주거환경이 필요하고
이는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한정된 소득 내에서 가구형성으로 인한 급격한 주거비의
과부담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봉인식 외, 2016).
출산 이후 발생하는 자녀 교육 육아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점과 일부 세대에서 친가 외가
부모 및 형제의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가중까지 생각한다면 다른 주거취약계층보다 타
재화를 소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감하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은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비부담의 증가는 한정적인 소득에 의해 다른 부문의 지출 감소를
야기함으로써 가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이현정, 2012), 사회적 측면에서
전세공급 부족 및 주택가격 폭등, 임대주택 부족 등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가중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상포 외, 2017).
이러한 배경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정책 수립과 주거비부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혼부부가구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주거수준 특성을 고려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청년층, 저소득층, 대학생, 노년층 등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구형태의 다양화로 가구형
태별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2) 2015년도 신혼부부가구 패널조사 가구 수의 조사데이터 중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통계를 살펴보
면, 설문응답자 총 2,702명 가운데 15～29세 375명, 30～34세 1,320명, 35세 이상 1,007명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30～34세 연령층에 해당한다(주거실태조사 정보제공시스템, 2015년도 신혼부부
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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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혼부부가구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정책조사 자료가 부재하였으나, 최근 국토교통
부에서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를 2014년부터 매년 실시 공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연구들은 최근 들어 다수 발표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거환경만족도, 자가주택 구매의향, 주택점유형태 선택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결정요
인 등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에 속하는 신혼부부 가운데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우대 주거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제주지역 포함)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5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패널조
사의 기준년도인 2015년도이다.
내용적 범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교육 보육비, 식료품
비, 교통비 문제 등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비부담 결정요인 중 가계 및 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융자 금액 및 월 저축액 등과 같은 사회경제특성과
공공임대주택3) 입주여부 주택자금마련 대출상품이용 여부 등 정부지원정책 특성의 요인만
을 한정하여 주거지원정책의 실효성 검증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의 대상은 2010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가구 중 나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5세 미만의 연령을 가진 청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며 초혼부부가구(남
편과 아내 모두 초혼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2015년도(2차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
태 패널조사4)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변수선정 이후 상관관계분석, 분산분석을
3)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민간
건설기업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총칭하며, 영구임대
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및 5년 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다(국토교통부 주거복지종합
정보체계 홈페이지 ‘마이홈’).
4) 국토교통부는 2013년 ‘주거실태조사 운영환경 구축 연구’를 통해 패널조사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정책적 실효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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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주거비와 주거비부담능력

주거비란 주택의 사용자가 주택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주거관련비
용의 총합(Kim & Hong, 2003)으로써, 슈바베지수(Schwabe Index)5)로 측정된다. 슈바베
지수는 가계총지출 대비 주거비 비중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값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다(Schwabe, 1868; 현대경제연구원, 2012).
슈바베지수 산정에서 다루는 주거비 항목은 통상적으로 주거관리비, 수선비, 수도광열
비, 가구 집기 가사용품비를 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관련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
환액을 포함하고, 임차가구의 경우 저축성 수신금리6)를 사용한 보증금(전세금)의 기회비용
과 월 임대료를 포함한다(권건우 외, 2016).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주거비는 슈바베지수보다 축소된 의미로 가구의 주거 서비
스를 위해 지불하는 주거비용 중 주택을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야기되는
부담금, 즉 주택이란 재화 자체의 임대료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주거부담에 대한 ‘지불
능력이 있다(affordable)’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본인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에 대하
여 주거비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의 정도를 말한다(배병우 외, 2013). 주거비부담능
력이란 본인 소득 대비 지나치지 않은 비용으로 일정수준의 주택을 거주하는 상태(Whitehead,
1991; 신수임, 2008 재인용)로 표현할 수 있다.
2014년부터 매년 실시 공표하고 있다. 자료의 구축은 2015년 10월 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58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설문조사와 훈련된 면접원을
통한 1:1 대면면접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주거실태조사 정보제공시스템, 2015년도 신혼부부
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2016).
5) 가계 소득비 가운데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슈바베지수는 빈곤의 척도로 사용되는데,
슈바베지수가 25%가 넘으면 빈곤층에 속한다고 본다. 저소득층일수록 슈바베지수는 높고 고소득
층일수록 슈바베지수는 낮다. 슈바베지수가 높을수록 주거비용 비중이 큰 것이므로 가구의 주택
부담 능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대한민국정부 기획재정부, 2010).
6) 수신금리란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받아들이고 예금주에게 주는 금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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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부담능력’을 미국의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주거비를 위해 소득의 30%보다 많이 지출하는 경우를 과도한 주거비부담(excess cost
burden), 50%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경우는 심각한 주거비부담(servere cost burden)으로
정의하고 있다(Bogdon et al., 1993; 유병선 외, 2017). 적절한 사회적 규범으로써 한
달간의 주거비용은 일주일치 급여 혹은 월소득의 20～25%를 넘지 않아야 한다(Beyer,
1965; 유병선 외, 2017). 우리나라는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주거비 과부담 가구비율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25%를 넘는 가구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강해규 외, 2016).
한편 주거비부담능력은 그 성격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크게 주택취득능력,
대출상환능력, 주거비지출능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룰 수 있다(진미윤, 1998; 홍성조,
2012). 본 연구에서는 어떤 사회경제적 변수가 주거비지출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주거비지출능력 측면에서 접근하여 주거비부담능력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거비 부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잔여소득접근법과 비율대
비접근법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잔여소득접근법은 가구유형이나 가구 규모를 고려하
여 저소득 가구와 소규모 단위의 지역 내 수요를 분석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접근방법으로,
주거비용을 제하고 난 후 남아 있는 소득이 다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Grigsby & Rosenburg, 1975; 배병우 외, 2013). 해당 접근법은 전국
단위를 분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광범위한 변수들은 구득이 쉽지 않다는 단점(신수임,
2008)이 있어 본 연구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접근법이라 판단하였다.
비율대비접근법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위로 나타내는 것(배병우
외, 2013)으로, 대표적으로 PIR(Price to Income Ratio,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RIR(Rent Income Ratio,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그리고 PTI(Payment to Income, 월소득
대비 월상환금액 비율)의 방법들을 통하여 접근가능하다(유병선 외, 2017).
그 중에 RIR은 가구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주거비용을 가구의 월수입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으로, 임차자의 거주비의 가장 중요한 비목은 임대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지불능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Hancock, 1993; 강호석, 2004; 홍성
조, 2012).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표본의 주거비부담능력을 주거비지출능력 측면에서 도출하였으
며, 주거비부담능력을 도출하기 위한 도구로써 비율 대비 접근법 중 하나인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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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부부 우대 주거지원정책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의 조사년도인 2015년도를 기준으로 실행중인 신혼부부
우대 주거지원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크게 주택자금지원을 위한 대출상품정책과 주택마
련을 위한 분양제도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표 1. 신혼부부 우대 주거지원정책(2015년 7월 기준)
구분
주택전
세
자금대
출

대
출
상
품

내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소득수준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출금리 2.3~2.9%(신혼가구 0.5%p우대), 임차보증금의 70% 한도
(수도권 1억4천, 그 외 지역 8천만 원까지)

㎡

-신청가능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2년 일시상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소득수준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 구입자 7천만 원 이하)

수익
공유형
모기지

-부부합산 소득수준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 구입자 7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주택구
입
자금대
출

-대출금리 2.1~2.9%(신혼가구 0.2%p우대), 최고 2억원 이내(LTV, DTI적용)
-신청가능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

-대출금리 수익형 1.5%, 손익형 최초 5년간 연1% 이후 연2% 고정금리
-수익형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호당 2억 원 이내),

손익
공유형
모기지

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손익형 주택가격의 최대 40%(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신청가능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혼인기간 내 출산(입양, 임신)인 경우

분
양
제
도

신혼부부
특별(우선)공급

-공공건설임대주택(15%), 민영주택(10%), 국민임대주택(30%)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70% 이하
-청약저축 6회 이상 납부
-당첨 1순위 혼인기간 3년 이내 유자녀(입양, 임신 포함),
2순위 혼인기간 3~5년 이내 유자녀(동일)
-무주택 세대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당첨순위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동일+3순위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자녀

출처:

2016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의 조사표를 바탕으로 재구성.

신혼부부 우대 주거지원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출상품은 주택전세자금대출과 주택
구입자금대출로 구분하고 있으며, 분양제도는 신혼부부 특별 (우선)공급과 신혼부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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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구분하고 있다.
신혼부부 우대 주거지원정책의 이용 경로는 대출상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
기금에서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수탁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분양제도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관련 종합정보체계인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혼부부 우대 대출상품은 대부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7천만 원 중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신청가능하며 전세자금마련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에 따라 대출금리 0.2%p～
0.5%p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전세자금마련대출의 경우 임차 보증금의 70%를
대출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의 최대 70% 대출가능하고 주택가격 2억
원 이내에서 LTV, DTI7)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우대 분양제도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인 동시에 일 자녀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하며 당첨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진다.
신혼부부 우대 주거지원정책의 공급에 대한 실효성 검증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해당정책이
주거비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에 유의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신혼부부의 전월세
주택자금마련 대출상품의 이용여부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여부를 활용하여 해당 요인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를 크게 ‘신혼부부가구의 주택에 관한 연구’와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고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차별성을 파악하였다.
1) 신혼부부가구의 주택에 관한 연구

초혼연령 상승, 출산율 감소,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최근 사회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신혼
부부가구의 주택 전반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주택 구매의향 자가주택마련에 관한 연구로 박천규 이영(2010)은 프로빗모형과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결혼 후 3년 이내 자녀출산이 주택소비량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는지
7) LTV(Loan To Value ratio)란 담보인정비율로 담보가격의 대출비율(%)를 말하며, DTI(Debt
To Income ratio)란 총부채상환비율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한도를 말한다(국토교통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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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고, 그 결과 3년 이내 자녀출산은 최초 구입 주택소비를 5.3% 줄이는 효과가 있었
으며 현재 자가주택면적을 약 4.2%, 차가주택면적을 4.5% 작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안용진 김주현(2016)은 이항로짓을 활용하여 주택공급 우선순위에 따른 가구,
주거, 제도, 정책 선호특성이 주택 구매의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자녀계획, 이사경험, 청약가입, 공공주택 입주의향 변수에서 정(+)의
영향을, 수도권 거주자 변수는 부(-)의 영향요인을 보이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총소득 변수는 주택 구매의향에 실제적 영향이 매우 미비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창효(2015)
는 확률선택모형을 활용하여 신혼가구의 자가마련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함으
로써 자가 보유 확대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정책 수립에서 신혼부부의 거주지역과
자가 보유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주택점유형태선택에 관한 연구로 이창효 장성만(2016)은 주거환경과 주거의식이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로짓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거환경
은 전세 선택에, 주거의식은 월세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속성
(-)과 주변환경(+)은 전세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고 거주환경(+)은 월세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택을 자산가치에 중점을 두는 가구는 자가선택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신영식 이현석(2017)은 가구의 총소득(LN값)을 종속변수로
두고 신혼가구를 인적, 경제적, 주거특성으로 구분하여 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로짓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혼부부의 자가와 차가 점유형태 분석에서
항상소득과 총순자산이 많을수록 자가 점유확률이 높으며, 맞벌이, 수도권 외 지역, 아파트
거주자가 자가 점유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차이로 지역적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지원과 대출이 자가점유에 유의미한
영향을 밝혀 관련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공공주택 입주의향에 관한 연구로 김주현 안용진(2016)은 이항로짓을 활용하여 공공임
대주택 입주의향 유무에 따른 신혼가구의 가구, 주거, 제도, 정책 선호 특성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변
수 중 육아지원정책, 생활안정정책, 주택마련정책이 모두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택마련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신혼부부가구의 주택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다수 발표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와 2014년도부터 매년 실시 공표되고 있는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를 활용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당 원시자료는 단일 시점의 횡단면 자료특성(안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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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6)을 지니고 있고 신혼부부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의향적 조사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자료의 성질에 따른 연구의 한계점은 공통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동안 신혼부부가구의 주택에 관한 연구를 종합 검토한 결과 구매의향 자가주택마련
연구, 주택점유형태 선택연구, 공공주택 입주의향연구 등 크게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가구의 가구, 주거, 제도, 정책적 특성을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2)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에 관한 연구

먼저 청년층의 주거비용에 대하여 정의철(2012)은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카이제곱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전세가격이 1,000만 원 증가하면
가구형성 확률은 1.3% 감소하며, 전세가격 상승률이 10% 증가하면 가구형성 확률은
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주거비부담에 관하여는 유병선 정규형(2017)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실태를 전세와 월세가구로 구분하고 one-way ANOVA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 월세가구 모두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주택사용면적
이 넓을수록, 시지역에 거주할수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RIR(주거비부담률)
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 전 월세가구 내에서 자산이 많을수록 주거비부담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 3, 4분위 층에서 주거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낮음을 방증한다.
박정민 오욱찬 이건민(2015)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주거환경
부적절, 주거비 과부담, 중층적 주거취약, 비주거취약 집단 등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이행확률과 관련요인을 다항로짓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월세거주는 주거환
경 부적절, 주거비 과부담, 중층적 주거취약의 가능성이 2.2～2.8배 상승하고, 비지상
거주 역시 중층적 주거취약 가능성이 1.7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건우 진창하(2016)는 패널분석을 활용하여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가구 생애주기를
구분하고 슈바베지수와 소득대비주거비를 파악하여 주거비부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슈바베지수를 활용한 분석결과에서 주거비부담은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U형태를 보이며 청년가구층에서 가장 주거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거부문에서 주택점유형태, 기타주택 대비 아파트
거주, 면적, 주거만족도 등이 유의한 수준을 보였고 비주거부문에서는 가구원 수, 근로형태,
월소득 등이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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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비부담에 대하여 배병우 남진(2013)은 서울소재권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출신지역, 점유형태, 주택면적에서 RIR값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왔고 점유형태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연화 최열(2015)은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실증분석하였
는데 분석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사용면
적이 넓을수록 주거비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거주지역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가구형태에 따라 모집단으로부터
특정집단으로 표본을 분류하고 주거비부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파악하여
해당집단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가구형태에 따라 청년층, 저소득
층, 생애주기별, 대학생, 노년층, 월세가구의 주거비부담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15년도 주거실태 패널조사의 연구보고서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신혼부부가구 역시 대부분 사회초년생 세대로서 젊은 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거문
제인 주거비용에 대한 과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외에 다른 형태의 임차가구에
서는 어떤 변수가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
3) 선행연구 종합 및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중 신혼가구 주택에 관한 연구는 연구대상이 정부의 신혼부부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정책의 선호도, 주거환경 및 정주환경 관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채택하고 있으며, 자가주택마련, 점유형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선택에 있어 종속변수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신혼부부 가운데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부담완화를 위한 연구의 진출은 미흡하였다.
임차가구 주거비부담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흐름에 따른 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발맞추어 다양한 가구유형(청년층, 대학생, 취약계층,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부담
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주거취약계층과 같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등으로 주거비부담이 낮은 경향이 있었고, 오히려 대졸자 혹은 소득분위
3～6분위 정도의 저 중소득층 가구에서 주거비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최소 빌라 이상의 주택유형을 선택하면서 좋은 주거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심리와
함께 과도한 전 월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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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다양한 가구유형에
따른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신혼 임차가구
의 특성을 파악하여 주거비부담 요인을 분석한 연구의 사례는 전무하였다. 둘째, 신혼부부가
구는 가구특성상 주거비 외 여러 가지 소비활동이 빈번한 계층으로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특성 및 정부지원정책특성 관련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신혼부부
가운데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주거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측면에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셋째, 신혼부부는 육아 보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택 구매의 실수요자로 전환되지
않고 있으며 임차가구의 경우 그 부담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박천규 외, 2010)되므로
기존 신혼가구의 점유형태 선택, 주택 구매의향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녀의
수 요인을 분석에 고려하였다.
Ⅲ. 분석의 틀
1. 실증분석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고 신혼부부 중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에 어떠한 요인들
이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으로 다중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모형은 종속변수의 총 분산을 보다 많이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설명변수( ,  , ⋯,  )를 투입하는 통계 방법이다(이희연 노
승철, 2015). 다시 말해 독립변수 2개 이상과 종속변수 1개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기
위할 때 사용되는 통계적 분석기법(Song, 2014)으로 여러 개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Yoon, 2011). 모형의 기본 가정은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는 선형이고 종속변수 는  의 값에 의존 정규분포를 따르며 독립변수 의
값에 관계없이 종속변수 의 분산은 일정하다(Datasolution, 2013).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AHP 분석을 활용한 자연취락지구의 관리계획 요소 우선순위 연구 85

는 종속변수의  번째 관측 값,  는 독립변수의 수,  ⋯  는 회귀계수이며,  는
 번째 독립변수의 값,  는 오차항(error term)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이론을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신혼부부 중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을 종속변
수로, 가구특성, 사회경제특성 및 정부지원정책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주거비 부담능력 =  (가구, 사회경제, 정부지원정책 특성)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의 정의를 정책에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혼인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로 규정한다. 신혼부부 관련
정부정책의 실 수혜 대상이 대부분 혼인신고 후 5년차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현실여건
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Korea Housing Survey, 2016).
표본의 규모는 설문조사의 전체응답자 2,702명 중 주택점유형태 자가를 제외한 임차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청년층에 속하는 설문응답가구 825명이다. 표본의 선택에 활용된 임차
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구와 전세가구를 의미한다. 부모님댁 관사 사택 등 무상거주가
구(160가구)는 주거비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판단하여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보증금 없는
월세가구(6가구)는 분석에 활용하기에 표본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려워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총 세단계로 진행한다. 첫째, 변수의 선정이다. 2016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의 설문항목 가운데 동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구축된 변수들을
참고하여 주거비부담능력에 유의미한 변수 및 신혼부부가구 특성에 적합한 변수를 선별하
였다. 가구특성, 사회경제특성 및 정부지원정책특성으로 독립변수를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종속변수는 주거비부담능력이다. 표본의 주거비부담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접근법
중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임차비용 중 전세금 및 월세보증
금은 한국감정원에서 공표한 종합 월세이율을 고려하여 월세로 전환하여 합산하였다.
둘째, 예비분석단계이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과 채택한
변수들이 분석 사용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변수 검증을 실시하였다. 변수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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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1차 단계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 간 상관성을 검토하였고, 2차 단계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여 변수의 객관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분석모형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실증분석단계이다. 청년층에 속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문제에 대한 주거지원정책 측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거비부담능력
의 수준에 따라 표본의 집단을 주거비 과부담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로 구분하였다.
주거비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도구는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후 결과에
대한 해석과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변수선정

분석에 활용할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2>와 같다. 종속변수인 주거비부담능력은
RIR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가구의 월소득 대비 가구의 월임대료 비율로 산정한
다.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다(유병선 외, 2017).

 

  
   
 

*   는 시점,  가구의 월임대료
(보증금은 한국감정원 주택종합 월세이율 적용)
*   는 가구  의 가구의 월소득

임차비용 중 전세금과 월세가구의 보증금은 월세이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전환하여
합산하였다. 분석에 적용한 월세이율은 본 연구의 활용자료인 2016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
태 패널조사가 실시된 시기를 기준(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공표8)
한 2015년 10월 주택종합 월세이율9)인 0.59%를 적용하였다.
8) 한국감정원에서는 매달 주택유형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공표하고 있으나 전월세전환율에 있어
지역 간 차이 및 주택유형에 따른 차이까지 본 연구에서 분석하진 못하였고 주택종합의 전월세전환
율만 적용하였다.
9) 월세이율은 전월세전환율을 12개월로 나눈 결과 값으로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그 반대이다[전월세전환율={연간 임대료/(전세금-월세보증금)}×100]. 2015년 10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7.1%, 월세이율은 0.59%이다(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자세한 공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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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선정
구분

변수 명

단위

종속변수

주거비부담능력

%

수도권거주 여부

더미

수도권(서울 경인권)=1, 비수도권=0

결혼연차

연차

1년차=1, 2년차=2, 3년차=3, 4년차=4, 5년차=5

맞벌이 여부

더미

맞벌이=1, 외벌이=0

공동주택거주 여부

더미

공동주택 거주=1, 기타유형(단독주택 등)=0

주택유형 취약 여부

더미

주택유형취약(반지하 지하 옥탑거주)=1, 기타유형=0

교육수준

학력

고졸 이하=1, 대졸 이하=2, 대학원 이상=3

자녀 수

명

생활비보조

더미

부부자금

%

월 저축액

만 원

저축을 위해 사용된 월 평균 저축액

대출 융자금

만 원

대출 융자 이용금액(원금)

주택자금마련대출

더미

정부지원 주택자금마련 대출상품 이용경험 있음=1,
없음=0

공공임대주택

더미

공공임대주택 거주함=1,
기타유형(일반임대주택거주)=0

가구특성

사회경제특성

변수설명
RIR값= 월임대료/월소득×100

부부사이 현재 자녀의 수
부모로부터 생활비보조 도움 받음=1, 안 받음=0
거주주택의 비용마련을 위해 부부의 자금이 들어간 금
액의 비율=순수 부부자금/주택비용×100

정부지원정책특성

다중회귀모형에 이용된 독립변수는 가구특성, 사회경제특성 그리고 정부지원정책 특성
변수이다. 가구특성은 독립변수 중 인구학적 특성으로 수도권거주 여부, 결혼연차, 교육수
준, 맞벌이 여부, 자녀의 수, 주택유형 취약여부, 공동주택 거주 여부로 총 7개의 변수가
활용되었다. 결혼연차는 신혼 1년～5년차 중 해당하는 시기를 말하며,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으로 학력을 구분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 모두 변수로
써 활용가능하나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은 서로 상관관계의 정도(상관계수 값 .528,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가 높고 대부분 남편이 가구주인 점을 고려하여 아내의 교육수
준 변수는 제외하고 남편의 교육수준을 변수로 채택하였다. 이 외의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진행하였다.
월세
×  전월세전환율  월세이율 × 개월
다음과 같다.월세이율  
전세금  월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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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특성은 주택마련에 사용된 금액 중 순수 부부자금의 비율, 대출 융자 이용금액,
월 저축액, 부모로부터 생활비보조 유무로 총 4개의 변수가 활용되었다. 대출 융자 원금에
대한 월 이자 지출액이 주거비부담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변수선정에 고려하였으나, 대출 융자 이용금액 변수와 서로 높은 상관관계(상관계수 값
.625,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를 보임에 따라 변수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부부자금의
비율, 대출 융자 이용금액 및 월 저축액 변수는 연속변수이며 부모로부터 생활비보조
유무 변수는 더미 변수 처리하여 진행하였다. 정부지원정책특성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여부,
주택자금마련 대출상품 이용여부로 총 2개의 변수가 활용되었으며 더미 변수 처리하여
진행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분석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3>과 같으며, 인구통계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통계분석
방법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가 구축된 표본의 총 규모는 , 그 가운데 주택점유형
태 임차가구 중 보증금 있는 월세와 전세로 구분하면  =1,613이며, 조사응답이 불성실하여
생성된 결측값  =73을 제외하면.  =1,540이다. 임차가구로 분류된  =1,540 중 청년층에
속하는 나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5세 미만에 해당하는 표본을 선별하면 분석에 활용할
표본의 규모는  =825 이다.
수도권거주 여부에 대한 빈도값은 RIR 25% 이상에서 수도권거주가 183명(80.6%)이며
RIR 25% 미만에서 수도권거주가 331명(55.4%)로 두 집단 모두 표본의 절반 이상이 수
도권에 거주한다.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표본이 주거비부담이 높게 나타난다. 결혼연차는
두 집단 모두 평균 2.19년, 2.37년이고, 맞벌이가구는 RIR 25% 이상, 25% 미만에서 각각
113명(49.8%), 249명(41.6%)이다.
교육수준은 RIR 25% 이상, 25% 미만 두 집단에서 대졸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각각
183명(80.6%), 464(77.6%)이다. 자녀의 수는 각각 평균 .89명과 .95명으로 자녀 한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자녀가 없는 가구는 각각 68명(30.0%), 184명(30.8%)이고 자녀가 한 명인
가구는 118명(52.0%), 269명(4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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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구통계적 특성
RIR 25% 이상(  =227)

RIR 25% 미만(  =598)

빈도(%)

빈도(%)

수도권

183(80.6)

331(55.4)

비수도권

44(19.4)

267(44.6)

1년차

96(42.3)

203(33.9)

2년차

48(21.1)

159(26.6)

3년차

43(18.9)

102(17.1)

4년차

25(11.0)

81(13.5)

5년차

15(6.6)

53(8.9)

평균(표준편차)

2.19(1.273)

2.37(1.310)

맞벌이

113(49.8)

249(41.6)

외벌이

114(50.2)

349(58.4)

고졸 이하

27(11.9)

99(16.6)

대졸 이하

183(80.6)

464(77.6)

대학원 이상

17(7.5)

35(5.9)

무자녀

68(30.0)

184(30.8)

1명

118(52.0)

269(45.0)

2명

40(17.6)

138(23.1)

구분

수도권거주

결혼연차

맞벌이여부

교육수준

자녀수

*

3명

1(.4)

7(1.2)

평균(표준편차)

.89(.695)

.95(.764)

전체표본의 수(유효  =825, 결측  =0), (단위: 명,

%).

표본의 사회경제 정부지원정책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명목형 변수인 정부지
원정책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지원정책의 일반적 특성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는 RIR 25% 이상에서 거주자가 10명(4.4%)이며 RIR 25% 미만에서 거주자가 111명
(18.6%)이다. 주택자금마련 대출이용경험은 RIR 25% 이상에서 이용자가 112명(49.3%)이
며 RIR 25% 미만에서 이용자가 243명(40.6%)이다. 두 집단 모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그 수가 미비하며 절반이 주택자금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경험이 있다.
사회경제의 일반적 특성 중 거주주택마련을 위해 사용된 순수 부부의 자금금액의 비율
(%)인 부부자금변수는 RIR 25% 이상에서 최대값 100%, 평균 44.43%이고 RIR 25%
미만에서 최대값 100%, 평균 49.59%으로 나타나, 주거비과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주택마련
에 부부의 자금이 적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저축액(만 원)은 RIR 25%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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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값 400 만 원, 월 평균 83.42만 원을 저축하며 RIR 25% 미만에서 최대값 400만
원, 월 평균 78.76만 원을 저축한다. 주거비과부담 가구에서 저축금액이 더 많다. 대출 융자
금(만 원) 이용금액은 RIR 25% 이상에서 최대값 24,000만 원, 평균 3635.15만 원을 이용하였
으며 RIR 25% 미만에서 최대값 30,000만 원, 평균 2546.79만 원을 이용하였다.
표 4. 사회경제 정부지원정책의 일반적 특성
정부지9원정책 특성
RIR 25% 이상(  =227)

RIR 25% 미만(  =598)

빈도(%)

빈도(%)

거주함

10(4.4)

111(18.6)

거주 안 함

217(95.6)

487(81.4)

대출이용

112(49.3)

243(40.6)

이용 안 함

115(50.7)

355(59.4)

구분

공공임대주택

주택자금마련

사회경제적 특성
구분

부부자금
(%)

월 저축액
(만원)

대출 융자금
(만원)

RIR 25% 이상(  =227)

RIR 25% 미만(  =598)

최소값

0

0

최대값

100

100

평균

44.43

49.59

표준편차

30.977

37.685

최소값

0

0

최대값

400

400

평균

83.42

78.76

표준편차

69.207

68.608

최소값

0

0

최대값

24000

30000

평균

3635.15

2546.79

표준편차

4607.341

3449.733

전체표본의 수(유효  =825, 결측  =0), (단위: 명,

%).

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실증분석에 앞서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증을 위하여 변수 간 독립성 정도의 확인
및 다중공선성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공선성 통계량
인 VIF(분산팽창계수)값을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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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의 정도는 0에서 ±1사이로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Song, 2014). 상관관계분석 결과 분석에
활용할 모든 변수의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은 ±0.3 미만으로 분석되었고 변수 간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공선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VIF(분산팽창계수)값이
10 이상일 경우에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모든 변수에서 VIF값이 2 이하로
안정적인 값을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분석결과

청년층 신혼부부 가운데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의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차가구 전체, RIR 25% 이상의 주거비과부담가구, 그리고 RIR 25％
미만의 가구로 표본을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중회귀모형의 적합
성 검정을 위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분산분석 결과
제곱함

자유도

평균제곱



유의확률

회귀모형

31784.728

13

2444.979

15.359

.000b

잔차

129261.437

812

159.189

합계

161046.164

825

회귀모형

6214.531

13

478.041

2.550

.003b

잔차

39924.272

213

187.438

합계

46138.803

226

회귀모형

3253.409

13

250.262

7.678

.000b

잔차

19035.496

584

32.595

합계

22288.905

597

모형
임차
전체

RIR
25%
이상
RIR
25%
미만

임차가구 전체에 대한 모형에서  값은 15.359, 유의확률은 0.000( <.05)으로 나타났으
며, RIR 25% 이상과 RIR 25% 미만 모형 또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임차가구 전체의 회귀식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계수인  값은 0.444로 나타나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19.7%( 값
=0.197) 설명하고 있다. Durbin-Watson값은 1.812으로 잔차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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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다중회귀모형 분석결과
청년층 신혼임차가구

사회
경제

정부
정책

RIR 25% 미만

 -stat

 -value

-stat

 -value

 -stat

 -value

4.139

.000

4.364

.000

8.985

.000

수도권거주

8.656

.000**

3.193

.002**

5.501

.000**

결혼
연차

-1.751

.080*

-1.194

.234

-.529

.597

맞벌이 여부

1.057

.291

-2.017

.045**

1.031

.303

공동주택거주

6.855

.000**

2.736

.007**

3.803

.000**

주거유형취약

-1.589

.112

-.467

.641

-2.038

.042**

교육수준

.281

.779

.520

.604

-1.866

.062*

자녀 수

1.208

.228

-.231

.817

2.521

.012**

생활비보조

2.550

.011**

1.747

.082*

-.034

.973

부부자금

-2.557

.011**

-1.099

.273

-3.444

.001**

월저축액

-.159

.874

-2.256

.025**

2.808

.005**

대출 융자금

1.799

.072*

.502

.616

.357

.721

주택자금마련

-.332

.740

-1.322

.187

1.464

.144

공공임대주택

-6.132

.000**

-1.099

.273

-4.261

.000**

상수

가구

RIR 25% 이상
(주거비과부담가구)

임차전체

변수특성



.444

.367

.382



.197

.135

.146

수정된  

.185

.082

.127

Durbin-Watson

1.812

2.167

1.891



종속변수:

RIR(%), *

 <0.1,

**

 <0.05.

가구특성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비과부담 가구(RIR
25% 이상)집단에서 맞벌이를 하고 월 저축을 많이 할수록 주거비부담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RIR(월임대비/월소득×100)이 높을수록 가구의 월 소득이 낮거나 혹은 소득수
준 대비 과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집단에서는 맞벌이와
저축과 같이 금전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주거비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주거비부담이 과하지 않은 가구 RIR 25% 미만 집단은 RIR이 상대적으로 낮아 월 소득이
높은 층이거나 상대적으로 임대비가 저렴한 곳에 살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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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맞벌이 여부는 주거비부담에 영향관계가 없으나, 월 저축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주거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정된 소득으로 임대비가 저렴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할수록 고정 지출인 임대비에 대하여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과하지 않은 가구(RIR 25% 미만 집단)에서 주거유형취약을
선택한 가구는 주거비부담이 줄어들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주거비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계층은 저소득 계층으로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거유
형으로 주거유형취약 수준(반지하 지하 옥탑)의 주택을 선택하고 있고 자녀 수 증가가
주거비부담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계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RIR 25% 미만 집단에서 주거비부담이 과하지 않는 원인은 해당 집단의 성질이
저소득층이거나 고소득층에 속하는 계층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 교육수준이 높고
주택마련비용에 순수 부부의 자금이 사용된 금액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결과는 청년층 신혼임차가구집단에서 학벌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높으며
축적된 자산이 많음을 증명한다.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의 정책적 실효성 차원에서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수록 주거비부담을 줄이는 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이 신혼부부계층에서 주거비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둘째, 주택자금마련을 위한 대출상품은 주거비부담을
줄이는 데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본인의
경제수준을 초과하여 양질의 주택을 입주하기 위하여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 대출이 이용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년층 신혼임차가구집단 전체에서 일부는 부모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받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주거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주거비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가구는 신혼부부가 경제적 자립도가 낮고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상태라면 주거비부담의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출 융자금이 많을수록 주거비부담 증가에 유의미
한 결과를 나타낸다. 대출 융자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거비부담이 가중될
뿐 주거비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대출 융자를 이용하여도 대출 융자로부터
나오는 이자금액의 부담(상관관계분석 결과 대출 융자 이자금과 대출 융자 원금사이
상관관계는 높음, Pearson 상관계수 값 .616)으로 주거비부담의 수준은 나아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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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저소득층의 청년층 신혼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생활비를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으며 저금리대출을 확대하여 주거비부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비부담의 수준(RIR값의 크기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유의성을 나타내는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 거주가구와 공동주택 거주가구는 주거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 모두가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주거비부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규모가 클수록 RIR값이 크다고 증명한 선행연구(Yoo &
Jeong, 2017)와 같은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주거비부담의 수준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에
거주할수록 주거비부담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신혼임차가구는
공동주택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본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수도권 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 신혼임
차가구는 주거비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해결책으로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청년층에 속하는 신혼부부 가운데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우대 주거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거안정 및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가구 전체의 집단에 대하여 종속변수인 RIR값(주
거비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비율)에 대한 변수의 영향 여부
및 관계를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여부, 공동주택의 거주여부, 부모로부터 생활비보조 여부,
대출 융자금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혼연차, 주택마련비용에 순수 부부의 자금이
사용된 금액비율, 공공임대주택 거주여부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RIR 25% 이상인 집단(주거비과부담 가구)에서는 수도권 거주여부, 공동주택의
거주여부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맞벌이 여부, 월저축액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RIR 25% 미만인 집단(상대적으로 주거비부담이 과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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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은 수도권 거주여부, 공동주택 거주여부, 자녀 수, 월저축액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주거유형의 취약여부(반지하 지하 옥탑에 거주하는 가구), 교육수준(학벌), 주택마련비용
에 순수 부부의 자금이 사용된 금액비율, 공공임대주택 거주여부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혼부부계층 전용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분석결과와 같이 공공임대주
택 거주여부가 RIR에 부(-)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신혼임차가구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할수록 주거비부담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과 같이 대도시권에서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공공임대
주택공급의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공공임
대주택 거주자는 20% 내외로 공급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신혼부부의 특성상 출산으로
인한 자녀 수 증가의 가능성과 교육 보육환경을 중시한다면 공동주택 거주의 선호는
당연한 것이나 생애주기상 사회초년생인 동시에 가구형성의 단계로 저축된 자산이 적고
목돈이 쓰일 일이 많음으로 해당 계층에서 공동주택의 거주가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현재 수도권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이 있으며 1인 가구, 노년층과 함께 동일평형의 주택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석결과에서 자녀의 수 증가에 따라 RIR이 상승됨을 파악하였다. 생애주기상 신혼부부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1인 가구와 구분하여 가구형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혼부부 전용의
주택상품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은 연립 다세대와 같은
주택유형보다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규모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주거지원정책 차원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의 결혼연차를
고려한 맞춤형 대출상품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청년층 신혼임차가구 전체집단에서 결혼연
식이 짧을수록 주거비부담은 정(+)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신혼부부 중에서도 청년층에
속한 임차가구는 결혼연식에 따라 주거비부담정도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해당계층에서
결혼연식에 따라 자격을 구분하여 주택자금마련상품의 내용을 다르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부모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받는 가구 또한 오히려 주거비부담에 정(+)의 영향관계를
보임에 따라 청년층 신혼임차가구가 경제적 독립을 도모하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결혼초기 단계에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상품들의 규제가 지금보다 완화되고 공급이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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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RIR 25% 이상의 주거비과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교육 보육에 대한 정부의
보조지원이 필요하다. 주거비과부담 가구는 맞벌이를 할수록 주거비부담이 부(-)의 영향관
계를 가지고 있어,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해야 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가구는 맞벌이가구가 많음으로 자녀의 교육 보육 지원과 돌봄이 특히 필요한 계층이라
고 볼 수 있다.
넷째, 맞벌이를 하는 주거비과부담 가구는 저축에 관련한 적금우대상품이 필요하다.
해당 가구에서 월저축액이 많을수록 주거비부담은 부(-)의 영향관계가 있음으로 주거비를
완화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저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순수 부부자금이
많을수록 주거비부담은 부(-)의 영향관계를 나타낸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대출 융자를
이용하는 것은 대출 융자금으로 발생하는 월이자 납부가 주거비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출 융자 사용을 장려하기보다는 저축을 통하여 부부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저소득층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 신혼부부가구
보다 저소득 신혼부부가구에서 순수 부부자금만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경우와 부모 등으로
부터 상속 무상 지원을 받아 마련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신혼부
부 가구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고, 현재의 주택자금 대출여건
상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소득 대비 대출한도 등의 조건에 따라 자금마련의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2016). 주거유형취약(반지하 지하
옥탑에 거주하는 가구)을 선택한 가구에서 주거비부담은 부(-)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어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거유형취약을 선택하며 이는 삶의 질이 낮음에
따라 가구형성의 기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된다.
신혼부부가구의 주거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
서 본 연구는 주거비부담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층의 임차가구에 한정하여 사회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주거비부담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규명한 연구로는 초기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
을 갖는다. 첫째, 실증분석에서 다중회귀모형이 다소 낮은 설명력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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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정시점에 모집된 가구집단을 가지고 분석된 결과내용을 가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표본은 총 825가구로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대졸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전국의 청년층 신혼임차가구의 특성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능력과 영향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러 요인 가운데 외식, 문화활동, 여행, 쇼핑의 빈도 등 주거비부담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변수특성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청년층 신혼임차가구의 가구특성 중 직업(자영업, 사무직, 전문직, 아르바이트
등) 및 근무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에 대한 변수의 추가 고려가 필요
하다. 다문화가정 또한 앞으로 신혼의 가구형태 중 하나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바, 해당 가구형태에서 주거비부담의 영향요인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남편 아내의 국적 및 거주주택 비용마련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해규 박세경 정해식 이민경 이정은 김보영 안혜영 주은수 조미형 성은미, 2016. “지
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
강호석, 2004. “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 18(1): 257-280.
권건우 진창하, 2016. “생애주기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주택연
구 , 24(3): 49-69.
권연화 최열, 2015. “노년층의 가구구성 및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비 부담능력에 관한
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35(4): 977-986.
김주현 안용진, 2016. “신혼가구 공공주택 입주의향의 의식변화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
석”, 한국주거학회 , 28(2): 99-104.
김혜승, 2004. “주거비지불능력 개념에 기초한 주거비보조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486.
데이터솔루션 컨설팅팀, 2013. SPSS Statistics , 데이터솔루션.
박정민 오욱찬 이건민, 2015.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98

도시재생

주거취약 유형화와 관련요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46(2): 101-123.
박천규 이영, 2010. “결혼 후 3년 이내 출산이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
18(1): 27-39.

배병우 남진, 2013.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
23-38.

서울도시연구 , 14(1):

봉인식 장윤배 최혜진, 2016. “경기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방안 연구”,

정

책연구 , 1-74.
성영애, 2015. “월세가구의 월세부담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비자학회 ,
26(6): 161-178.

송지준, 2014.

통계분석방법 , 21세기사.
신수임, 2008. “서울시 임차가구의 주택지불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신영식 이현석, 2017. “신혼부부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부동산도
시연구 , 9(2):135-150.
안용진 김주현, 2016. “주택공급 우선순위에 따른 신혼가구 주택 구매의향 영향요인 차이
분석”, 주거환경 , 14(3): 119-131.
양지영, 2008.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따른 내집마련 전략-자격 요건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 주택과 사람들 , 220: 62-64.
유병선 정규형, 2017.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결정 요인 분석: 전세가구와 월세
가구의 차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 26(1): 1-38.
윤대식, 2011. 도시모형론 , 홍문사.
이상포 노정현, 2017.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만족도와 주거환경요인과의 구조적 관계 분
석”, 집합건물법학 , 22: 37-58.
이상포 노정현, 2017. “주거환경이 신혼부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부동
산학회지 , 35(1): 273-289.
이창효, 2015. “자가주택 마련 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신혼가구를 대상으로”, GRI
연구논총 , 17(3): 7-33.
이창효 장성만, 2016. “점유형태 선택과 주거환경 및 주거의식의 관련성 분석”, 지역연구 ,
SPSS/AMOS

32(2): 31-44.

이현정, 2012. “미국 20-30대 1-2인 가구의 주거비부담실태”, 한국주거학회지 , 23(2):
69-77.

이현정, 2013. “예비 사회진출자의 졸업 후 주거에 대한 기대 및 주거비 부담에 대한 인식”,
한국주거학회지 , 24(4): 29-37.

AHP 분석을 활용한 자연취락지구의 관리계획 요소 우선순위 연구 99

정의철, 2012.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학연구 ,
18(2): 19-31.

진미윤, 1998. “도시 근로자가구의 주거비 지불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현대경제연구원, 2012. “현안과 과제: 주거비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홍성조, 2012. “주택부담능력을 고려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정비에 관
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eyer, G.H., 1965. Housing and Society, New York: Macmillan.
Bogdon, A., Silver, J., & Turner, M.A., 1993. National Analysis of Housing Affordability,
Adequacy and Availability: A Framework for Local Housing Strategie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Grisgs, W.G. & Rosenburg, L., 1975. Urban Housing Policy, New York: APS Publications
Inc.
Hancock, K.E., 1993, “Can’t Pay? Won’t Pay? or Economic Principles of ‘Affordability’”,
Urban Studies, 30(1):127-145.
Hong, S.J., 2012.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 Areas with
Concentrated Multi-family Houses Considering Housing Affordability”,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https://www.hnuri.go.kr/main.do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Schwabe, H., 1868. Das Verhältnis von Miete und Einkommen, Berlin.
Whitehead, Christine, M.E., 1991, “From Need to Affordability: An Analysis of UK
Housing Objectives”, Urban Studies, 28(6): 871-887.

접수 2017/12/05, 수정 2017/12/26>

<

도시재생 3권 2호(2017. 12)

101

논 문

임차가구의 주택금융정책 선호특성 분석
: 저금리대출정책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 Analysis of Housing Finance Policy for Rental Household
: Focus on Low-interest Loans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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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analyzed the preference characteristics of housing finance
policies for rental households in order to stabilize housing rental households
and compared to the standard for low-interest loans.
The research data was utilized 2016 housing survey which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search target is homeless
rental households of about 2,300 samples. Analysis conducted a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analysis result is as follows: Rental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more likely to choose from in order Housing loans, Rental loans and
Monthly loans in case the higher the deposit for lease, the more children living
together, the more you’re married.
Rental household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were more likely to choose
from in order Monthly loans, Housing loans and Rental loans in case the more
older. And they were more likely to choose from in order Housing loans, Rental
loans and Monthly loans in case the no received basic living allowance.

* 본 논문은 (사)한국도시재생학회 2016년 하반기종합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과 주저자의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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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과정(주저자: kimxzk@hanmail.net).
b)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공동저자: mhlee99@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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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 First,
policy need to focus on housing finance support in their 20s and 30s. Second,
it is needed to not Monthly-loans but direct housing subsidies or expand the
number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elderly people living in monthly rent and
basic living supply household.
주제어: 월세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주거실태조사

Keywords: Monthly Loan, Rental Loan, Housing Loan, Housing Survey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모든 가구가 시장 메카니즘에 의존해서 적정 수준의 내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체제를 막론하고 국가에서는 주거비 부담능력조차 버거운 취약계층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복지적 차원의 개입을 하고 있다(이종권, 2011). 우리나라는 주거취약계층,
저소득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금융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요 자금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지난 1981년 이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금 설치 이후 주택보급률은
빠르게 증가하였다.1)(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6). 이렇듯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현재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2)
한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서 절대적 주택 부족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1) 기금이 설치된 이후 1981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70.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며
2002년 이후에는 100%를 상회함.
2) 노무현 정부 39만호, 이명박 정부 46만호, 박근혜 정부 55만호를 공급(국토교통부 보도 참고자료,
2016.12.26.)하며,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함.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간 17만호씩 임기
내 85만호를 공급할 예정(청와대 홈페이지)으로 고공임대주택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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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계층 간 주거불균형 해소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이종권, 2011) 또한, 최근 주택공급 증가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및 1인 가구증가
등으로 인구 가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내 주택시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또한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변화하였
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6). 이러한 추세 속에서 주택금융이 가지는 주거안정과
효용증대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금융 수요의 특성에 맞는 주택금융지
원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금융 소비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주택금융의 포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국토연구원, 2014).
2016년 주거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한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정책보다 주택금융지원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실태조사결과와 같이
주택금융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관련 연구의 시사점
은 주택시장에서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는 바, 적절한 수혜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의 선호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임차가구가 저금리대출 유형 선택에 미치는 특성요인
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도출된 분석결과와 현재 시행중인 저금리대출정책 수혜기준
과 비교하여 주택금융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임차가구의 주택금융
지원정책 선호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을 공간적 범위로 선정하였다. 주택금융지원정
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서민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국의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지역별 부동산시장의 편차가 크므로 수도권
(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자료 조사시기인 2016년도이다.
내용적 범위는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주택정책 중 저금리대출정책(월세대출지원, 전세
자금대출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임차가구 중 무주택가구로
한정하였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금리대출제도를 바탕으로 월세보조
금지원은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전세자금대출지원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입자
금대출지원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기준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지원정책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위의 각 정책의 현행기준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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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실증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변수선정을 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임차가구의 주택금융지원정책 선호를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하였다.
Ⅱ. 관련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1.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에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면서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 국민주
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의 역할과 도시계정의 역할로 분류된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
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계정은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 차입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도시재생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주택물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택건설 지원에 있어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제시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6).
주택도시기금을 통하여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2. 주택금융지원정책

주택금융지원정책에는 시중은행 금리에 비하여 저리로 대출해주는 월세대출지원, 전세
자금대출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으로 나누어지고 각 대출지원별로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한다. 대출지원상품 중에서 주택도시기금에 속해 있는 주거안정월세대출, 버팀목전세
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현행 기준을 파악하였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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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일반형 또는 우대형에 속하는 자이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이고,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취업준비생은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이며,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이며,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이다.
대출 대상주택은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이다.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 제도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대출대상은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이다.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다.
3)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 제도는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 제도이다.
대출대상은 단독세대주를 포함(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이다.
대출대상주택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다.
표 1. 주택금융지원정책 정리
구분

대출대상

대출대상 주택

주거안정
월세대출

‧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일반형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
또는 우대형에 속하는 자
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무허가건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을 제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 ‧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수도권(서울,
원이 무주택자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이하인 주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단독세대주를 포함(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전용면
주는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적 85㎡이하인 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자료: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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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최막중 외(2001)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금융의 활성화에 따른 주택
수요 제고효과를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주택금융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주택수요는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주택가격 기준으로
평균 약 1.5～1.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금융은 인구, 소득 등 전통적인 요인
못지않게 주택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수요는 꾸
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정의철 외(2006)는 국민은행의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가구의
주택자금대출시 상환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원 프로빗모형에 기초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소득수준, 주택자금 대출금리, 기타 자산의 수익률 차이 및 매각시의
순자본이득이 대출자금 상환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신승우(2008)은 국민은행의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서민가
구가 주택모기지는 설정시, 대출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민간금융기관의
주택모기지)을 선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항 프로빗 분석 및
표본선택문제하의 이변량 프로빗 모델을 추정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가계소
득, 나이, 성별 등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맞벌이 변수는 보금자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시장상황과 관련된 변수는 민간금융기관의 주택모기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서민층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보다 다양한 모기
지 상품과 상환 조건들을 제시하는 민간대출 금융기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혔다.
구만수 외(2013)는 부산광역시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주택구입자금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주택구입시 대출 유무에 미치는
가구특성은 가구원 수와 주택소유기간으로 나타났고, 주택가격 중 대출금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은 연령, 가구원 수, 주택소유기간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소득대비
대출금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은 연령, 가구원 수,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 소유기간으로
나타났다.
고철 외(2013)는 가계금융 복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노인가구가 주택구입자금지원정
책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정책접근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실제 노인가구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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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노인가구의 정책접근성이 비노인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정책은 노인가구의 자가 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외(2017)은 유사한 조건의 차입자가 공유형 모기지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진 차입자가 어떤 대출을 선호하였는지 차입자의 특성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LTV가 높을수록, 가구연소득
이 많을수록, 대출금리 차이가 클수록, 수도권에 위치할수록, 주택가격상승률이 증가할수록
디딤돌대출보다는 공유형 모기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주택금융 관련 연구 중 선호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정의철 외(2006), 신승우(2008) 등의
연구가 존재하나 주택금융지원정책의 선호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금리대출정책(월세보조금지원, 전세자금대출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의 선호특성을 지역별로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Ⅲ. 분석의 틀
1.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자료는 ‘2016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이다. 본 자료는
2016년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전체 표본 수는 20,133개이다.
이 중 본 연구 범위에 맞게 분류한 유효표본 수는 2,341개이다.
주거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한 자료로는 주거실태조사 이외에 한국노동패널, 가구실태조
사 등 다양한 조사자료가 있으나, 주거실태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주거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실태, 주택정책 필요성, 가구의 주거이동 계획 등 다양하게
조사되어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여 자료로써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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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임차가구의 주택금융정책 선호특성
을 분석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목형은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 종속변수와 하나 이상의 독립변
수들 사이의 함수관계를 설명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월세대출/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자가마련대출, 자가마련대출/월세대출의 3가지 모델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종속변수가 이분형일 때 선형회귀모형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확률에 대한 로짓변환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ln                 ⋯     
  

여기서  는 종속변수에서 기준이 되는 범주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한다. 위의 모형식에서
추정된 회귀계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후확률에 대한 추정식을 얻을 수 있다.


exp  

             
  exp  
  exp   
단                ⋯      

이렇게 얻어진 각 케이스에 대한 사후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므로 분류점을
기준으로 각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게 된다.
2. 변수 구성 및 정의

분석에 활용하는 변수는 선행연구 및 저금리대출정책의 수혜기준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월세대출/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자가마련대출, 자가마련대출/월세
대출의 3가지이다.
독립변수는 주택유형, 점유형태, 보증금, 전용면적, 연령, 결혼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부부합산연소득, 자녀 수로 구성하였다. 주택유형은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로, 점유형태는
전세와 월세로, 전용면적은 85 하와 초과로, 결혼여부는 기혼과 미혼으로, 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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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일반가구와 수급가구로 더미변수화하였다. 그리고 보증금은 1억 원 이하, 1억
원～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연령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부부합산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6천만 원, 6천만 원 초과로 나누어 순서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자녀 수는 0～6명으로 순서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표 2. 변수구성 및 정의
구분

종속변수

변수명
모형 1

0: 월세대출

1: 전세자금대출

모형 2

0: 전세자금대출

1: 자가마련대출

모형 3

0: 자가마련대출

1: 월세대출

주택유형

0: 아파트 외

1: 아파트

점유형태

0: 월세

1: 전세

보증금
전용면적
독립변수

변수설명

연령
결혼 여부
기초생활수급 여부
부부합산연소득
자녀 수

1: 1억 원 이하
2: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3: 3억 원 초과
0: 85

㎡ 초과

1: 청년층

1: 85

㎡ 이하

2: 중장년층

3: 노년층

0: 미혼

1: 기혼

0: 일반가구

1: 기초생활수급가구

1: 5천만 원 이하
2: 5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3: 6천만 원 초과
0~6명

Ⅳ. 실증분석
1. 임차가구의 주택금융지원정책 선호 특성 분석
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Model 1: 월세대출/전세자금대출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점유형태, 보증금, 연령, 결혼여부, 자녀 수로 나타났
다. 점유형태가 전세일수록, 보증금이 높을수록 월세대출보다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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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높았다. 이는 수도권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전국평균보다 높기 때문에(국토교통부,
2016) 보증금이 높을수록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인한
주거비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금리대출 정책 중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이가 적을수록, 함께 거주하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기혼일수록 월세대출보다 전세자금
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청년층가구는 점유형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결혼여부이며(이상일 외, 2006), 결혼을 하여 가구가 형성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안정성을 선호하고(이용석 외, 2016) 자녀의
양육에 지출하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다달이 지출되는 월세보다는 목돈을 들여 거주하는
전세를 선택함으로써 지출부담을 줄이고 저금리대출을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마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인 가구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
으므로 전세자금대출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odel 2: 전세자금대출/자가마련대출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주택유형, 보증금, 전용면적, 결혼여부, 기초생활수
급여부, 자녀수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이 아파트일수록, 보증금이 높을수록, 전용면적 85㎡
초과일수록, 전세자금대출보다 자가마련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자가주택
마련에 있어서 아파트의 선호가 높음을 시사하며, 전용면적이 클수록 보증금이 증가하므로
보증금이 높을수록 보증금을 기반으로 하여 자가마련대출을 받아 자가주택 마련의 기회를
갖고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혼일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을수록, 함께 거주하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세자금
대출보다 자가마련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는 결혼을 하여 가구가 형성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안정성을 선호하므로(이용석 외, 2016)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빈번한 주거이동을 하는 전세보다는 자가주택을 선호하게 되어
자가마련대출을 통하여 자가주택 마련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인 가구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가마련대출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odel 3: 자가마련대출/월세대출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보증금, 연령, 결혼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자녀 수,
점유형태로 나타났다. 점유형태가 월세일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자가마련대출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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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수도권의 임대료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국토교통
부, 2016) 보증금이 낮을수록 월세는 높아지므로 월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월세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분석결과
Model 1
(ref.전세자금대출)
월세대출/전세자금대출

변수

Model 2
(ref.자가마련대출)
전세자금대출/자가마련대출

Model 3
(ref.전세자금대출)
자가마련대출/전세자금대출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상수항

-1.319

2.755

0.268

-1.119

6.132

0.327

2.429

7.478

11.347

주택유형

-0.250

1.703

0.779

0.360

4.867**

1.433

-0.316

1.853

0.729

점유형태

2.541

83.010*** 12.697

0.234

2.293

1.263

-2.721

78.968***

0.066

보증금

0.972

4.426**

2.643

0.410

8.614***

1.506

-1.563

12.240***

0.209

0.632

1.955

1.881

-0.555

5.626**

0.574

0.184

0.150

1.202

전용면적 85
이하 여부

㎡

연령

-0.415

9.671***

0.661

-0.047

0.118

0.954

0.438

5.830**

1.550

결혼여부

0.442

5.976**

1.556

0.378

5.147**

1.459

-0.811

12.311***

0.445

기초생활수급
여부

-0.168

0.370

0.845

-1.071

6.417**

0.343

1.189

5.268**

3.284

부부합산
연소득

0.389

2.504

1.475

-0.003

0.001

0.997

-0.454

2.544

0.635

자녀수

0.176

3.233*

1.192

0.203

6.895***

1.226

-0.215

3.302*

0.806

모형 적합도

 =946
-2Log우도=951.953
Hosmer&Lemeshow 검정
chi-square=7.091  =.527

 =1040
-2Log우도=1263.539
Hosmer&Lemeshow 검정
chi-square=10.011  =.264

 =714
-2Log우도=586.401
Hosmer&Lemeshow 검정
chi-square=5.315  =.723

Cox&Snell   =.228

Cox&Snell   =.114

Cox&Snell   =.422



Nagelkerke  =.318
***<.01, **<.05, *<.10



Nagelkerke  =.264
***<.01, **<.05, *<.10

Nagelkerke   =.566
***<.01, **<.05, *<.10

나이가 많을수록, 기초생활수급가구일수록 자가마련대출보다 월세대출을 선택할 확률
이 높았다. 이는 40대 이후 연령에서 월세 고착화현상3)이 관측되고(국토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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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일수록 은퇴로 인하여 소득제약이 커지므로(국토연구원, 2014) 나이가 많을수록
월세 대출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자가마련대출을
하기에는 대출 이자 부담이 크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가마련대출로의 융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이종권, 2011)고 해석할 수 있다.
미혼일수록, 함께 거주하는 자녀 수가 적을수록 자가마련대출보다 월세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본인의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거주를 함에 따라 장기계약보다 주거이동이 원활한 월세를 선호(이상일 외, 2006)하게
되어 자가마련대출보다 월세대출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비수도권

Model 1: 월세대출/전세자금대출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점유형태, 연령, 보증금, 기초생활수급여부로 나타
났다. 점유형태가 전세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을수록 월세대출
보다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층은 금융자산
축적이 미미한 상태이며, 소득수준 또한 높지 않아 자기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김민
철, 2017) 주택금융의 도움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증금이 낮을수록 월세대출보다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수도권과
반대되는 결과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간의
차이가 적어4) 전세로 거주하기에 부담이 크지 않아 보증금이 낮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odel 2: 전세자금대출/자가마련대출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주택유형, 연령, 결혼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부부
합산연소득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이 아파트일수록 전세자금대출보다 자가마련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자가주택 마련에 있어서 아파트의 선호가 높음을 시사한다.
3) 점유형태가 월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을 지칭하며, 40대 이후 연령에서 지난 10년간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으로 거주지역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국토연구원, 2015).
4) 지역별 평균 임대료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보증금 있는 월세의 보증금 차이가
약 1억 3천만 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는 광역시 약 7,300만 원, 지방중소도시
약 6,000천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국토교통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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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일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부부합산연소득이 많을수
록 전세자금대출보다 자가마련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결혼을 하여 가구가
형성되어 주거안정성을 선호하므로(이용석 외, 2016)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빈번한 주거이
동을 하는 전세보다는 자가주택을 선호하게 되어 자가마련대출을 통하여 자가주택 마련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형성기가구(20～
30대)-성장기가구(40대)-안정기가구(50대)-축소기가구(60대)로 구분하므로(국토연구원,
2016;김민철, 2017) 나이가 많을수록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비수도권 분석결과
Model 1
(ref.전세자금대출)
월세대출/전세자금대출

변수

Model 2
(ref.자가마련대출)
전세자금대출/자가마련대출

Model 3
(ref.전세자금대출)
자가마련대출/전세자금대출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상수항

3.211

9.225

24.795

-1.791

7.458

0.167

-0.991

0.892

0.371

주택유형

-0.093

0.213

0.912

0.456

7.000***

1.578

-0.285

1.897

0.752

점유형태

2.354

47.815*** 10.525

0.064

0.125

1.066

-2.209

40.694***

0.110

0.309

0.411

1.683

1.509

0.466

0.700

1.594

보증금

**

-1.174

3.919

-0.413

0.500

0.662

-0.274

0.586

0.760

0.653

1.372

1.922

연령

-1.072

43.429***

0.342

0.291

3.725*

1.338

0.938

24.804***

2.556

결혼여부

0.123

0.295

1.131

0.752

15.290***

2.121

-0.820

13.788***

2.556

기초생활수급
여부

-1.089

16.058***

0.336

-1.155

8.323***

0.315

1.759

22.232***

5.807

부부합산
연소득

0.586

1.697

1.797

0.469

4.311**

1.598

-1.375

9.282***

0.253

자녀 수

0.021

0.033

1.021

0.085

0.826

1.089

-0.265

5.520**

0.767

전용면적 85
이하 여부

㎡

모형 적합도

 =604
-2Log우도=656.105
Hosmer&Lemeshow 검정
chi-square=6.665  =.573

 =710
-2Log우도=888.545
Hosmer&Lemeshow 검정
chi-square=7.793  =.454

 =668
-2Log우도=605.871
Hosmer&Lemeshow 검정
chi-square=10.709  =.219

Cox&Snell   =.256

Cox&Snell   =.119

Cox&Snell   =.365



Nagelkerke  =.341
***<.01, **<.05, *<.10



Nagelkerke  =.159
***<.01, **<.05, *<.10

Nagelkerke   =.491
***<.01,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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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 자가마련대출/월세대출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점유형태, 연령, 결혼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부부
합산연소득, 자녀 수로 나타났다. 점유형태가 월세일수록, 부부합산연소득이 적을수록
자가마련대출보다 월세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부부합산연소득이 적을수록
다달이 지출하는 월세에 부담이 있어 월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기초생활수급가구일수록 자가마련대출보다 월세대출을 선택할 확률
이 높았다. 이는 일부 40대 이후 연령에서 월세 고착화현상이 관측되고(국토연구원, 2016),
노년층일수록 은퇴로 인하여 소득제약이 커지므로(국토연구원, 2014), 월세에 거주하는
노년층인 경우 월세 대출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자가마련대출을 하기에는 대출 이자 부담이 크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가마련대출로의
융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이종권, 2011) 월세대출을 선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혼일수록, 함께 거주하는 자녀 수가 적을수록 자가마련대출보다 월세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본인의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거주를 함에 따라 장기계약보다 주거이동이 원활한 월세를 선호(이상일 외, 2006)하게
되어 자가마련대출보다 월세대출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주거취약계층, 저소득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공급, 주택
금융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주거비 부담능력조차 버거운 취약계층을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복지차원의 개입을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설치 이후 주택보급률은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절대적 주택부족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서민이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임차가구의 주거실태는 자가가구에 비해 열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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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이 높으며, 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한 가구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보다 주택금융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금융정책 중 저금리대출정책을 중심으로 임차가구의 선호특성
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지역에서 점유형태가 전세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월세대출보다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주택유형이 아파트일수록, 기혼일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을수록 전세자금대출보다 자가마련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점유형태가
월세일수록, 미혼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기초생활수급가구일수록 자가마련대출보다
월세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수도권 임차가구는 보증금, 자녀 수, 결혼여부가 저금리대출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즉, 보증금이 높을수록, 함께 거주하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기혼일수
록 자가마련대출>전세자금대출>월세대출 순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비수도권 임차가구는 나이, 기초생활수급여부가 저금리대출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월세대출>자가마련대출>전세자금대출 순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을수록 자가마련대출>전세자금대
출>월세대출 순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대에게 주택금융의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모든 지역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월세대출보다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자가마련
전에 전세로 거주하며, 주거상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30대는 형성기가구로 금융자산 축적이 미미한 편이고, 소득수준도
높지 않아 자기자금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택금융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집단이며,
주로 30대에서 자가주택 구입이 가장 활발하므로(김민철, 2017)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젊은층에 주택금융의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자가점유율
을 높이고 소득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월세로 거주하는 노년층과 기초생활수급가구에게는 월세대출이 아닌 직접적인
주거비 보조방식의 정책 확대나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필요하다. 분석결과 모든 지역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기초생활수급가구일수
록 자가마련대출보다 월세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노년층은 가구
축소기에 해당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노년층은 주택금융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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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형태의 상향이동5)을 기대하기 어렵고(김민철, 2017),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대
출을 받아 이자부담까지 떠안게 되면 주거비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대출의 방식보
다는 다른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임차가구의 주택금융정책 선호특성을 저금리대출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는 주택구입자금대출만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에
서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외에 월세대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지역별 저금리대출정책
의 선호특성 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수요자 측면에서의 내용만 다루고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공급자 측면의 내용
은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저금리대출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고 관련 대출 정책 또한 다양하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시행
중인 저금리대출정책 중 주거안정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구입자
금대출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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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④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련 내규를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위
원회에서 논의하고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3장 투고자가 지켜야 할 윤리
제6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
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②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
야 한다.

제7조 (출판 업적)

①
②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
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
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
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8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
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학회지 윤리규정

제9조 (표절)

①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

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
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등 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

②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
문,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처럼 제시

③

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10조 (논문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
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
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②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한국도시재생학회에 투고,
게재할 수 없다.

③ 제②의

규정에 의한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

한다.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④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나 등재후보학술지가 아닌 일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박사 또는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수정·보완하여 한
국도시재생학회 학회지에 투고,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제11조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
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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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사위원 선정기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
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5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제14조 (성실성)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
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5조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
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
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
다.
제16조 (투고자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
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
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7조 (투고자 비밀보장)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위의 규정은 한국윤리학회 윤리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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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

한국도시재생학회 학회지 편집 규정
2015년 02월 23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도시재생학회 학회지 편집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도시재생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도시재생
이하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

(Journal of Urban Regeneration)“(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 의

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 (구성)

①
②
③
④
⑤
⑥

학회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심사의 위촉 및 논문편집과 관련된 제 업무를 수
행토록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인과 지역 및 전공분야에 따라 선임된

1

명 내외의 인원으로

20

편집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전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 회
장이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4조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학회지의 내용 구성, 투고논문의 반려결정,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 심사자와 투고자간 의견교환 및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
재순서 결정, 게재논문의 교정,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게재
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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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⑤

위원회는 투고자의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가장 전
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자와 투고자간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위원은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심사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

⑥

는 안 된다.
위원회는 그 권한과 의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학회지 투고
제5조 (투고 논문) 투고논문은 학회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투고자의 자격 및 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학회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학회 회원이 아닌 자는 회원과 논문의 공동저자로 투고할 수 있다.
저자는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단독저자는 투고자가

인인 경우로서 주저자와 동시에 교신저자가 되며, 투고자

1

가 2인 이상(공동저자)인 경우에는 주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주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자로서 1인에 한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 관련 질문이나 자료 요청 등에 대해 답변의 의무를
갖는 자로서

인에 한한다. 단, 교신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를 교

1

신저자로 본다.
제7조 (원고의 접수)

①
②
③
④

논문은 이메일(j_kura@naver.com)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접수일은 논문의 온라인 논문투고일로 한다.
투고자는 논문 온라인 투고시 투고신청서와
야 한다. 다만, 투고논문이 영문일 경우

hwp

파일형식의 논문 1부를 제출하여
형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MS-Word

원고의 접수시 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원고의 수리 및 게재)

①
②

원고의 수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수리된 논문은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원고의 수리일은 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하며 논문 게재는 심사에 통과
된 원고를 우선으로 하여 접수순서대로 게재한다.

학회지 편집규정

③

동일저자(주저자, 공동저자 포함)의 논문은 동일 논문집에서

편 이상 게재될 수

3

없다. 다만 논문심사 지연 등 귀책사유가 위원회에 있을 경우에는 논문게재 편수
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료 및 게재료)

①
②

투고자는 논문 제출시 심사료
논문인쇄분량이
과게재료는

③
④
⑤
⑥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60,000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된 후에 게재료
10

쪽을 초과하는 경우

쪽까지

14

쪽당

1

20,000

원,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는

60,000
1

쪽당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

14

쪽을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쪽당

1

원으로 한다.

30,000

별쇄본은

부를 원칙으로 한다. 추가 인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투고자가 인쇄

20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다색인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쇄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심사료 및 게재료 등은 투고자 이름으로 논문 투고 및 게재확정시 학회 홈페이지
상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한다.
학회지가 등재후보지로 될 때까지 투고료와 게재료를 면제함

제10조 (발행)

①
②

학회지는 년 2회 발간하며, 발간예정일은 6월,

월 말일로 한다.

12

학회지 발간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 원할 경우 책자형태로 된 학회지
를 유료로 판매할 수 있다.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규정
제1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원고로서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심사위촉)

①
②
③

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에 대해 그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의

3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논문심사 위촉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심사위원은 비공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과 기
타자료를 지상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논문의 평가)

①

심사자는 주제의 적절성, 기존 연구의 검토과정, 논문전개의 논리성, 분량의 적절성,
표 그림 지도 형식의 적절성, 학술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의해 논문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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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자는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수
정후게재 또는 수정후재심 판정 시 수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게재

③
④
⑤

불가 판정 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3

명의 심사자에 의한 개별 심사결과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종합하여 현

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여부를 판정한다.
종합 판정결과가 현상태게재 또는 수정후게재인 경우에는 논문게재가 확정된다.
종합 판정결과가 수정후재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논문을

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

3

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또한, 당초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

심사기준
1차 심사

2차 심사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또는 재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현상태게재

현상태게재
심사 생략

현상태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게재확정’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게재 여부 판정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편집부가 결정

현상태게재

게재 가능

‘게재확정‘

/ 수정후게재

수정후

(수정후)

/ 수정후재심

게재 가능

게재확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하지 않음’

심사 생략

‘게재하지 않음’

현상태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⑥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학회지 편집규정

제5장 투고논문 작성규정
제14조 (일반사항)

①
②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은 글2002 이상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논문 한 편의 분량은

B5

용지 규격으로

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하

10

는 경우 제9조에 의거하여 투고자는 1쪽당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

③

④

경우에도 총

쪽을 초과할 수 없다.

25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한다.
1.

논문제목(국문, 영문)

2.

저자명(국문, 영문)

3.

요약문

4.

주제어(국문, 영문)

5.

본문

6.

미주

7.

인용문헌

8.

부록 단, 부록은 필요할 경우에 한한다.

요약문(주제어 포함)은 양쪽 정렬을 하며, 본문과 미주, 인용문헌은

단으로 편집

2

한다.
제15조 (사용어 및 표기)

①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국어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있
다.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로 표시함으로써 난해한 외래

②

어는 원어 그대로 쓴다.
본문 중의 로마자를 사용하는 외래어의 표기는 모두 소문자로 한다. 단, 고유명사
의 첫 글자, 대문자를 쓰는 약어, 교육부 과학기술용어, 또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

③

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문자표기가 가능하다.
숫자 및 수식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수량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2.

분수는 가급적이면

3.

수식은 줄(행)을 바꾸어 1행으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식이

⅓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2

“=”

한다. 단, 이에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다.

으로 쓴다.

1/3

기호부터 행을 바꾸고 그 위치를 통일
“+”, “-”, “x"

등의 기호부터 줄을 바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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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식의 첨자는 인쇄가 되었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6.

수식은 오른쪽에

(1), (2)

등의 일련번호를 넣는다.

제16조 (단위 및 기호)

①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척관법이나

②

전항 이외의 필요한 관용단위에 대하여는 그대로 쓰되 괄호 속에 표기한다.

③

ft-lb

법

등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예) 시멘트 1포대(40kg)

기호는 최초로 기술된 장소에 기호의 정의를 문장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동일 기
호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그림 및 표)
그림과 표는 각각 논문의 전체에 걸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하단의 중앙에 기재하고,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상단 좌측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림 및 표가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각각의 그림 및 표에 대하여
a), b)

①
②

등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은 사진, 지도, 그래프 등을 포함하며, 모든 그림은 인쇄가 되었을 때 선명하
게 알아 볼 수 있는 해상도를 유지해야 한다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하며 표의 모양은 윗선은 진하게 나머지 선은 보통선, 왼
쪽과 오른쪽 선은 없앤다.
(

예)
표 2. 해외 도시재생 사례연구
사례지

내용

제18조 (주기방법)

①
②

본문의 주석은 모두 미주로 처리하며, 각주는 사용하지 않는다.
주석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장, 어구, 또는 단어의 오른쪽에 위첨자로
“2)”

등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본문 뒤에

을 붙인다. 영문 논문의 경우

③
④

“Note

1.”,

주1.”,

“

“Note

2."

“

“1)”,

주2.” 등으로 표기하여 설명

등으로 표기하고 설명을 붙인

다.
미주는 “주1.” 또는

“Note 1."

번호 다음의 설명문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본문 또는 미주에서의 인용표기는 다음과 같다.
1.

본문 또는 미주에서의 인용은

“

저자(년도)” 또는

단, 인터넷 주소의 경우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

저자, 년도)”로 표기한다.

학회지 편집규정

예) 홍길동(2005), (홍길동,

(
2.

2005)

두 개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발표 년도의 순서로 인용한다. 괄호
안에서 두 개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 년도; 저자, 년도)”로

“(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5)과 김길동(2006), (홍길동,

(

3.

저자가
자는

name)

만 쓴다.
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김길동(2005) 또는

공동저자
“author

3

Lynch

and Smith(1990)

인 이상인 경우 한글 또는 한자는

저자 외”, 영어 등 로마자는

“

로 표기할 수 있다.

et al."

예) 홍길동 외(2005) 또는

(
6.

․

인 공동저자인 경우 한글 또는 한자는 "저자 저자“로, 영어 등 로마

2

”author and author"

(
5.

2006)

저자는 한글 또는 한자의 경우 성(姓)과 이름을 함께 붙여 쓰고, 영어 등 로마
자의 경우 성(last

4.

김길동,

2005;

Lynch et al.(1990)

동일 년도에 동일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 월, 일의 순서로 년도 뒤에

"a",

등을 붙여 구분한다.

"b", "c"

예) 홍길동(2005a), 홍길동(2005b)

(
7.

본문이나 미주에서 문헌의 내용을 가감 없이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
호

(“

”)

로 표시한다. 다른 사항은 인용표기 방법에 따른다.

제19조 (인용문헌의 기재방법)

①
②

인용문헌은 본문이나 미주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포함하여야 하며,
본문이나 미주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헌의 기재 순서는 국문 문헌, 영문 문헌, 기타
언어의 문헌, 인터넷 자료로 한다. 국문 문헌은 저자의 성명에 따라 가, 나, 다 순
서로, 영어 등 로마자 문헌은 저자의 성(성이 동일한 경우는
name

③

name,

second

서로, 인터넷 자료는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발표 년도의 순서로 기재하며, 발표 년도가 동일한 경우에
는 발표 월, 일의 순서로 년도 뒤에

④
⑤

first

등)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기타 언어의 문헌은 한글 발음의 가, 나, 다 순

"a", "b",

"c"

등을 붙이고 그 순서대로 기재한

다.
저자가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 공동저자 모두를 명기해야 한다.
쪽(페이지)이 2쪽 이상인 경우에는
예)

(

332-334

“-”

로 표기하고, 쪽의 모든 숫자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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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헌의 표기방법 예시
<단행본 및 보고서> 저자, 출판년도.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
-

윤일주,

-

Dovy, A., 1987. Conservation and Planning, London: Hutchinson.

-

1996.

Bradley,

한국 건축양식

James

E.

and

80

년사, 서울: 치정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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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⑤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단, 쪽 아랫부분의

책명, 권호, 통권, 월호> 및 쪽 어깨에 들어가는

논문집 일련쪽번

<

논문제목>,

<

<

투고자 성명>,

학회지 편집규정

각 논문 맨 뒤에 들어가는

<

접수일자>등은 논문집이 인쇄에 들어가기 전 학회에서

만들어 넣는다.

①

논문제목
1.

논문제목은 국문, 영문 순으로 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 국문 순
으로 한다.

2.

국문과 영문제목은 행을 분리한다.

3.

부제목은

기호로 시작하고 주제목과 행을 분리하지 않는다.

영문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단,

4.

②

“:”

전치사가 첫 단어일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성명 (국문, 영문)
저자명은 국문, 영문 순으로 표기하며, 저자가

1.

사이에

“

․

”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

기호를 삽입하여 구분한다.

2.

우측 정렬을 하며, 국문과 영문명은 행을 분리한다.

3.

국문과 영문명은 각각 한 줄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자수가 많아 부득
이한 경우에는 행을 분리할 수 있다.

4.

영문명의 표기는 성, 이름 순으로 하고, 성 다음에

5.

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 소속기관 및 직위, 저자 유형은 국문명 우측 끝 상단
에 각각 저자 순서대로 위첨자

*,

**,

***

....

“,”

를 삽입한다.

기호로 표기하여

에서 처리한다. 단, 논문제목에 각주가 있는 경우 위첨자 기호는
한다.
예) 홍길동

․김길동 ․이길동
․

*

(

**

Hong, Kil-Dong
6.

**

에서 시작

***

Kim, Kil

Dong

․

Lee, Kil-Dong

각주는 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 소속기관 및 직위, 저자 유형의 순서로 표기
하며, 학회 관련 사항과 소속기관 사이에는
형은

7.

쪽 하단 각주

1

“(

를 삽입하여 구분하고, 저자 유

“,”

로 처리하여 구분한다.

)”

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은 학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한 회원의 종류(정회원, 준
회원, 특별 회원, 찬조회원, 명예회원) 또는 정관 제9조에 의거한 임원(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표기한다. 단, 제6조에 의거하여 학회
회원이 아닌 자가 회원과 공동 저자가 되는 경우에는 학회 관련 사항을 표기
하지 않는다.

8.

저자 유형은 제7조에 의거하여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를 명기한 후

“:”

기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표기한다.
9.

③

제목과 저자명의 모든 각주는 기호

*,

**,

***

...

다음의 첫 글자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요약문
1.

요약문은 국문 논문의 경우

를 제목으로 하여 영문으로 작성하며,

“Abstract”

영문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을 제목으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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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

요약문의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등으로 구성한다.

3.

요약문의 분량은

4.

요약문은 3인칭으로 표현한다.

200

단어 내외 또는

B5

용지

줄 이내로 한다.

15

주제어
주제어는 효과적인 논문 검색을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논문의 내용을

1.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5개의 단어 이내로 선택, 표기한다.
주제어는 국문, 영문 순으로 하며, 국문은

2.

에
3. “

⑤

기호를 삽입하여 표기하고, 각 단어는

주제어”와

“keywords”

“,”

“keywords”

다음

로 구분한다.

는 행을 분리하고, 좌측 정렬을 한다.

영문은 전치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4.
(

“:”

주제어”, 영문은

“

예) 주제어: 랜드마크, 도시계획,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keywords: Landmark, Urban Planning, City of

Seoul, GIS

본문
1.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구성하며, 본론은 내용에 따라 장을 세분
해야 한다.

2.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장의 제목은 각각
과

“Introduction"

”Conclusion")

“

서론”과

“

결론”(영문 논문의 경우

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내용이 서론

과 결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제목으로 표현해야 한다.
3.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표기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서론

I.

1.
1)
(1)

①

II. ........
VI.

4.

결론

장과 절 제목은 아래 각 1행씩을 비우고, 항 제목 이하는 행을 비우지 않는다.

제21조 (편집세부사항)

①

용지의 설정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종류
B5

②

여백주기(mm)

용지방향
좁게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20

15

20

20

16

10

0

글자 및 문단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학회지 편집규정

글자 모양
구분

제목 국문
제목 영문
성명 국문
성명 영문

초록 제목

예시
국문

English
홍길동
Homg, Gil Dong
Abstract

초록 본문

주제어 제목
주제어 내용
소속

본문 장제목
본문 절제목
본문 소절제목
본문내용
표 제목
표 내용
표 주석
그림 제목
그림 주석
미주
인용문헌 제목
인용문헌 내용

키워드
키워드1
한국대학교
Ⅰ. 서론
1. 연구배경
1)

본문내용
표 2.
표 내용

표 주석

글꼴
휴먼명조
휴먼명조
맑은고딕
휴먼명조
휴먼고딕
휴먼명조
휴먼고딕
휴먼명조
휴먼명조
맑은고딕
HY중고딕
HY중고딕
휴먼명조
돋움
돋움
휴먼명조
돋움
휴먼명조
휴먼고딕
휴먼고딕
휴먼명조

장평(%) 자간(%) 크기(p)
속성
비고
95
0%
18
진하게
95
0%
12
진하게
95
0%
10
보통
95
0%
10
보통
95
0%
9
진하게
95
0%
8
보통
95
0%
8
이탤릭/보통 국문, 영문
95
0%
8
보통
국문, 영문
95
0%
8
보통
95
0%
11
진하게
95
0%
10
진하게
95
0%
10
보통
95
0
9.5
보통
95
0
9
보통
95
0
8.5
보통
90
0
8
보통
95
0
9
보통
90
0
8
보통
90
0
8
보통
95
0
10
진하게
95
0
9
보통

문단 모양
구분

제목 국문
제목 영문
성명 국문
성명 영문

초록 제목
초록 본문

주제어 제목
주제어 내용
소속

본문 장제목
본문 절제목
본문 소절제목
본문 내용
표 제목
표 내용
표 주석
그림 제목
그림 주석
미주
인용문헌 제목
인용문헌 내용

줄간격(%)
150
130
130
130
150
150
130
130
130
150
150
130
170
150
130
130
150
130
130
150
150

낱말간격(m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왼쪽여백(ch)

들여쓰기

0

0

0

0

0

0

0

0

3

0

0

2

0

0

0

0

0

0

2

0

3

0

3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정렬방식
가운데
가운데
우측정렬
우측정렬
좌측정렬
양쪽혼합
양쪽혼합
양쪽혼합
좌측정렬
양쪽혼합
양쪽혼합
양쪽혼합
양쪽혼합
(상단)

왼쪽

양쪽혼합
좌측정렬
(하단)

가운데
좌측정렬
양쪽혼합
양쪽혼합
양쪽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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