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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과거 고도성장기 서울의 급격한 성장은 필연적으로 주택부족 문
제를 동반하였고 불량주거지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
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량주택지는 철거해야할 불법건물이
자, 재해가 우려되는 불량주거지였으며, 도시 현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였다. 이에 적극적인 개선노력으로 1973년 ‘주택
개량 재개발’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약 20㎢의 토지에 333,885개의 노
후·불량주택이 철거되고 379,071개의 신규주택이 공급(예정)되었
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성과를 거두었
으나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
였다. 그 중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문제는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
이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기존 주민들은 대부분 추가부담
금 지불능력 부족으로 사업과정에서 전매를 하고 또 다시 불량주
택으로 이주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며, 신규 주택에는 타 지역에
서 이주해 오는 중산층이 대부분 입주하고 있다. 세입자에게는 주
거대책비를 지원하거나 임대아파트로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으며 그마저도 축소하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진행된 그동안의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조합원, 부재조합원, 세입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 따라 주택재개
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배경과 목적이 있음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지향적 가치에 따라 이해관계자
를 이해하려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
장에서 사업에 따른 행태분석을 통해 그들이 재개발사업을 바라보
고 참여하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주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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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의 거주지 이동 측면과 사업추진 입장에서의 소유권 변동 측
면을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의 소유
권 변동, 조합원과 세입자 등 다양한 거주민(이해관계자)의 거주
지 이동 행태, 부재조합원의 거주위치별 소유권 변동 등 거주지 
이동과 소유권 변동을 연계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행태를 이해하고 향후, 거주민의 주거복지향상 등 관련정책 마련 
시 고려해야할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주택재개발 중 사업규모, 기간 등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으며 자료구득이 가능한 성북구의 종암1구역을 대상지
로 선정하여 구역지정부터 준공 이후 재입주하여 안정화된 시점까
지 사업의 추진 전 단계별로 소유권 변동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
라 실제 거주위치의 변화까지 시기별로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
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합원의 소유권 변동 특성을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세입
자와 조합원의 거주지 이동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그 요인을 밝혔
다. 그 밖에 대상지내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거주한 경험이 
없는 부재조합원의 거주지 이동 특성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하
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단계별 조합원의 소유권 변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각 
단계별로 조합원의 특성 중 거주지 위치는 사업동의비율 및 소유
관계와 통계적으로 유미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대상지 내 거주하
는 경우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암1구역 사업추진 당시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지의 물리적 노후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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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된 상황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의 의지도 컸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의 사업시행 동의율과 소유관계를 살펴본 결과, 
추가부담금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사업초반에는 사업시행에 동
의하는 소유자의 62.4%가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후반으로 갈수록 매매비율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사업초
반에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의미는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경제적
인 목적으로 판단되며, 이 점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더욱 명확해
진다. 이들은 애초에 사업이후 재입주 할 의사가 없는 그룹이므로 
재정착을 검토함에 있어 단순히 원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이 아닌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그룹을 
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종전·종후 가격이 결정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경제적 
요인이 소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입주부담률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입주부담률이 낮을수록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기에는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참여했으나 입주부담률이 결정된 이
후 이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매매를 선택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조합원과 세입자의 거주지 이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 단순 이동빈도는 조합원이 세입자보다 더 적었고, 사업후에는 
조합원의 이동빈도가 다소 많았다. 조합원과 세입자의 유형을 세
분하여 살펴보면 조합원의 경우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로 돌아온 
가구의 이동빈도가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를 떠난 가구보다 더 많
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후 대상지로 돌아오는 1회의 거주지 이
동을 고려할 때 거주지 이동 빈도는 조합원과 세입자가 유사하다
고 볼 수 있어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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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경우 주거대책비만을 받은 가구에 비해 임대주택을 
공급 받은 세입자는 재개발 이후 거주지 이동빈도가 확연히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재개발사업이 끝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하
겠다던 세입자들이 입주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입주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결과이다.

한편, 가구의 거주위치에 대한 분석을 위해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가구가 철거가 이루어지고 처음으로 정착한 지역과의 이격거리와 
2006년 시점의 거주지에서 대상지와의 이격거리를 비교한 결과 
2006년 시점에서 조합원이 세입자에 비해 더 멀리 떨어진 곳에 거
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의 경우 거주자의 연령이 증
가할수록 기존 터전을 떠나지 않으려는 의지가 크고,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위치에 대한 중요도가 크므로 대부분 같은 동에 거주
하려 한다는 관련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향후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재개발 등 정비사
업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재조합원의 소유권 변동 및 거주지 이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 단계에 따라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주택을 소유했던 가구는 비거주조합원이 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준공단계에서 소유한 경우는 87.7%가 신축아파트로 입
주하였다. 따라서 사업후반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끝까지 유지한 
경우에, 소유 중 이동빈도가 많을수록, 구매시 주택유형이 아파트
인 경우에 신축아파트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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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과 사업시행인가 단계는 종전·종후자산 가격이 정해지
지 않은 시점이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여부는 전적으로 거주특
성으로만 유의미하였다. 즉, 이 단계에서는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
았고 자산가격 평가 등의 사업성도 명확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사
업의 동의여부 및 소유권 유지에 인구특성 또는 거주특성 보다는 
본 연구에서 누락된 거시경제변화 등 외적 변수가 더 많이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이 사업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팔고 떠나가
는 행위는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소
유권 이전 행위가 사업 초반에 이루어지거나, 매도비율이 비정상
적으로 높으면 주거환경개선보다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업에 
참여했다고 판단된다.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
한 사람들은 재입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같은 선상에서 부재조합원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부재조합
원의 경우 당초 원주민이 아니므로 사업성이 판단되는 관리처분인
가 단계를 기준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가장 활발하며, 사업후반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부재조합원일수록 신축아파트에 입주, 즉 
주거환경 개선 목적에서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입자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만, 직접적인 사업 참여자에 아니므로 사업에 피동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의 경우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이면서 
집단적인 세입자 대책수립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재개발사업지
역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변동 및 거주지 이동의 특성을 살펴보
았다. 종암1구역이라는 대상지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
라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주민)들의 각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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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반응(행태)과 그 요인을 구역지정 이전부터 준공후 재입주까
지 모든 사업단계에 걸쳐 미시적인 자료를 통해 소유권 변동 및 
거주지 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즉, 장기간의 거주지 이동에 대한 이슈를 소유권 변동과 연계하
여 다각적이고 복합적이며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
업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합적인 행태를 이해하는 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
후 세입자의 이동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주거안정대책 마련, 투기세
력이 아닌 부재조합원 조합원에 대한 차별화 된 정책수립 등이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단, 자료의 한계상 사회·경제적인 설명변수가 미흡하고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하지 못하였으며, 대상지가 한정되어 있어 주
민의 행태분석에 있어 비교분석상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10여
년의 장기간에 걸친 사업에 대한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적인 요인(외생적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분석 대상지역 확대를 통해 조금 더 객관적인 결과의 검증
이 필요하며, 장기간에 걸친 사업특성을 지닌 만큼 거시경제적 요
인(외생적 변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무자격세입자를 제외한 바, 향후 연구에서
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야 할 것
이며, 이 과정에서 자료상으로 분석이 어려운 정성적인 부분까지 
현장 의견청취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세입자, 부재조합원, 거주지 이동, 소유
권 변동, 재산권

학  번 : 2003-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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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과거 고도성장기 서울의 급격한 성장은 필연적으로 주택부족 문제를 
동반하였다. 불량주거지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량주택지는 철거해야할 불법건물이자, 재해가 우려되
는 불량주거지였으며, 도시 현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를 거치면서 불량주거를 단속, 철거, 집단이주 시키기도 하였으
나, 한편으로 이를 개량하기 위하여 시민아파트의 건립, 양성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병행되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으로 1973년 ‘주
택개량 재개발’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주택개량 재개발이라는 정책수단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해 지
속적으로 변화·발전되어 왔으며, 결국 1983년 합동재개발 방식이 등장함
으로써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토지를 제공한 주민은 주
택을 얻고 사업비용을 부담한 건설업체는 나머지 주택을 팔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동재개발 방식은 1980년대 중반이후 주택개량 재개발
을 주도하면서 서울의 모습을 급속도로 변모시켰다. 공공재정의 투입 없
이도 단기간에 불량주거지를 새로운 아파트단지로 변모시키는 이 방식을 
가능케 한 것은 ‘고밀도 개발’과 ‘주택시장’이었다. 기존의 주민에게 주택
을 나누어주고 나머지를 팔아 사업비용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을 정
도로 고밀도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초과수요 상태의 주택시장이 이 
개발의 수익성을 담보해줘야 한다. 전자는 건축규제의 완화로 충족되었
고, 후자는 만성적인 주택부족으로 충족되었다.

그러나 높은 주택 수요로 인해 활황기를 겪었던 부동산시장은 1998
년 IMF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침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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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이 소규모 구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기반시설의 과부
하, 도시경관의 훼손, 지역불균형의 심화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일련의 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으로 통합하였으나 여전
히 재개발·재건축 등 단위 사업으로는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남아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계획적 정비
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2년부터 뉴타운사업(추후 재정비촉진사업으
로 명칭 변경)이 시작되었으며. 때마침 부동산 개발 열풍으로 뉴타운사
업은 정치인, 행정가, 주민 모두에게 무조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었다.

그 가운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었고, 개발이익의 감소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주민들의 해
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출구전략을 제시하며 새로운 주거정
비 방향에 고민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 방식은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의 전면철거 방식의 물리적 개발에서 벗
어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문화적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대량·대규모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량·소규모 정비의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주거정비 관련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사업방식에 대해 우리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간 주택재개
발사업을 통해 약 20㎢의 토지에 333,885개의 노후·불량주택이 철거되
고 379,071개의 신규주택이 공급되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신규
주택 공급 및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문제는 역시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이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
1)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주거환

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근거로 하였다. 
주거환경을 개선·정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법에 의해 상이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행
되었다가 2002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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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고 기존 주민들은 대부분 추가부담금 지불능력 부족으로 사업과정에
서 전매를 하고 다시 불량주택으로 이주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며, 신
규 주택에는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중산층이 대부분 입주하고 있다. 
세입자의 경우에도 주거대책비를 지원하거나 임대아파트로 입주를 지원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으며 그마저도 축소하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공공정책의 정당성에 대하여 오늘까지 우리사회
에서 일치된 의견이 있지는 않으나, 비판에 앞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민의 거주지 이동 등에 대한 미시적·실
증인 관찰 및 분석도 자료 구득의 한계 등의 이유로 그간 미흡한 실정이
었다. 또한 그동안의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조합원, 부재조합원, 세입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배경과 
목적이 있음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택재개발사업을 주거환경의 
개선, 주택공급, 원주민의 재정착, 임대주택의 공급 등과 같은 목적지향
적 가치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이해하려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사업에 따른 행태분석을 통해 그들이 재개
발사업을 바라보고 참여하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주민 입장에서의 거주지 이동 측면과 사업추진 입장에서의 소유관계 측
면을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성시가지 정비에 따라 발생하는 거주지 이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
라 기존 주민의 이동과 신규 입주민의 이동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신
규 입주만이 발생하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거주지 이동보다 복잡한 양
상을 보이게 된다. 한 지역사회의 특성은 결국 거주하는 주민이 결정짓
는 것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의 거주지 이동 및 소유권 변동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도시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주택재개발사업처럼 물리적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 변
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주민의 행태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
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의 소유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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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합원과 세입자 등 다양한 거주민(이해관계자)의 거주지 이동 행
태, 부재조합원의 거주위치별 소유권 변동 등 거주지 이동과 소유권 
변동을 연계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
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합적인 행태를 이해하고 향후, 거주
민의 주거복지향상 등 관련정책 마련 시 고려해야할 현실적인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조합원의 소유권 변동에는 
거주위치, 가구특성, 경제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며, 
투자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경우 실제 거주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원주민으로 분류되어 재정착률 저하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진과정에서의 조합원 소유권 변동 분석을 통해 소
유권 전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바라보는 새
로운 견해와 이에 미치는 요인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택재개발에 의한 거주지 이동은 기존 주거지의 철거로 인한 
비자발적 주거이동을 발생시킴에 따라 조합원에 비해 주거안정이 부족한 
세입자의 경우 많은 거주지 이동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양한 
거주민 가구특성과 더불어 실제 이동빈도 및 이주거리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부재조합원의 경우 재입주 보다는 소유권 매매비율이 큰 
투자세력으로 예상되나 실제 거주목적을 가진 경우도 존재하는 바, 이러
한 부재조합원의 소유권 변동과 거주위치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거주목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파악함으로써 차별화된 정책수립
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그간 단편적으로 분석되었던 주거이동에 대한 이슈
를 소유권 변동과 연계하여 다각적이고 복합적이며 종합적으로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분석결과를 통
해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추진 및 정책 개선 시 기초자료
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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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거정비사업 중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전 추진과정에 걸쳐 조합원 및 세입자를 
포괄한 주민의 소유·거주의 특성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0년대 구역지정 시점 이전부터 2006년
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준공이후 입주가 시작되어 약 2년간의 입주 안정
화 기간을 고려하여 준공시점이 2004년인 구역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시간적 범위 내 서울시의 주택재개발 사업구
역으로서 거시경제의 방향이 상승국면으로 전환된 IMF 이후 사업시행인
가된 사업구역 중 사업규모, 기간 등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으며 자료구
득이 가능한 성북구의 종암1구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2).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2) 그간의 주거정비사업의 성과를 고려할 때, 종암1구역은 가장 많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던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등이 평균값에 근접하고, 1999년 
사업시행인가 재개발사업구역 평균면적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
된 종암1구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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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범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거주민의 소유권 변동 및 
거주지 이동 특성 파악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대상지역
의 주택 소유자료와 거주자료를 활용하였다. 주택 소유자료는 사업단계별 
조합원 명부, 종전 토지·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및 권리명세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등을 재정리하였으며, 거주자료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제도 및 추진실태에 대한 고찰이

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사업의 변천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그간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 구역별·사업종류별 특성
을 밝혔다. 이와 병행하여 각종 단행본, 간행물,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고찰하였다. 도시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주거지를 정비하고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었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려운 지금 시점에 있어서 제도, 실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주요 이슈 및 향후 전개방향을 살펴본 후, 
종암1구역의 소유·거주 변화에 대한 기술적(記述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주요 이슈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그 동안의 재개발 관련 연
구는 사업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비사업 지역의 주민에 초점을 맞추어 소유권 변동 및 
거주지 이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조합원의 소유권 변동 특성을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세입자와 조
합원의 거주지 이동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그 요인을 밝혔다. 그 밖에 대
상지내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거주한 경험이 없는 부재조합원의 거
주지 이동 특성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 성별, 학령기 자녀유무, 거주하는 주택유형, 종전·종후·청산액,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동의여부 등에 따라 거주지 이동의 행태 즉 대상
지로부터의 거리(변화), 전입·전출거리, 이동빈도 등이 재개발사업에 어
떤 영향이 있는지와 소유행태 등 소유권의 유지 및 매각에 대해 유의미
하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도 함께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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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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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주택재개발사업의 변천 및 제도 고찰

제 1 절 주택재개발사업의 변천

1.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취지

한국 전쟁 이후, 서울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주택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여 주택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무허가 불량주
택이 형성되었다. 무허가 불량주택은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도시 미관, 위생상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조항이 처음
으로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시 16만 채에 이르렀던 무허가 
불량주택의 정리를 위해 특별법의 시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1973년 3월 5일 공포된 법률이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이다. 
이 법의 통과로 무허가 불량주택 개량 및 정리에 있어 ‘재개발’이라는 
새로운 정책수법이 등장하게 된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계획적인 재개발이라는 사
업방식으로의 전환과 그 동안 문제가 되어온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조
치’로서 무허가주택 밀집지역 정비를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재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상 용도는 폐지하며, 그 지구안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재개발사업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은 1981년 말까지 효력을 갖는 한
시법이었다. 1973년 당시 서울시 주택행정의 양대 목표는 1가구 1주택
의 실현을 위한 ‘주택의 양적공급’과 ‘불량주택개량의 병행’이었고, 
1981년까지는 불량주택의 정비를 100%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
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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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서울시는 재개발지구로 지정할 대상지 선정작업에 착수
하여 총 12만 1천동의 불량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230개지구 524만평에 
대해 정부에 지구지정을 요청하였다. 그 동안 정착지 조성, 서민아파트 
이주, 양성화 사업지구, 현지개량 사업지구 등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이
에 대해 정부는 1973년 12월 1일 196개 지역에 대해 일차적인 지구지
정을 고시하였다. 모두 10만 3천동의 불량주택을 포함하는 446만평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이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을 통해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신규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 수준의 
무허가 불량 주택 및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이 이루어졌
다. 더불어 재개발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밀집된 주거지역의 도로, 공
원 등 공공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생활기반시설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2003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뉴타운 사업
이 최초 도입되고, 2006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
면서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비해 대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더 
효율적인 주택공급과 도시기반시설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6년 4월 기준, 전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460개소이며 그 면적
은 20㎢에 달한다.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사업구역까지 합친다면 총 
586개에 이르며, 그 면적은 약 31㎢(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5.2%)에 
달한다.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재개발사업은 불량주택의 정비, 신규주택의 공
급, 환경·안전상 문제 해결, 기반시설 확보 등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
는데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
었다. 주택 자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투자의 목적으로 과다·과대·과속 추
진함으로써 사업성이 낮아진 현시점에서 다수의 해제구역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히,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과 세입자를 위한 미흡한 대책은 정비
사업에 따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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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재개발사업 방식의 변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사업방식은 흔히 ‘자력재개발’이라고 불리는 방
식이었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적용되었던 방식으로서 주민 스스로
(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한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사업추진 방식 
중 가장 큰 특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서울시는 
도로와 대지를 새로 ‘구획’하고 ‘정리’하는 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
라 지구내에 포함된 국·공유지와 사유지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대지
로 새로이 구획정리 되도록 하면서 공공시설의 설치를 담당하고, 민간은 
새로 구획된 대지에 자력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초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주택개량 의지에도 
불구하고 20개구역 6,731동을 개량한다는 계획이 불과 10개구역 1,418동의 
실적에 그치게 되었다. 이는 부분적인 개발의 허용과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촉진대책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데에 이유가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의 문제였다. 

자력재개발 방식의 추진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후 서울시는 1976년부터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추진
하는 ‘차관재개발방식’을 도입하였다. 정부와 AID의 보증하에 서울시가 미
국 뉴욕의 연방주택은행으로부터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빌리는 
것으로 AID차관을 도입하여 수행된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을 통한 소규모대지 단위의 개량은 원
래 대지규모가 협소한 것을 구획정리를 통해 감보율을 적용하여 더욱 작
은 대지로 환지되었고, 거기에 소규모 협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의 개별
적인 주택개량을 통해서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영세필
지를 그대로 둔 채 기존주택을 개량하는 것은 장차 다시 불량화될지 모
른다는 우려였다. 아울러 환지를 통해 대지를 다시 정해주고, 개별적인 
개발은 민간 스스로에게 맡기다보니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정책효과를 
조속히 거둘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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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78년에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새로운 ‘위탁재개발방식’을 
내놓게 된다. 첫째는 대지분할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공동주택을 건립하
는 방식이며, 둘째는 주택건립에 민간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주
택건립을 주민자력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주민들이 ‘공동
주택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개발자를 참여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지구수복형 재개발방식으로부터 철거재개발 방식으
로의 환원이었으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철거위주의 재개발사업은 주민
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이에 따라 철거위주의 시책은 1980년 8
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축물의 철
거억제라는 기본방침이 제시되었고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지정하였던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은 1982년부터 대대적인 구역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83년에 새로운 주택개량재개발 방식이 출현했다. 이제까
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 요소였던 재정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른바 ‘합동재개발’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합동재개발 방식의 핵심은 주민이 재개발사업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건설업체 또한 사업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1998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
하면서 그동안 호황 속에 감추어져 왔던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나
타나게 되었다.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고 기존 거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저
하되며,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 대책도 실효성이 부족한 점 등 합동재개
발방식의 대표적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이에 그간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른 재정비사업을 단일·통합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제정·공포(2003.7.1. 시행)
되었으나 재개발사업에 있어 합동재개발 방식은 골격은 유지한채, 사업
절차상 보완 문제, 조합원 및 세입자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위주로 현
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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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추진현황

1.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1)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은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

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
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한다. 기준년도는 계획 수립에 착수
하여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이며, 목표연도는 기준년도로부터 10년이
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서로 연계되며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적으로 수립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현황, 주거
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환경계획,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부동산용어사전, 2011).

서울시의 정비기본계획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은 시민의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방향을 설정하였으나, 계획
성격상 실직적인 주민참여가 어렵고 공람기간이 짧으며, 일반적 시민입
장에서 이해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한계를 지닌다. 

2)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적합한 범위 내에
서 정비요건에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구역을 지정한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역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설명회 및 
30일 이상의 공람을 거치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이를 첨부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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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구역지정을 신청한다.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구역지정 및 고시를 하게 된다.

이러한 구역지정에는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배려로 동의율 기준을 
적용시켰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전제로 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구역지정에 동의하는 소유자들은 비교적 덜 노후한 주택 
소유자로 나타나 동의율 기준과 노후도 기준의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미동의 하는 소유자에 비해 거주기간도 짧게 나타나 오랜 
시간 임대소득에 의존해 온 저소득 노령가구 등이 대부분 피해계층으로 
나타나고 있다(최막중·김준형, 2006; 임윤환, 2008). 거주위치 뿐만 아
니라 실제 동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정비구역 지정 자체는 단순히 면적과 경계만을 의미하므로 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개요를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 사업의 지
침이 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는 행정계획에 대해 
‘정비계획’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비계획과 정
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수립 될 수 있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 둘 사이에 분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
로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양성돈, 2010, 22쪽).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는 정비구역 지정이후 주민 스스로 

법률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과거 추진위원회는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히 토지 등 소유자들의 모

임이었고 다수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었던바, 추진위원회 간 대립
이 발생하거나 비대위를 조직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키 위해 추진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업무범위를 제시하
고 구역당 단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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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
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소유자들은 대부분 다세대 및 연립주택
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역 내 거주하는 소유자보다 구역 외 거주하는 
소유자의 동의율이 높음에 따라 거주의 목적보다는 투자의 목적일 가
능성이 높다(김성훈·구자훈, 2016). 단 구역 외 거주자들도 사업 이후  
실제 입주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4)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란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포괄적이

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당해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
용계획,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
시설 설치계획, 세입자 이주대책, 범죄예방 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이후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법적으로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공
권 등 해당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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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의 의제되며, 그 내용은 담당 행정부서와 관련 이해관계자를 
구속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는 곧 사업의 가시화를 의미함에 따라 투자 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외부세력 즉, 부재조합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실제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초기에 분양권을 매
입한 뒤 준공 이전에 되파는 등 소유권 변동이 활발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세입자의 경우 임대주택 또는 주거대책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는 사업시행결정일 3개월 이전에 단독가구가 아닌 자로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5) 관리처분계획인가
정비사업은 민간주도의 다른 개발사업과는 달리 행정주체가 정비구역

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설립과정에서 그 
인가권을 가지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공법적 통
제 속에 사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그 정비사업의 결과를 분배하는 문제
에도 공공행정이 개입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그 분배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관리처분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사업이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및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사
업이후의 자산으로 변환하여 배분하는 과정이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
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
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총회의 개최일로부
터 1개월 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이 취득할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과 분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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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입주부담률, 정산금액 등 정비사업 완료 후 이전
고시 될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
용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당해 정비사업
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김성희, 2008, 27쪽). 

더불어 입주부담에 따라 경제적 판단기준이 분명해짐으로써 조합원의 
실거주여부가 결정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입주부담률과 조합
원 분양가가 커질수록, 재산권 전매확률이 증가하고 재정착 확률이 감소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고덕균, 2004; 양성돈, 2010; 서울연구원, 2011).

6) 준공인가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내용대로 이행

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인가증을 교부하
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
정처분이며, 준공 인가가 고시되어야 다음 절차인 이전고시 절차가 개시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남상오, 2016).

사업시행자는 앞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
단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실
시하고 사업시행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하
고 공사의 완료를 고시하게 된다.

7) 조합해산 및 청산
조합해산 및 청산 정비사업 추진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다. 조합의 해산

은 목적을 달성한 이후 활동을 중지하고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는 상태를 
말하며, 청산은 조합원이 소유한 사업 이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액과 사업이후 새롭게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액
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과정이다. 청산금의 징수 및 지
급절차가 마무리되면 조합은 해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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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1) 총괄규모
정비사업추진구역 933개소 중 주택재개발사업은 460개소(4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뉴타운 내 주택재개발사업까지 합한다
면 586개에 달한다. 한편 정비예정구역은 12개소이며, 뉴타운·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까지 합할 경우 14개소이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 460개소 중 사업시행 또는 준공된 구역은 90.9%
로 미시행 비율은 9.1%에 그친 반면,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126개소 중 미시행 비율은 34.9%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단위사업구역의 규모 및 사업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분
정비사업추진구역 정비예정

/존치정비구역소계 미시행 사업시행 준공
구역수 비율(%) 구역수 비율(%) 구역수 비율(%) 구역수 비율(%) 구역수 비율(%)

합계 933 100 216 100 205 100 512 100 113 100
주택재개발 460 49.3 42 19.4 52 25.4 366 71.5 12 10.6

재건축
소계 265 28.4 78 36.1 81 39.5 106 20.6 65 57.5
단독 90 9.6 37 17.1 40 19.5 13 2.5 23 20.3
공동 64 6.9 25 11.6 22 10.7 17 3.3 42 37.2

아파트지구 111 11.9 16 7.4 19 9.3 76 14.8 0 0.0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지구

소계 208 22.3 96 44.5 72 35.1 40 7.9 36 31.9
재개발 126 13.5 44 20.4 53 25.9 29 5.7 2 1.8
재건축 10 1.1 6 2.8 4 1.9 0 0.0 10 8.8

도시환경 64 6.9 42 19.4 14 6.8 8 1.6 23 20.4
기타 8 0.8 4 1.9 1 0.5 3 0.6 1 0.9

<표 2-1> 사업방식별 구역수

2) 연도별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구역수
주택재개발사업과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이 언제 얼

마만큼 시행되었는가는 두 가지 측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비사업구역
이 매년 몇 개소가 지정되었는가와 사업시행인가가 언제 얼마만큼 이루
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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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를 포함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585개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초치법｣이 제정된 1973년
에만 무려 141개소의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었다. 이는 그 동안 서울시가 
시행해 오던 주택개량사업(정착지, 시민아파트, 양성화, 현지개량지역) 
대부분을 재개발지역으로 포함하여 의욕적으로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였
기 때문이다.3) 이후에는 매년 10개소 내외로 구역이 지정되어 오다가 
2007년 40개소로 급격히 증가한 뒤 감소추세에 접어들었다. 

한편,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구역은 2005년부터 서
서히 증가해오다가 2008년 한해에만 53개 구역이 지정된 후 급격히 감
소추세로 접어들었다. 

반면 사업시행인가가 진행된 500개소 재개발사업구역을 시기별로 보
면, 1973년과 1976년에 급격하게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시
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3년 합동재개발방
식 시행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5년 1기 신도시 건설 이후 다시 감
소세를 보인다. 뉴타운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
였으나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감소는 부동산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로 

3) 김광중, 1996, “주택개량재개발 연혁연구”, 서울연구원, p.173

<그림 2-1> 연도별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구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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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들었고 재개발로 인한 시세차익분이 종전에 비해 감소됨에 따라 투자수
요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으며 더불어 사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의 장기화에는 이러한 사업성 저하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동의율, 
기반시설 부담률 증가 및 임대주택 마련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여러 가
지 요인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입주분담률이 증가할 경우 기
존 거주민의 재정착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사업구역 내 소유자·세입자 비율
재개발사업 추진 이전 사업구역의 가구구성을 소유자와 세입자로 구

분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재개발사업구역 460개소 중 가구구성 자
료 확보가 가능한 411개소를 대상으로 그 비율을 분석하였다.

411개 구역의 전체 가구수는 333,885가구이며, 이중 세입자가 
192,497가구(57.7%)로서 소유자 가구(141,388, 42.3%)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수 비율(%)
합계 333,885 100

소유주 141,388 42.3
세입자 192,497 57.7

<표 2-2> 사업구역내 소유주·세입자 비율

이처럼 사업구역 내 가구의 과반수가 넘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오
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현재에는 법정자격세입자에 한하여 이주대책비
를 지급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등 대
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반발은 줄었으나 반대로 조합
원들에게는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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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공급실적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그 동안 얼마만큼의 주택이 공급되어 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개발사업구역 460개소의 건립(예정)가구수 자료를 통
해 건립 가구수와 임대주택 비율을 분석하였다.

우선 그 동안 이미 공급되었거나 향후 공급예정인 총 건립 가구수는 
379,071가구이며, 이중 312,948가구(82.6%)가 일반 분양주택이고 
66,123가구(17.4%)가 임대주택에 해당된다. 

공급결과 측면에서 보면 이미 준공되어 공급이 완료된 건립 가구수는 
298,291가구에 달하며, 80,780가구가 향후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의 경우 66,123가구 중 53,264가구(80.6%)가 이미 공급되었으며, 
12,859가구(19.4%)가 향후 공급예정이다. 

구분
평균 합계 건립 가구수 건립예정 가구수

가구수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체 824 379,071 100.0 298,291 100.0 80,780 100.0

분양주택 680 312,948 82.6 245,027 82.1 67,921 84.1
임대주택 144 66,123 17.4 53,264 17.9 12,859 15.9

<표 2-3> 주택공급실적 및 임대주택 비율 

이처럼 1989년부터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등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재개발 이후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악용할 소지가 있는 등 주거안정화
에 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반대로 최근에는 세입자들이 
주거대책비를 지원받고 멀리 이주하기 보다는 임대주택을 선택하여 재정
착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김우진·송현영, 1996).

이처럼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바, 임대주택
을 선택한 세입자들의 비율과 이들의 거주지 이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
제 정책의 실효성 측면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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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가구수 대비 주택 증가 비율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가구수 대비 얼마만큼의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개발사업구역 460개소 중 기존 가구수 
및 건립(예정)가구수 자료 확보가 가능한 411개소를 대상으로 증가가구 
비율을 분석하였다. 자료 확보가 가능한 구역이 제한적이므로 총량보다
는 비율에 의미를 두었다. 

411개 구역의 기존 가구수는 333,885가구이며, 건립(예정)가구수는 
362,505가구로서 기존 가구 대비 건립 가구수의 증가 비율은 총 108.6%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공급예정인 91개소 재개발사업구역의 가구수는 
기존 가구수(80,084가구)의 98.3% 수준인 78,744가구에 그친다. 

　구분 구역수 기존 가구수 건립 가구수 증가율(%)
계 411 333,885 362,505 108.6

완료 320 253,801 283,761 111.8
예정 91 80,084 78,744 98.3

<표 2-4> 기존 가구수 대비 주택 증가율 

이는 재개발사업이 양적 공급보다는 노후 주택의 정비, 오픈스페이스 확
보, 기반시설 제공 등 주거환경 전반의 개선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렇게 신규 공급된 가구에는 기존 거주민의 재입주율이 낮고 외
부 유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미시적 차원의 주거
안정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거주민의 가
구특성별 거주지 이동의 분석을 통해 재입주 및 사업구역 외 이동패턴 
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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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해외의 소유·거주 변화 관련 연구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대부분의 주거는 자가의 형태로 되어 있어 주거
이동이 곧 소유권 변동을 의미하므로 주거이동과 소유권변동을 복합적으
로 분석한 결과는 미비하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례와 같이 대규모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일시적인 비자발적 주거
이동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일부 
사례에 있어서도 지역마다 그 영향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Cameron 
and Doling, 1994; Engels, 1999; Susnik and Ganesan, 1997). 

코펜하겐 같은 곳에서는 창조적 세계도시라는 가치를 비자발적 주거
이동에 대한 것보다 우선하고 있으며(Hansen et al., 2001), 프랑스 등
에서는 대규모의 도시 재개발사업이 저소득층의 비자발적 주거이동을 가
속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Moulaert et al., 2001). 

1960년대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이러한 비자발
적 이동을 유발한다는 관점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비자발적 주거이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연구가 있었다(Sassen, 1991; 
Marcuse and Van Kempen,2000). 이후 미국의 주거정책은 연방정부의 
HOPE VI와 같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주거빈곤을 저감하는데 초점이 맞
추어졌다(Goetz, 2002).

반면, 영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이 일반적이므로 재개
발사업이 반드시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Cameron and 
Doling, 1994). 물론 정부와 개발업자 간에 있어 상호 협조가 주거이동
을 촉진하기는 하지만(Logan and Molotch, 1987), 대부분의 서구 도시
에 있어서 비자발적 주거이동은 정부 정책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결과로 본다.



- 23 -

한편, 정치경제학적인 접근방법은 주거이동을 이해하기 위한 다른 방편
으로 재개발사업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개발사업과 주거이동은 
상호 밀접한 과정이다.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종종 주거이동을 야기하며, 개
별 가구의 이동에 대한 선택의 모든 결과가 결국 지역의 변화로 귀결된다. 

Smith(1996)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은 원주민의 
재정착이 아니라 자본의 재정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본 투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Smith와 Defilippis(1999, p. 651)는 가장 성공적인 젠
트리피케이션은 성공적인 자본투자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례로 도
심재개발사업의 결과 지역에 새로운 호텔, 업무시설, 컨벤션시설이 입지
한다면 이는 큰 수익을 의미하므로, 도시계획 및 개발은 성장 및 이익 관
점에서 이루지고 있다고 하였다(Feagin and Parker, 1991). 따라서 주거
이동은 그들을 이동시키는 사업자와 이동하는 주민간엔 불평등한 이익배
분을 낳게 된다. 즉, 주거이동을 촉발하는 개발사업의 본질은 자본의 이동
이며 이는 무엇보다 경제적 특성이 가장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이동에 대한 대부분의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개별가구의 
선택에 따른 주거이동과 개별가구의 행태에 대한 이해와 혼용되어 있다. 
비록 행태에 대한 제도적인 제약조건이 주택정책으로 동일시되긴 하지
만, 여러 정량적인 연구는 주거이동이 제약조건 하의 선택의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자발적 이동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
구도 있으나 대부분은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지역의 경제적 변화 측면
에 중점을 두고 있다(Forrest and Murie, 1990).

주거이동에 있어서 이동 주체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으
며, 비자발적 이동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대
부분의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 전후의 인구센서스 등에 따른 
연구는 인구이동의 종합적인 결과에 불과할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주거
이동에 대한 개별 가구의 행태 등은 검증할 필요가 있겠으나 소유권 변
동 및 이동 패턴 등 다른 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은 미비하므로 국내
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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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의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국내, 특히 서울의 주택재개발에 따른 소유권 변동 및 주거이동 관련 
연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사업추진의 흐름에 따라 우선, 사
업시행이 시작된 이후 구역내 기존 주민의 주거이동 행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주거이동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후 사업완료 
시점에서 기존 주민의 재정착에 관한 연구와 사업 이후 소유권의 유지측
면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토지 등 소유주의 거주위치에 따른 
사업추진 견해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주택재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1) 구역 내 주민의 주거이동 행태 
김태현(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거이동에 비해 주택재개

발사업에 따른 이주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멀리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창무외2인( 
2013) 등 기존 주거이동 관련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해당 연구에서는 2005년 당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370만명의 2,800만 건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성이 확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조합원, 세입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이동 주체의 가구특성에만 기반을 둔 분석을 하였기 때
문에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이동·소유권 변화는 분리하여 고찰하지 
못하였다.

박한상(2003)은 서울의 잠실과 도곡 아파트 주민에 대한 설문을 바
탕으로 재건축사업 승인 이후 주거이동 특성이 어떠한 양상을 띨 것인지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한 재건축 이주자의 점유형태가 전세임
에 따라 대규모 주거이동이 발생할 경우, 국지적 전세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재건축 사업의 분산 추진과 사업시기의 조정이 필요함을 주



- 25 -

장하였다. 특히,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강남 지역으로부터 먼 곳으로 이
주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자인 경우에 이러한 특성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주거이동 주체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이동 행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외 가
구특성(성별, 연령별 등), 거주특성(사업전후 거주위치) 등에 대한 복합
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신애(2004)는 서울시 주택재개발 5개 구역 139인의 세입자를 대상
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세입자의 이동특성(자치구내 이동(동일 동, 인접 
동, 다른 동), 자치구외 이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대주의 연령
이 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임대료를 높게 지불하는 가구일수
록 같은 동에 거주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에 학생수가 많을
수록 같은 구로 이주하려는 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하는 주
택의 크기가 클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다른 구로 이주하려는 성
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저소득주민의 이주시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세대주의 연령 및 가구 내 학생수로, 세대주가 고령인 경우 
새로운 지역을 찾기보다는 정든 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의지로 해석하였
다. 또한, 자녀 교육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금을 갖고 있으
며, 학생자녀를 위해 이주지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해당 연
구에서는 이동특성을 세분화하여 가구특성과의 연관관계를 제시함에 의
의가 있으나 대상이 세입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재입주 등
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서울특별시(2007)는 길음4구역 기존 주민의 사업 이후의 이주패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의 경우 같은 동(26.9%), 같은 
구(9.9%), 인접 구(39.5%)로 이주하였다. 주거대책비를 지원받은 세입
자의 경우에는 같은 동(20.0%), 같은 구(8.3%) 인접구(46.3%)로 이주
하였다. 다만 길음4구역의 경우 지리적으로 강북구와의 경계에 입지함에 
따라 인접구로의 이동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서 장영희·박은철(2008)의 연구가 있다. 이는 미아 뉴타운 미아1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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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이주패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의 경우 
인근지역으로 이주한 비율이 82.7%로 높았으며, 세입자의 경우에도 인
근지역 이주비율이 81.2%로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인근지역
으로 이주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택소유 형태에 따른 
이주패턴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거주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조합원과 세입자로 양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 따라 이창무외2인(2013)은 길음뉴타운 5구역의 조합
원 및 세입자 명부와 주민등록 전출입 자료를 토대로 2인 이하 가구, 3
인 이상 가구, 2인 이하 노년가구로 가구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앞선 두 연구와 유사하게 조합원의 경우(75%)와 세입자의 경우
(83%) 모두 근거리 내 이동(4㎞ 이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 특성
별로 살펴보면 사업직후에는 2인 이하 노년가구가 인접지역 이주비율 거
주율(76%)이 가장 높았으나, 사업이후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3인 
이상 가구가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46%)가 가장 많았다. 해당 
연구는 가구특성과 이주패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경과시점에서의 거주비율까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사업구
역 내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부재조합원의 특성까지 고려하지는 못했다.

2) 사업완료 이후 재입주
하성규·김태섭(2001)의 연구는 봉천 7-1지구와 봉천8지구에 재정

착한 원주민 28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구를 다음
과 같이 5개의 유형(A유형(주택재개발지구 소유주→재개발 철거(입주
권 전매)→타불량주거지 등으로 이주), B유형(주택재개발지구 세입자
→철거→비닐하우스 등에 임시 거주), C유형(주택재개발지구 소유주·세
입자→철거→저소득 층 주거지의 단칸방, 지하셋방 등에 이주), D유형
(주택재개발지구 세입자→철거 반대→장기간 주거불안상태 지속→공공
임대주택 입주권 확보), E유형(주택재개발지구 소유주·세입자→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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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에 자가나 임차로 입주 또는 타지역(정상적 주거지역)으
로 이주하여 정착)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 가구의 주거불안을 비교하였
다.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D유형
과 E유형도 실질적인 주거안정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착 가
구는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한 결과로 물리적인 주거수
준은 향상되었으나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주민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개발 전보다도 악화되어 재정착가구의 주거안정이 크게 개선되지 못
하고 있음을 밝히며 재개발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 중
시형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해당 연구는 주택소유특성과 재입주
형태를 복합적으로 분석한 의의가 있으나 타 연구와 마찬가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타지역 거주하는 부재조
합원의 특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고덕균(2004)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되었던 재개발 중 1990년 이후 
구역 지정된 47개의 재개발 단지특성과 5개 단지의 관리처분 권리유형
을 기준으로 재입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입주율이 
높은 단지는 국공유지 및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 등의 저소득층이 없고, 
조합원 및 세입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부정
형·세장형 토지 및 신축건물·대형건물이 많을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사
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입주율이 낮아지고, 용적률 및 층수가 클수록 재
입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적 특성인 관리처분 권리유형
에 따른 재입주 특성 분석을 위해 7개 입주확률모형(전체모형, 구역내거
주모형, 구역외거주모형, 자치구내 거주모형, 자치구외 거주모형, 청산금
교부모형 및 청산금지급모형)을 추정한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평당 토
지가격 및 평당 건물가격이 높을수록, 권리가격이 높을수록, 분양가격이 
낮을수록, 입주전 거주지역이 재개발이 있는 해당 자치구내에 거주할수
록, 평당재산가격이 상승할수록, 재입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유형태에 따라 재입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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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경(2009)은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주택재
개발사업구역 중 관리처분단계를 완료한 19개 정비사업구역(2007년 9월
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고, 소유주 특성,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특성에 따라 주거재정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유주 특성
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개발 대상지역 혹은 인근 지역에 혹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투자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를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2002년) 매입한 것으로 가정), 근저당 설정 
없는 경우에 재정착 확률이 낮아진다.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특성으로
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타 지목에 비해 재정착 확률이 증가하고, 토지
면적과 건축면적이 넓을수록, 단독주택인 경우, 유허가 건물인 경우, 평가
액이 클수록 재정착 확률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관리처분단계
에서 재정착을 위한 분양신청을 한 주민을 재정착 주민으로 가정하고, 입
주시점까지는 조합원이 지위가 양도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의 경
우 실질적 재정착이 이루어졌다고 예상함으로써 실제 재정착 행태를 반영
하지 못하며, 세입자의 주거이동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진경(2012)은 서울시 정비사업내 거주하는 가구의 설문을 통해 점
유형태에 따라 재입주 의사가 다르게 나타남을 밝힌 바 있다. 소유주인 
경우에는 약 73%가 재입주를 원하며, 세입자인 경우에는 33%만이 재입
주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주선호지역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에 거주하
기를 희망하는 가구가 59%, 같은 구를 희망하는 가구가 13%로 나타났
다. 재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유주인 경우 주거환
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주택면적이 넓을수록 재입주 확률이 증가하며, 세
입자인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재입주 확률이 증가함을 밝혔으
나 그 외의 거주기간, 소득, 부채, 직장위치, 주택유형 등의 변수는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대상지
의 거주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의 실제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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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2011)은 원주민 재정착률은 주민을 위한 재정비사업의 
추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불량주거지역 재정비사업이 주민의 주거수준 향
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으나, 재정
착률 산정을 위한 거주가구(또는 원주민)의 범위와 재정착의 개념, 기준
시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하였
다. 원주민 재정착률의 산정은 먼저 원주민의 범위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세입자까지 포
함시킬 수도 있다. 각각의 경우에도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또는 현지거
주 조합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전체 세입자 또는 보상대상 
세입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선택·입주 세입자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에서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재정착
률을 산정하여 재정착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으며, 재정
착률을 주거안정지표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약 
30.8%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주거안정지표
로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도 조합원의 경우는 재정착
률(40.6%), 생활권의 변화(21.9%)인데 반하여, 세입자의 경우는 주거비
부담의 변화(34.4%), 공공임대주택 입주율(28.1%), 재정착률(24.0%)로 
나타나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평가하는데 어
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원주민의 
범위는 조합원의 경우 현지거주 조합원, 세입자의 경우 보상대상 세입자
로 한정하고, 재정착의 지역적 범위는 동일 사업지구(생활권)로 한정하
여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재정착률을 재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 중심 재정착률(1)=조합설립인가당시의현지거주조합원
동일정비구역에재입주한현지거주조합원

생활권 중심 재정착률(2)=
조합설립인가당시의현지거주조합원 보상대상세입자
동일사업지구에거주하는현지거주조합원동일사업지구에거주하는보상대상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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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과 실질적 주거지원 중심 재정착률(3)=
조합설립인가당시의현지거주조합원 보상대상세입자
동일사업지구에거주하는현지거주조합원동일사업지구에거주하는보상대상세입자

구분
뉴타운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미아
6구역

가재울
2구역

노량진
1재개발

구역
신길
5구역

불광
6구역

월곡
1구역

조합원 재정착률
(기존 서울시안) 26.8% 41.7% 23.3% 44.7% 31.9% 12.5%
생활권 재정착률

(신규) 49.4% 61.2% 37.9% 66.7% 33.3% 20.2%
생활권+주거지원 
재정착률 (신규) 52.5% 62.2% 48.0% 67.8% 37.6% 31.8%

<표 2-5> 뉴타운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비교

   주: 재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동을 동일 생활권으로 간주하였으며, 신길동·불광동·하월
곡동의 면적은 뉴타운사업지구 평균 면적의 2~5배 정도임. (출처: 서울연구원
(2011), p.144)

신규로 산정한 재정착률을 기준으로 재정착률에 미치는 요인을 비교
해보면 재정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아6구역, 가재울2구역, 신길5구역
은 다른 사업지역과 달리 용적률이 높고, 추가부담금이 적으며, 조합설
립부터 관리처분 소요기간이 짧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용적률이 높더라도 조합원수가 많거나 
추가부담금이 큰 경우에는 재정착률이 낮아지는 경우처럼 재정착률에 복
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이
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가지며, 분석자료 한계상 소유와 거주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문제점이 있었다.

3)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소유권 변동
양성돈(2010)은 서울시 동작구 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조합원이 

소유한 재산권(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전매 여부를 통해 조합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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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역 내 조합
원과 구역 외 조합원 모두 연령이 높고,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전매할 확률이 증가하며, 사업구역 내 시공사가 1군 회사일 경우 
전매할 확률이 감소한다. 구역별로 살펴보면 구역 내 조합원인 경우에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국공유지 점유면적이 클수록,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가격이 높을수록 전매할 확률이 감소한다. 구역 외 조합원인 경우에
는 지목이 도로인 경우, 무허가건물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비율이 높을
수록, 소형주택 조합원 비율이 높은 경우에 전매할 확률이 증가한다. 다
만 이 연구는 조합설립인가의 조합원들과 관리처분계획인가시의 조합원
들을 비교하여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재산권의 소유주가 변동이 되었는
지의 여부로만 분석을 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사업완료 이후 시
점에서 입주(재정착)에 대한 동태적 관계를 밝히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창무외2인(2013)은 길음뉴타운 5구역을 대상으로 주거 멸실 이후 
첫 주거지와 재입주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2009년 시점 간 주거이동 
및 소유권 변동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유주의 경우 사업시행 이후 첫 
이주거지는 길음동 내 거주 비율이 4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4㎞내 인접지역 거주비율이 32.8%로 나타났다. 사업완료 3년이 지난 시
점에서는 길음뉴타운 내 거주 비율이 25.3%에 불과하였으며, 5구역 외 
길음동에 거주하는 비율이 18.7%, 4㎞내 인접지역 거주비율이 30.6%로 
나타났다. 반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길음뉴타운내 재입주는 7.0%에 불과
하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4㎞내 인접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밝
혀졌다. 본 연구는 재입주가 시작된지 3년이 경과되어 안정된 주거이동
과 소유권 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시점에서 사업 전후 비교를 통해 재입
주율 뿐만 아니라 소유 변동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데에 의의가 있으나 소
유 변화의 시점이나 명확한 소유변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는 못하였
다. 더불어 재입주의 경우에도 자가로서 재입주를 한 것인지, 임차로서 
재입주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소유관계를 파악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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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등 소유자의 거주위치에 따른 사업추진 견해 차이
임윤환(2008)은 낡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택재정비구역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를 소유자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경
우, 건축물 경과년수가 오래될수록 사업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미동의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대
상지 내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
다. 반면 건축물의 노후도는 동의율과 관계가 없다고 제시하였다.

이해석(2013)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5개소를 대상으로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제출된 추진위원회 승인서
류를 분석하여 소유자의 최초 의사결정인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토지 및 건축물을 단독소유가 아닌 2인 이상의 공유로 소유
하고 있는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소유지분에 대한 처리를 위해 추진위원
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유자 수가 증가할수록 사업추
진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리고 구역 내 소유자의 
경우 구역 외 소유자보다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노량진지구의 특성 상 구역 내에 거주하면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
하는 소유자가 많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하였다. 

김성훈·구자훈(2016)은 가리봉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 찬반 실태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특성(거주 위치)과 경제특성(종전자산, 
임대소득, 분담금), 물리적 특성(개발용도)이 찬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중 거주 위치의 경우 사업구역 내에서 직
접 거주하는 소유자가 구역 외 소유자 보다 반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역 외 소유자의 경우 투자의 목적이 거주의 목적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반면, 개인 특성 중 나이와 물리적 특성 중 
토지면적, 도로 접도여부, 노후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에서 정비사업의 추진 찬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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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해내었으며, 그 중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의 거주위치에 따른 동
의율은 모두 대상지내 거주자보다 대상지외 거주자에게서 높게 나타났
다. 다만, 대상지 외 거주자의 분포(같은 동, 같은 구, 다른 구, 다른 시
도)에 따른 동의율 차이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에 대한 찬성한 주민이 사업완료까지 소유권을 유지하거나 재입주하는지
에 대한 상관관계는 분석되지 않았다.

3. 선행연구의 종합

서울의 주택재개발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규주택의 공급하
며,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
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비자발적 가구이동을 야기한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기존 소유권의 변동을 통해 사업
성을 보전 받는 구조로 개발과정에서 소유권 변동도 불가피하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Cameron and Doling(1994) 등 해외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유권 변동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바 소유권 변동 
및 주거이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그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주택 소유권 변동 및 주거이동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주를 이뤘다. 특히, 주거이동에 대해서는 이동의 
요인, 주체, 행태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주거이
동 관련 연구들은 자발적인 주거이동의 주체들의 다양한 특성별(가구의 
생애주기, 교육 및 소득수준, 주거소유 형태 등) 이동의 패턴과 주기 등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으나, 반면 주택재개발 등으로 인한 비자
발적인 가구이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주택 소유권 변동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자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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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한계 등으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창무외2인
(2013) 등 일부 연구에서 사업 전후 비교를 통해 거주율 변화를 분석함
으로써 재입주율 뿐만 아니라 소유 변동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에 의의
가 있으나, 소유 변화의 시점, 정비구역외 소유자 등에 대한 분석은 실
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자료구득 등의 한계에 따라 구역지정에서
부터 준공 이후 재입주하여 안정화 된 시점까지 사업의 추진 전(全)단계
별로 소유권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위치의 변화까지 시기별로 복합적으로 고려·유형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지
는 못하였다. 또한 소유권과 관계가 없어 정비사업의 주체가 되지는 못
하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법적대책을 적용 받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동에 대한 파악도 미진하였으며, 그간 투자자로만 치부되었던 부재조
합원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이동특성에 대한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도 마
찬가지였다.

즉, 그간 선행연구에서는,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와 같
이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인구특성(성별, 연령별), 거주특성(거주위치), 
경제특성(청산가격)에 따른 사업동의율 변화와 소유권 유지가 서로 관계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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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소유·거주 변화 특성

제 1 절 분석의 틀 설정

1. 대상지 선정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조합원과 세입자 등 주민
의 소유권 변화, 거주 위치별 특성, 구역지정 이후 거주지 이동 등에 대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 2006년을 기
준으로 재개발사업 후 입주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 준공시점이 2004년
인 재개발사업지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해당 조건에 맞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서울시에서 총 18개소로 이
중 사업명부 등 관련자료 구득이 가능한 시점인 1990년대 이후 구역 지
정된 재개발사업지는 총 11개소이다. 

연
번 자치구 구역명 면적(㎡) 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준공 세대수 분양 임대
(소형)

1 강북구 미아1-1 232,793 73/12/1 96/5/1 98/11/18 04/5/7 5,327 3,830 1,497 
2 강북구 미아1-2 117,714 73/12/1 96/5/30 99/8/17 04/8/7 2,075 1,585 490 
3 동작구 본동2-3 22,109 73/12/1 97/10/24 03/1/20 04/8/7  381 247 134 
4 관악구 봉천7-2 97,579 73/12/1 98/12/15 00/11/10 04/8/30 2,496 2,104 392 
5 동작구 본동1-3 20,505 73/12/1 99/7/26 01/12/18 04/12/30  272 272 - 
6 성동구 하왕1-4 41,667 73/12/1 01/2/14 01/12/21 04/11/30 758 758 - 
7 강북구 미아5 112,796 75/11/13 95/11/1 01/8/24 04/12/21 2,017 1,344 673 
8 동작구 상도2 42,421 93/12/17 97/10/17 00/4/17 04/12/28  681 517 164 
9 동대문구 제기2 41,938 94/7/8 95/10/10 97/9/11 04/5/12 1,330 1,070 260 
10 동대문구 이문5 30,363 95/3/10 00/12/16 01/10/19 04/4/13 648 648 - 
11 관악구 봉천9 21,943 95/5/11 00/7/18 02/2/6 04/5/28 487 487 - 
12 마포구 공덕2 38,584 95/10/14 98/5/30 99/9/17 04/6/30 882 683 199 
13 성북구 종암1 25,492 96/3/29 99/12/27 01/10/22 04/9/24 513 513 - 
14 은평구 불광1 38,678 96/10/15 00/6/24 01/12/12 04/5/29 762 662 100 
15 동작구 본동4 31,586 98/10/13 00/10/14 01/12/27 04/10/21 829 653 176 
16 마포구 공덕4 29,180 99/6/11 01/8/21 02/2/28 04/9/6 616 616 - 
17 마포구 현석 26,521 99/9/17 00/6/10 01/6/19 04/2/17 510 510 - 
18 성동구 마장1 12,432 00/3/18 01/6/7 02/5/16 04/11/29 248 248 - 

<표 3-1> 2004년 준공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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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그간의 주거정비사업의 성과를 고려할 때 가장 많은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던 성북구4)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등이 평균값에 
근접하고, 1999년 사업시행인가 재개발사업구역 평균면적과 유사한 지역
으로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된 종암1구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3-1> 분석 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 선정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지역을 자료구득상 
등의 문제로 모두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종암1구역이 전형적인 
저층·노후 주거지역이었던바, 그 분석결과를 다른 일반적인 주택재개발
사업에도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암1구역은 성북구 종암동1가 123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
적은 25,492㎡(259필지), 정비건축물은 232동(유허가 201동, 무허가 31
동)이다. 이 지역은 1960년대 이전에 생겨난 노후 불량 주택·건물들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었던 지역이다. 소방도로·주거환경 미비로 인한 도시미
4) 재개발사업구역 49개소 및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구역 2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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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저해는 물론 위생문제 등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있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조합원수는 249인(구역지정일 기준), 건립 가구수는 513가구(임대주
택 없음)로 20층 이하 7개동 상가 2동의 규모이며, 총 사업기간은 구역
지정부터 8년 5개월, 사업시행인가부터 4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그림 3-2> 종암1구역 위치도 

<그림 3-3>  종암1구역 사업전후 항공사진 및 지적도 
(위: 사업전 1996년, 아래: 사업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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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소유권 변동 및 
거주지 이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재개발지역 주민의 주택 
소유자료와 거주자료를 구축하였다. 주택 소유자료는 재개발사업단계별 
조합원 명부, 등기부등본, 종전 토지·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및 권리명세
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을 재정리하였으며, 거주자료는 주민등록전산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  분 내  용

소유 자료 재개발사업단계별 조합원 명부, 등기부등본, 
종전 토지·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및 권리명세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거주 자료 주민등록전산자료

<표 3-2> 분석자료의 구성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민은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크게 
조합원과 세입자로 구분한다. 조합원은 거주요건에 따라 거주조합원과 
부재조합원으로, 세입자는 법정대책세입자5)와 무자격세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주민 중 분석의 대상을 모든 
조합원과 법정대책세입자로 한정하고, 자료구득의 한계에 따라 무자격세
입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소유권 변동 분석을 위한 소유자료는 사업단계별로 명부(이후 사업명
부)를 중심으로 개인특성과 소유특성을 정리하였다. 개인특성은 생년월
일, 거주지 주소, 성별 등으로 구성되며, 소유특성은 소유물건의 주소, 

5) 법정대책세입자란 서울의 경우 사업시행결정일 3개월 이전에 전입한 단독가구가 아
닌 세입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입자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세입자들은 흔히 무자격세
입자라고 불리는데, 보통 이런 무자격세입자들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재개발구역 전체 
세입자가구의 5~40% 내외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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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경우 사업단계
별 소유권 전매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지 등 물건을 중심으
로 전후 변화 또한 반영하였다.

구  분 내  용
인구특성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성별

소유특성 소유물건주소, 물건현황, 종전가액, 종후가액, 동의여부(조합설립, 
사업시행), 배정아파트, 세입자대책종류, 물건거래일시·거래종류

<표 3-3> 소유권 변동 분석 자료 

거주지 이동 분석을 위한 거주자료는 주민등록전산자료(이후 주민등
록자료)는 자료 구득의 한계로 2006년 9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
는 세대주들의 과거 거주지 이동이력으로 구성하였다6). 거주지 이동이
력을 파악하기 위해 1970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서울시 전입·전출 기
록을 근거로 세대주의 거주 및 이주 특성을 분석하였다. 

거주자료는 거주특성과 이주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거주특성은 
거주기간, 이주특성은 이동빈도, 사업대상지와의 거리로 구성하였다.

구  분 내  용
거주특성 거주기간
이주특성 이동빈도, 사업대상지와의 거리

<표 3-4> 거주지 이동 분석 자료

마지막으로, 사업명부와 주민등록자료를 연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의 거주지 이동 자료를 구축하였다. 사업단계별 사업명부의 거
주지 주소를 기반으로 주민등록자료를 연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최장 
30년 동안 특정 주소에서 거주했던 모든 세대주를 도출하고, 이 중 출생
6) 전체 주민등록자료의 세대주는 370만인이며, 이 중 1970~2005년 사이의 서울시 행

정구역내에서 발생한 전출입기록은 약 2800만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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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및 성별이 같은 자료를 추출하고, 이후에도 중복된 세대주가 남아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전거 기록 등이 주민등록자료의 거주지 
이동 자료와 동일한 것들만 추출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자료가 2006년 시점의 서울거주 
세대주이기 때문에 사업명부에 있으나 주민등록자료로 거주지 이동을 찾
을 수 없는 세대주가 발생하게 된다는 자료 구축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경우 여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2006년에 서울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망하였거나,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으나, 대부분 시외거주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연구대상지 외 거주지의 주택유형 및 지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토지특성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지도분석을 위한 지리정보
는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를 
활용하였다.

3. 소유·거주 변화의 유형

1) 소유권 변동의 유형
주택재개발사업은 법령상 토지등 소유자 위주로 추진되므로, 물건의 

소유자가 사업시점에 어디에 실제 살고 있는지는 사업추진시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주택재개발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으며, 특히 부재조합원 즉, 부재지주의 투기
(또는 투자)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 소유관계 문제는 
단순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10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유관계의 변동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7). 

각 사업단계별로 조합원의 소유권 매매(분양권 전매)가 발생하는데, 
사업단계를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준공, 매도매입 등 5개의 
7) 이에 따라 각 단계별 조합원의 총수에도 변동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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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소유권 유무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며, 각 
매매의 시점에 따라서는 총 11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각 사업단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1, 가지고 있지 않으면 0으
로 표기하고, 매도·매입 단계는 2로 표기하면 <그림 3-4>와 같이 소유
권 변동을 유형화 할 수 있다.

즉 ‘1111형’이라고 명명한 유형은 구역지정 전에 소유권을 매입하여 
준공까지 이를 유지한 조합원이다. ‘0001형’은 준공 단계에만 소유권을 
소유한 조합원이다. 이러한 소유권 변동은 실제 거주지 이동과는 차이가 
존재하며, 소유권 변동과 거주실제 거주관계를 반영한 원주민(주민)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0002형’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
원의 자격이 되었다가 준공 전에 소유권을 매도한 경우로 그 실제사유에
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투기세력으로 분류되는 유형이기도 하다.

다만, 본 분석에서는 소유권 매입시점을 기준으로 ‘구역지정전 소
유’(1111·1110·1100·1000), ‘구역지정 후 소유’(0111·0110·0100), ‘사
업시행인가 후 소유’(0011·0010), ‘관리처분인가 후 소유’(0001), ‘준공 
후 소유’(0002)인 5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림 3-4> 소유권 변동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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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 이동의 유형 
일반적으로 주민의 이동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개별가구의 필

요에 따라 자발적 이동을 전제하나, 일단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비
자발적 이동이 일시에 대규모로 발생하게 된다. 거주지 이동은 소유권 
변동과 달리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과 사업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세입자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그간 원주민 재정착률 등의 
문제가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요 이슈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거주지 이동은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철거, 준공 등 사업추진 단계
의 어느 시점에 전입하고 전출이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8가지의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3-5> 거주지 이동의 유형

 A형은 구역지정 이전까지 거주하고 이주, B형은 구역지정 전후에 전
입하여 거주한 후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전출, C형은 구역지정 전후에 전
입하여, 철거시점까지 거주 후 전출하는 유형이다. 이 세 유형은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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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준공 시점에 재입주하는 A′형, B′형, C′형으로 연결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공 시점에 재입주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 

D형과 E형의 경우 사업전에는 대상지에 거주경험이 없는 유형이다. 
이들은 부재조합원으로 이들 중 D형은 준공 후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지
만, E형의 경우 대상지에 거주 경험이 전혀 없는 유형이다. 대상세입자
는 법적 거주요건만 필요하므로 모두 C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 소유·거주 변화의 복합유형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 주민의 소유권 변동과 거주지 이

동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변동과 거주지 이동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유권 변동과 거주지 이동을 교차하여 복합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소유권 변동 11가지 유형과 거주지 이동 5가지 
유형을 교차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소유 및 거주의 복합 분석

이중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 취득시점 즉 소유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5가지 유형으로 재분류 되며, 거주지 이동에 대해서는 
A와 B형은 대체로 재개발사업과 무관한 거주지 이동으로 분류될 필요성
이 있다고 보이는바, 실제 재개발사업에 따른 소유×거주지 이동의 경우
의 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15가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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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주거이동의 요인 및 행태특성

도시 내 주거이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수많은 사례연구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Rossi, 1955; Coupe and Morgan, 1981; 
Clark et al., 1984; Cadwallader, 1992). 

Wolpert(1965)는 주거이동이 가구의 필요와 기대감, 주택자체의 속성 
등 내부요인과 입지적 특성, 접근성 등 외부요인에 기인하여 이루어진다
고 밝혔다. Feitelson(1993)은 사회적·인종적 상태에 기인한 사회 요인, 
여가 및 고용 선택, 교육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 요인, 가구별 소득수준 
등 경제 요인의 세 가지 요인에 따라 주거이동 주체의 특성을 분류하는 
모델을 고안하였다. 이재수·성수연(2014)은 서울시 전출입 가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변화와 주택 및 거주특성 변화, 이동특성변화 관점에서 주거
이동 특성 등 주거이동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거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은 결국 왜 이동하는가(주거이
동의 요인), 누가 이동하는가(주거이동의 주체), 어떻게 이동하는가(주
거이동의 행태)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Simmons, 1968; 
임창호외 2인, 2002에서 재인용).

주거이동의 요인은 크게 가구주가 자발적으로 소비 가능한 주택으로 
이동하는 자발적인 이동과 철거 등 물리적 환경변화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거이동의 주체는 사회적 측면에서 가구의 
생활주기, 교육·소득수준, 소유주·세입자 등 가구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이동의 행태는 이동거리, 빈도 등 측면에서 특성
을 달리하고 있다.

1) 주거이동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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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동의 요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분류되는데, 가
구원수, 소득, 생애주기 등 개별 가구의 행태적 관점에 따른 내부적 요
인에 따른 이동(자발적 이동)과 주택 시장, 주택정책 등 공급 측면에서
의 제약조건에 의한 외부적 요인에 따른 이동(비자발적 이동)으로 구분
할 수 있다(Ball, 1986). 후자에는 주거금융, 부동산 개발업자, 지가상승 
및 지대차이에 따른 이동도 포괄되어 있다(Forrest and Murie, 1990; 
Knox, 1993; Teixeira and Murdie, 1997; Smith, 1996). 

(1) 자발적 이동
주거기회 확대를 통해 가구주가 자발적으로 소비 가능한 주택으로 이

동함으로써, 가구의 주택소요(housing need)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구주의 소득이 고정된 경우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 및 설비의 질적 수준 저하 때문에 절대가치가 하락하고, 이
웃의 근린환경 변화 및 신규주택 건설로 인한 시장가격 변화 때문에 상
대적 가치가 하락하면 주거이동을 촉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가에 낮
은 소득계층이 전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필터링효과가 발생한다. 반대로 
주택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경우 가구의 생애주기, 소득증가에 따른 주거
소요 및 지불능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더 나은 주택으로의 주거이동이 발
생한다. 이로 인한 공가에는 주택수준에 걸맞은 가구가 전입한다. 소득
이 높은 계층의 가구가 신규주택으로 이동함으로써 생긴 공가를 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 효과로 요약되기도 
한다(하성규, 1986). 이러한 연쇄적 이동을 공가연쇄(vacancy chain)라 
하고 이를 통한 주거이동과정을 주택필터링(housing filtering)이라 한다. 

필터링의 유형으로 보면 공가주택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 승계되
는 경우를 하향필터링,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 승계되는 경우를 상향필
터링으로 본다.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준이 높은 주택으로 이동하
는 경우 상향이동, 수준이 낮은 주택으로 이동할 경우를 하향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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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특히, 하향필터링에서 나타나는 주택 승계효과를 ‘낙수효과(trickle 
down)’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주택필터링 개념은 Lowry(1960), Grisby(1963), White(1971) 이후
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에도 기
여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택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시장지향적(친화적) 주택정책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기
반을 제공하여 왔다. 다시 말해서 중산층 또는 그 이상의 소득계층을 대
상으로 신규주택을 건설·공급하면 이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하향여과
(filter-down)되어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Lowry(1960)는 필터링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음을 비
판하며, 필터링을 신규건설주택의 단위서비스 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단
위서비스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신축주택의 단위서비
스 가격이 하락할 수 없기 때문에 필터링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김정호 외 3인, 1988).

또한 Braid(1981, 1984)의 연구에 따르면, 신규주택 공급시 중고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의 변화 없이 하위 계층 사이에 하향 필터링
(filter-down)이 가능하나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불량주택에서만 발생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장기시장 균형모형에서는 필터링이 발생하지 않
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Weicher & Thibodeau(1984)는 주택시장
을 신규주택, 기준의 수준급주택, 수준 이하의 주택의 시장으로 구분하
여 필터링 가설을 검정한 결과, 장기적으로 수준 이하의 주택 사이에 필
터링 현상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김정호 외 3인, 1988).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Kim & Lee(2004)는 고급주택 공급을 통해 궁
극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김정호외3인(1988)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향 필터링 현상은 저
소득층 자가 주택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해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필터링 가설에 의한 주택정책은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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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조덕호(1995)는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변동
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택필터링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처럼 주택필터링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으므로 그 효과
에 관한 추가적인 검증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비자발적 이동
반면, 주택재개발사업 등 기존 거주지의 개발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거

이동은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주거이동과는 다르게 철거로 인한 불가피
한 주거이동이며, 자발적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이라는 견해가 강하다(남
진·황인자, 2006).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
거이동의 경우 자발적인 주거이동과는 다른 양상일 것으로 여겨진다. 

가장 큰 차이로는 소유주와 세입자로 구분되는 주체 특성과 실거주자
와 투자의 목적으로 전입한 가구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세입자
의 경우는 공사기간 중에 다른 불량주택지구에 이주하게 됨으로써 주거
환경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거이동의 악순환이 반복8)된다는 지
적이 발생하고 있다(이영교·송미원, 1997). 또 한편으로는 주거대책비 
보상을 노리는 비도덕적인 형태와 결합되어 있다는 인식도 존재한다(이
창무 외 2인, 2013).

이처럼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거이동은 다양한 사
회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나, 실제 미시적인 실제 행태에 기반을 둔 구
체적인 분석 및 이에 기초한 대책마련은 미진한 편이다.

2) 주거이동의 주체 
Morris, Crull, & Winter(1976)은 주거환경 질이 저하됨에 따라 개별 

8) Hal L. Kendig(1984)의 연구에 의하면 자발적 이동의 경우 자가→자가(25%), 임대
→임대(38%), 임대→자가(27%)로 나타난 반면, 비자발적 이동의 경우 임대→자가로
의 상향이동은 10%에 불과하고 임대→임대의 이동이 81%를 차지함(이영교·송미원, 
19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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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주거만족이 낮아지면 적극적인 반응으로서 주거이동이 이루어진
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거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가족의 주거
이동 의사와 주거소유 형태이며, 주거이동 의사와 관련된 요인들로는 가
구의 생애주기 및 특성(가장의 직업, 수입 등)이라고 밝혔다.

(1) 가구 생애주기
Rossi(1955)는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구성의 변화가 가구이동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밝혔다.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이동 양상은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이주보다는 기존 거주지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Newman & Duncan, 1979; 
Varady, 1983; Earhart & Weber, 1992; 최열, 1999에서 재인용). 

최열외2인(2010)은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젊은층 가구의 경우 전세소유의 비율이 높아 계약 만료후 이주 가능성이 
높으며, 더 나은 주거환경과 내집 마련을 위해 주거이동이 빈번이 일어
난다고 말하고 있다.

비자발적 거주 이동의 경우에도 길음뉴타운 5구역 내 원주민의 주거
이동을 살펴본 결과 사업완료 후 시점에서는 2인 이하 청장년 가구의 
경우 서울시외 지역으로 이주범위가 크게 확대된 반면, 2인 이하 노년 
가구의 경우 비교적 근거리로 이동함으로써 가구 이동에 가족 생활주기
가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혔다(이창무 외 2인, 2013). 

반면, Varady, D. P. (1983)의 연구에 따르면 주거이동계획은 주택상
태나 건강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노인기가 되면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
제가 발생하므로 기존의 주택상태에 대해 불만족하기 쉬우므로 이동 경
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이동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연구가 
유미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상반된 견해도 존재하므로 실제 이동
자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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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의 특성(교육·소득 수준)
교육 및 소득수준이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이견이 존재한다. Coupe et al.(1981)는 실물자산이 많
은 가구나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가구의 주거이동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가장의 교육수준, 직업지위가 
높은 가족은 주거이동을 통해 주거조절행동을 하며, 가계소득이 높을수
록 주거이동을 통해 주거조절행동을 잘 수행하나 저소득층의 주거이동은 
주거향상의 기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조재순, 1992).  

반면, Ferrell et al.(1977)은 남편의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
미 적합한 주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거이동이 낮게 나
타난다고 제시하였다. Varady, D. P. (1983)도 주거이동과 가구수입은 
유의미하지 않으며 양방향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수입이 높은 가
구는 이동 비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주거이
동을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이미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
고 있을 확률도 크므로 이동 경향이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
에서도 교육정도와 소득과 주거이동의 관계에 대해 교육과 고소득 계층
이 주거를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만 통계적 유의수준까지 미치지는 못한
다고 밝히고 있다(최열, 1999). 

가구의 교육 및 소득수준 또한 가구의 생애주기와 마찬가지로 연구별
로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일 
수는 있겠으나 Varady, D. P. (1983)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방
향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주거소유 형태
자가가구 및 임차가구 측면에서 주거이동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대부

분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의 주거이동 목적이 다르며 이로 인한 특성차이
가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대체로 임차가구의 주거이동 빈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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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Speare(1974)는 주거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여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Varady, D. P. 
(1983)는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의 주거이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서로 다르며, 임차가구는 가족생활주기와 주택특성변인, 자가가구는 
이웃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임차가구에서만 연령이 증가
할수록 이동이 감소세를 보이는데, 이는 가구 생애주기상에 양육과 관련
하여 주거 면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가가구는 
이미 그러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된다. 김미희(1983)는 주거이동 지향성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은 주택
소유 형태이며, 과거이동율과 함께 주거이동 지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
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현재 다른 거주지에 임차하여 살고 있
는 유주택 임차인에 대한 연구는 강은택·마강래(2009)와 Kim & 
Choi(2009)의 연구가 있다. 강은택·마강래(2009)는 최근 급증하는 유주
택 임차인은 무주택 임차인들에 비해 고소득·고학력의 젊은 계층에서 나
타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Kim & Choi(2009)은 유주택 임타 가구의 
증가 요인을 주거이동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투자적 목적도 크다고 판단
하였다(마강래 외 2인, 2012에서 재인용). 

이처럼 대다수의 연구가 임차가구의 이동경향이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나 단순히 주거이동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비자발적 
이동 요인에 따른 이동시점, 이동지역, 주거형태변화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주거이동의 행태
양재섭·김상일(2007)은 1996~2005년 서울대도시권 주거이동 패턴과 

이동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내 인구이동은 중·대생활권별 이동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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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외 지역으로의 유출 가구와 평균 이동하는 거리도 점차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김태현(2008)은 서울시민들의 주거이동 특성이 가구주와 주거지의 
생애주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착안하여 주거이동의 시·공간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서울시 주민들은 자주 이동하
고 근거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평균거주기간은 700일 
정도였고 평균이주거리는 1.2㎞정도로서 같은 동네(행정동)에서 주로 이
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주
거이동률이 높고 거주기간이 짧았으며 이주거리가 길었다.

반면, 이재수·성수연(2014)의 연구에서는 근거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점차 줄고 있으며 평균이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광역대도시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에 비해 높은 주택가격과 
소득감소, 직장변동, 내집 마련의 이유로 원거리 전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자발적 주거이동의 행태는 그 시기별로 근거리 이동에서 장
거리 이동으로 경향이 변화하고 있으나,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따른 
비자발적인 주거이동의 주거이동 행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가 미진한 편이다.

2. 주택 소유와 거주 불일치

1) 주택 소유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주거소유에 대한 욕구는 더 넓은 공간에 대한 욕구, 투자에 대한 욕구

와 더불어 자발적 주거이동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Rostow(1948)와 
Huang·Raunikar(1990)는 주거 소유에 대한 욕구가 적절한 규모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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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및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보다 우선적이며 더욱 강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재순·곽노선(1993)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거공
간 규모를 확대시키기 보다는 자가소유 욕구를 먼저 달성하려 한다고 하
였다. 자가소유가 임차보다 선호되는 이유로는 가족생활의 안정성 도모, 
사회의 지위와 신용의 획득, 일종의 강제 저축의 효과, 재산보전 수단 
및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경자, 1993
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주거소유에 대한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부동
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시기에는 자산으로써 소유를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고, 주거에 대한 가치관이 소유보다는 
거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원하는 환경에 
거주하려는 욕구에 따라 유주택 임차가구도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한정된 공간에서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여전히 주택 소유
권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보이며, 공동주택의 주거형태가 다수를 차지함
에 따라 구분 소유권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의 범위가 넓어지며,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시 의사결정에 많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2) 주택 소유와 거주 불일치
(1) 거주 불일치의 기본 개념
주택의 점유는 자가와 임차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자가의 

경우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주택을 소유하
고 있으나 실제 거주는 소유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 하고 있는 경우
로 구분될 수 있다.

주택의 소유는 임차에 비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기회
가 주어질 뿐 아니라, 임차재계약 여부의 불확실성 또는 임차비용 증가
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거래비용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 53 -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최근에는 적지 않은 가구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남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유주택 차가 점
유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최막중·강민욱, 2012).

기존 연구에서는 주택의 점유형태를 크게 자가 점유, 전세 점유, 월
세 점유, 기타 점유로 분류하였는데, 이중에서 주택소유와 관계없이 전·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강은택·마강래(2008)은 주택의 점유 및 보유형태에 따른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자가 점유율은 0.8% 증가한 반면, 
자가 보유율은 4.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주택보급률이 
3.9%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주택보급률과 
자가 보유율은 상승시킨 의의가 있지만 자가 점유율의 상승에는 기여하
지 못한 것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보급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는 데 있어 자가 점유율이 더 이상 지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거주 불일치의 원인
주택의 소유와 거주간 불일치 현상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되

고 있다. Ioannides·Rosenthal(1994)과 Manrique·Ojah(2003)에 따르면 
소유와 거주가 불일치하는 가구의 비율은 미국의 경우 2.9%, 스페인의 
경우 1.6%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를 기준으로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Choi, 2009에서 
재인용). 

세입자의 규모, 나이, 지역,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
년 말 주택의 소유한 세입자는 107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6.2%, 
전체 전월세 가구의 16.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70.4%에 이르렀다. 서울시 서초·강남·송파·양천·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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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입지·교육여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집값이 비싸며 아파트 비
중이 큰 지역일수록 ‘집 있는 세입자’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35.3%는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5분위였다. 4분위(24.6%), 3분위
(29.6%)까지 합하면 70.5%가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이들의 순
자산도 3억 6005만 원으로 자가 거주자의 3억 4551만 원보다 더 많았
다. 이들이 현재의 전셋집으로 이사한 이유는 직장(19.8%), 교통
(14.2%), 교육(12.2%) 순이었다9). 

이처럼 우리나라의 불일치가구 비율이 높은 것은 전세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부채조달하는 방식으로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처
럼, 전세금이 갖는 레버리지 효과는 소유와 거주의 분리를 용이하게 해
주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최막중·강민욱, 2012).

3. 주택개발과 소유·거주 변화

국토개발연구원(1991)의 연구에 따르면 대도시내의 택지부족에 따른 
신규 주택공급의 부족은 재개발사업에 의한 분양주택의 전매차익을 위하
여 이들 주택에 대한 투기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시 하
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외지인 소유주의 비율이 95% 수준에 
이르고 있었으며, 사당2-2구역의 경우 2년 6개월 사이에 총 2,461건의 
매매가 이루어져 전체 건축물 동수의 114%가 거래된 것으로 밝혀지기
도 했다. 일부지역에서는 조합원의 경제력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조합원
의 기득권을 이용해 대형주택을 분양받은 후 남는 중소형주택을 일반분
양하는 경우 있으며, 이 결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원주민들의 재정착
률이 하락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양성돈, 
2010에서 재인용).
9) 동아일보, 2012.12.5. “현대경제硏분석 ‘집 있는 세입자’ 전국에 108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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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돈(2010)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소유권 변동의 원인으로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대형 아파트의 공급으로 인한 추가부담의 과중이
다. 주거비부담은 1.3배가 증대되었고, 주택가격은 1.4배가 상승하였으며 
주택구입을 위한 요구소득은 3배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
째, 전세가격에 상승에 따른 외부지역으로의 이동이다. 재개발사업 시행 
결과 사업구역 인근 주거지역의 전세값 상승을 유발함에 따라 사업구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는 개발이익의 비형평성이다. 조사 결과 원주민에게 분배되는 개발이익
의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권의 변동은 주거이동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변동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요인에 기인한 비자발적 변동도 존재한다. 
사업과정에서 소유권 변동을 단순히 투자의 관점에서만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양한 행태 분석에 따른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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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업추진 단계별 소유·거주 변화 특성 분석

1. 소유·거주 변화의 기초 분석

1) 종암1구역의 소유권 변동
대상지인 종암1구역의 경우 사업대장으로 파악한 조합원수는 

217~279인으로 단계별로 변동이 나타난다. 조합원 총계(연인원 개념)
는 463인(조합 등 법인 4개 제외)이며, 구역지정시점부터 준공까지 소
유권을 유지한 조합원(1111형)은 구역지정 당시 조합원 249인 중 80인
으로 32.1%이다. 구역지정시점부터 준공까지 소유권을 유지하는 비율은 
서울연구원(2011) 등 선행연구에서 재정착률을 대리하는 값이지만, 실
거주를 고려한 재정착률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6> 종암1구역 사업단계별 조합원의 소유권 변동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는 조합원수가 253인으로 증가하며, 이 중 준공
까지 소유권을 유지한 조합원(0111형) 수는 85인이다. 반면,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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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조합원수가 227인으로 감소하며, 이중 준공까지 소유권을 
유지한 조합원(0011형)은 108인으로 증가한다. 

조합원 총수의 증가는 지분 분할의 영향이 크며, 반대로 감소는 조합
의 수용·청산에 따른 일반분양분으로 전환요인이 크다. 사업단계별로 조
합원의 소유권 매매(분양권 전매)가 발생하는데, 종암1구역의 경우 관리
처분계획인가 이후 가장 많은 매매가 발생한다. 

사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사업초반에 싸게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나, 실제 조합원 입장에서는 주
택재개발사업 추진상 여러 위험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
가 이후 매매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임시거처에 있던 기존 조합원들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분양권 유지여부
와 신축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자의 소유권 매입여부를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조합원의 특성,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경제적 여
건 등이 소유권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유권과는 관련이 없지만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법정대책을 수립토
록 한 세입자(이후 ‘세입자’10)라 함)는 1997년 4월 24일 기준으로 선정
된 175인이며, 철거에 따른 이주시까지 유지된다. 세입자 중 95인은 임
대주택 공급 대상자이고, 80인은 주거대책비 대상자이다11). 
10)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에 따른 세입자로 다음과 같다.
   제14조(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대상기준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인으로 이주

하는 세대.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기존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한다.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재개발사업의 최초 구역지정고시일(구역의 변경지정
으로 새로이 추가된 구역안의 세입자는 당해 구역 범위의 추가지정을 위한 최초의 구역
변경지정고시일)의 3월 전(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사업시행으
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 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 이 경우 거주시점은 주민등록표에 등
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11)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과 관련하여, 1985년 이전에는 세입자
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세입자들의 
이주 보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서울시의 재개발지역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점차 
개선되어왔다. 그러다나 1989년 5월 서울시의 재개발조례가 개정되면서 서울시의 재개
발구역 세입자들도 재개발이 끝난 후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세입자
들은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대책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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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세입자의 최초 입주일은 1983.1.~1997.4.이며, 퇴거일은 사업시
행인가 이후인 2000.1.~2001.12.이다.

<그림 3-7> 종암1구역 사업단계별 세입자수의 변화

2) 종암1구역 관련 거주지 이동
종암1구역 사업명부상 조합원 및 세입자의 실제 거주지 이동을 파악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자료를 연결하며 분석하면, 거주지 이동이 파악 가
능한 조합원(이하 ‘대상조합원’이라 함)의 총수(연인원 개념)는 308인으
로 사업명부상 전체 조합원의 66.5%이며, 거주지 이동을 파악할 수 있
는 세입자(이하 ‘대상세입자’라 함)의 총수(연인원 개념)는 120인으로 
사업명부상 전체 대책세입자의 68.6%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민
등록자료 기준일인 2006년 9월 12일 현재 세대주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사망하였거나, 통합 등 세대변경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당시에는 조합원 
및 세입자의 세대원이었으나 이후 세대를 분리하였고 당시 세대주는 주
민등록자료로 파악되지 않으나 세대원만 가능한 경우도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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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종암1구역 사업단계별 대상조합원(308인)의 거주지 이동

<그림 3-9> 종암1구역 사업단계별 대상세입자(120인)의 거주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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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조합원 총 308인 중 신축아파트 이전의 대상지에만 거주했던 세
대주는 72인, 신축아파트에만 거주한 세대주는 115인, 이전의 대상지와 
선축아파트 모두 거주한 세대주는 62인, 종암1구역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부재)세대주는 58인이었다. 소유권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서 분
석한 바와 같이 구역지정시점부터 준공까지 유지한 조합원 80인(1111
형) 중 사업완료 후 신축아파트에는 51인만 입주하였으며, 실제 재정착
률은 20.5%로 앞서 살펴보았던 구역지정시점부터 준공까지 소유권 유지 
비율로 살펴본 재정착률(32.1%)보다 낮게 나타난다. 

참고로 조합원 중 준공시점에 소유권을 유지한 217인(0001형) 중에
서는 196인(90.3%)이 실제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조합원은 준공시까지 소유권을 유지하더라도 그 중 10% 내외는 타지역
에 거주하면서 신축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신축
아파트 이전의 대상지에만 거주하였던 대상조합원 72인 및 이전의 대상
지와 신축아파트 모두 거주한 대상조합원 62인을 사업단계 시점으로 거
주를 분석하면, 대상지 구역 지정 전에 이주한 대상조합원은 20인(A형)
이며, 이중 6인은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였고, 구역지정 이후부터 철거이
전에 이주한 대상조합원은 10인(B형)이며 이중 6인이 신축아파트에 입
주하였으며, 철거시점까지 거주하였던 대상조합원은 105인(C형)으로 이
중 51인이 재정착하였다.

한편 재개발사업 후 신축아파트로 재입주한 대상세입자는 없었으나, 
임대주택 대상자 73인 중 배정받은 아파트로 이주한 세입자는 65인으로 
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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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거주 변화의 복합분석
종암1구역 사업단계별 대상조합원의 소유권의 변화 및 대상세입자수

의 변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단계별로 조합원 수를 파악하
면, 주민등록자료 시점과 가깝고 서울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준공시점
의 조합원·세입자의 실제 거주지 이동 확인비율(196인, 90.3%)이 구역
지정 시점의 그것(142인, 57.0%)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앞 수 있으며 
세입자는 임대주택 73인(60.8%), 주거대책비 47인(39.2%)로 총 120인
(68.6%)이었다.

즉 주민등록자료로 거주지 이동이 파악 가능한 종암1구역의 대상조합
원수는 308인, 대상세입자는 120인으로 총계는 428이며, 전체 명부의 
67.1%이다.

<그림 3-10> 종암1구역 사업단계별 대상조합원의 소유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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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종암1구역 사업단계별 대상세입자수의 변화

대상조합원의 소유권 변동 및 거주지 이동을 복합하여 파악하면 다음
과 같다.12)
<표 3-6> 소유권 변동과 거주지 이동

12) 세입자의 경우, 거주요건만 있으므로 재정착하지 않은 C형으로만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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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 단계별 소유·거주 변화의 기술적 분석

1) 구역지정 전후 소유·거주 특성
사업시행과 무관하게 자발적 거주지 이동이라고 보이는 구역지정전 

전출한 대상조합원 17인(구역지정전소유×A형) 중 사업시행인가까지 3
인, 관리처분인가까지 4인, 준공까지 10인만 소유권을 유지(조합원 자격 
유지)하며 그 10인중 4인은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소유변화
계구역지정전 소유

1111 1110 1100 1000

거주
변화

A
구역지정전에 전입·거주·전출 10(4) 4 3 - 17(4)

B
구역지정 전후에 전입·거주 후, 사업시행인가 전 전출 2(2) - 1 3 6(2)

C
구역지정 전후에 전입 후, 철거시점까지 거주 후 전출 48(44) 23 21(1) 1 93(45)

D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신축아파트에 입주 8 - - - 8

E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종암1구역에는 거주경험 없음 2 8 8 - 18

계 70(50) 35 33(1) 4 142
(51)

<표 3-7> 구역지정 전후 소유·거주 특성

주 : 괄호 안은 신축아파트 입주를 의미함. 즉 A′~C′유형

구역지정 전후부터 사업시행인가 이전 즉 철거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6인(구역지정전소유×B형) 중 구역지정 이후 이주하면서 소유권
을 매매한 3인, 사업시행인가까지 1인, 준공까지 2인이 소유권을 유지
하였으며, 준공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는 모두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시점까지 거주한 대상조합원은 93인(구역지정
전소유×C형)으로 구역지정 이후 이미 소유권을 매도하였으면서도 계속 
거주한 1인,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도한 21인, 관리처분인가 이후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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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 준공시점까지 유지한 48인이 있었다. 즉 이 경우 절반 정도는 철
거시점에 이주하면서 소유권도 매도하였고, 나머지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중 44인은 신축아파트에도 입주하였다.

구역지정부터 토지 등 소유자였으나, 이전 대상지에는 전혀 거주하지 
않다가 신축아파트에만 입주한 조합원은 8인(구역지정전소유×D형)이 
있었으며, 사업전후 전혀 거주하지 않은 조합원(구역지정전소유×E형)도 
18인 있었다. 이중 8인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8인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을 매도하였으며, 준공까지 유지한 대상조합원도 2인이 있었다.

2) 사업시행인가 전후 소유·거주 특성

소유변화
계구역지정 후 소유

0111 0110 0100

거주
변화

A
구역지정전에 전입·거주·전출 - 1 - 1

B
구역지정 전후에 전입·거주 후, 사업시행인가 전 전출 - - - -

C
구역지정 전후에 전입 후, 철거시점까지 거주 후 전출 2(2) 1(1) 1 4(3)

D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신축아파트에 입주 1 - - 1

E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종암1구역에는 거주경험 없음 1 3 1 5

계 4(2) 5(1) 2 11(3)

<표 3-8> 사업시행인가 전후 소유·거주 특성

주 : 괄호 안은 신축아파트 입주를 의미함. 즉 A′~C′유형

구역지정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 전에 대상지내 토지등을 새로 소유
하게 된 대상조합원은 11인(구역지정후소유의 계)으로 구역지정 전에 
이주한 대상조합원 1인(구역지정후소유×A형)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
유권을 매도하며, 철거시 이주한 4인(구역지정후소유×B형)중 1인은 사



- 65 -

업시행인가, 1인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매도하며, 나머지 1인은 준공까지 
유지하다가 신축아파트에 재입주하였다. 

거주하지 않은 대상조합원은 5인(구역지정후소유×E형)이며 그 중 1
인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3인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을 매도하고 
나머지 1인만 준공까지 유지하였다.  

요약하면 구역지정 이후 4인의 대상조합원이 소유권을 매도하고, 새롭
게 그 소유권을 매입하거나 대지분할 등으로 증가된 대상조합원은 11인이
었으며, 그 중 4인만 준공까지 소유권을 유지(조합원 자격 유지)하였다. 

3) 관리처분인가 전후 소유·거주 특성

소유변화
계사업시행인가 후 소유

0111 0100

거주
변화

A
구역지정전에 전입·거주·전출 - - -

B
구역지정 전후에 전입·거주 후, 사업시행인가 전 전출 3(3) - 3(3)

C
구역지정 전후에 전입 후, 철거시점까지 거주 후 전출 - 3 3

D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신축아파트에 입주 13 - 13

E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종암1구역에는 거주경험 없음 2 20 22

계 18(3) 23 41(3)

<표 3-9> 관리처분인가 전후 소유·거주 특성

주 : 괄호 안은 신축아파트 입주를 의미함. 즉 A′~C′유형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대상지내 토지등을 새로 소
유하게 된 대상조합원 41인(사업시행인가후소유의 계)중 구역지정전후
부터 철거전까지 거주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주한 대상조합원은 3인(사업
시행인가후소유×B형)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신축아파트에 재정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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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사업시행인가후소유×D형)은 신축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대상조합
원이며, 사업전후 거주한 경험이 없는 22인(사업시행인가후소유×E형)중 
20인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을 매도하고 준공까지 유지한 조합원
은 2인이었다.

구역지정 이후 35인의 대상조합원이 소유권을 매도하고 새로 증가한 
대상조합원은 41이었으며, 그 중 18인만 준공까지 소유권을 유지하였다.

4) 준공 전후 소유·거주 특성

소유변화
계관리처분 

후 소유
준공 후 

소유
0001 0002

거주
변화

A
구역지정전에 전입·거주·전출 2(2) - 2(2)

B
구역지정 전후에 전입·거주 후, 사업시행인가 전 전출 1(1) 2 3(1)

C
구역지정 전후에 전입 후, 철거시점까지 거주 후 전출 3(3) - 3(3)

D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신축아파트에 입주 93 - 93

E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종암1구역에는 거주경험 없음 5 8 13

계 104(6) 10 114(6)

<표 3-10> 준공 전후 소유·거주 특성

주 : 괄호 안은 신축아파트 입주를 의미함. 즉 A′~C′유형

관리처분인가 이후 대상지내 토지등을 새로 소유하여 준공까지 유지
한 대상조합원 104인(관리처분후소유의 계) 중 구역지정 이전에 거주했
던 조합원은 2인(관리처분후소유×A형), 구역지정전후부터 철거전까지 
거주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주한 조합원은 1인(관리처분후소유×B형), 철
거시까지 거주한 조합원은 3인(관리처분후소유×C형)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신축아파트에 다시 입주하였다. 이들은 철거이전에는 조합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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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으나 이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대상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
여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104인 중 대부분인 93인(관리처분후소유×D형)은 이전에 종암1구역 
거주 경험이 없다가 신축아파트에만 입주한 경우로 실거주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거주 경험이 없는 조합원은 
5인(관리처분후소유×E형)이었다.

그밖에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준공이전에 매도한 
조합원은 총 10인(준공후소유의 계)으로 그 중 2인은 철거 때까지 대상
지에 거주한 경험이 있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비거주자로 단순히 거래차
익을 위한 소유권 매매로 판단된다.

구역지정 이후 대상조합으로서 63인의 조합원이 소유권을 매도하고, 
증가되는 조합원은 104인이었으며, 매매만 한 조합원은 10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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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종암1구역의 사업명부상 조합원 총수(연인원 개념)는 463인, 세입자
는 175인으로 사업대상 주민의 세대주 총계는 638인이나, 이들의 실제 
거주지 이동 파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자료 연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파악된 대상조합원 총수는 308인, 대상세입자는 120인으로 사업대상 주
민 중 거주지 이동이 파악된 세대주의 총계는 428인으로 전체의 67.1%
이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민등록자료의 시점인 2006년 9
월 12일 현재 세대주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사망하였거나 세
대통합 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 변동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주택재개발사업시 사업단계별로 조
합원의 소유권 매매(분양권 전매)가 발생하는데, 종암1구역의 경우 관리
처분계획인가 이후 가장 많은 매매가 발생한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의 
유지를 의미하는 소유권 유지의 실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
하지 않은바 조합원의 특성,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경제적 여건 등이 
소유권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거주지 이동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추진단계별 그 총계는 파악이 
되나, 실제 거주지 이동의 방향, 빈도, 거리 및 그 요인에 대해서는 미시
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조합원의 경우는 소유 및 거주를 복합적으
로 고려해야지만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유사하게 파악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조합원, 부재조합원, 세입자 등 여러 이해관계
자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배경과 목적이 있음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택재개발사업을 주거환경의 개선, 주택공
급, 원주민의 재정착, 임대주택의 공급 등과 같은 목적지향적 가치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이해하려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사업에 따른 행태분석을 통해 그들이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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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라보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암1구역이라는 
단일한 연구지에 다양한 주민들이 사업에 따른 각기 다른 영향을 이해
하는 시도로써 제각각 다른 소유권 변동 및 거주지 이동 특성을 탐색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조합원이 법정요건 이상으로 동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이 소유권을 유지하지 않고 매도한다는 
것, 그게 사업 초반에 많을수록, 매도 비율이 높을수록 대부분의 조합원
은 주거환경 개선 목적 보다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
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단순히 원주민의 재입주 차원이 아니라 주거
환경을 개선코자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행태가 재입주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세입자 경우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아니므로 피동적일 수밖에 
없는바 사업에 따른 거주지 이동 특성, 즉 주거안정성 등에 대한 행태분
석이 필요하다. 이 경우 실제 세입자와 가장 유사한 조합원 즉 구역지정 
전후에 전입후 철거시점까지 거주 후 전출한 세대주(거주지 이동 중 C
형)에 한정하여 세입자와 비교함으로써 사업전후에 어떤 거주 특성을 보
이며 그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언론에서만 투자자(투기)로 언급되었을 뿐, 학술
적인 연구가 미진한 부재조합원(부재지주)의 경우, 실제로 투자자로서만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아니면 (거주지 이동 분석을 통해) 재입주하는 부
재조합원이 있는지, 주거환경 개선 목적과 투자 목적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 등이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 행태분석을 통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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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해관계자별 소유권 변동 및 거주지 이동 분석

제 1 절 조합원의 소유권 변동 특성

주택재개발지역에서는 사업단계에 따라 소유권의 변동이 다양하게 발
생한다. 이에 소유권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사업
단계를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세 단계로 구분하
여 조합원의 인구 특성(성별, 연령), 거주 특성(거주위치), 경제적 특성
(청산가격)에 따라 사업동의 및 소유관계의 특성(사업 후 최종 변화)과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거주 특성 분석을 위한 거주위치는 크게 주택개발사업의 대상지 내 
또는 외로 나누되 이를 대상지내, 같은 동, 같은 구, 다른 구, 다른 시도 
등 5가지 유형으로 세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구역지정 단계

조합원의 75.8%는 사업 대상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구 
11.3%, 같은 동 5.6%가 거주하고 있었다. 조합원의 성별은 남성이 
77.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대는 50대가 31.0%, 40대가 
26.0%, 60대가 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의 조합설립동의와 소유관계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조합설립동
의 비율은 76.2%이며, 소유권 유지여부는 매도가 52.0%로 가장 높고, 
소유는 33.1%, 조합에 수용·청산이 14.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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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조합원 수(인) 비율(%)
동의 189 76.2

미동의 59 23.8
합계 248 100.0

<표 4-1> 조합원 조합설립동의 비율

소유관계 조합원 수(인) 비율(%)
소유 82 33.1
매도 129 52.0

조합에 수용·청산 37 14.9
합계 248 100.0

<표 4-2> 조합원 소유관계 분포 

조합원의 특성에 따른 조합설립동의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조합
원의 거주지 분포와 조합설립동의율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Pearson chi2(4)=27.5015). 조합원이 대상지에 거주하거나 같은 동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동의율이 각각 81.4%, 85.7%에 차지하였지
만, 같은 구에 거주하는 경우는 동의 비율이 18.2%에 불과하였다. 

거주지 유형을 다시 대상지와 대상지 외로 분류하여 조합설립동의비
율을 다시 살펴보면 대상지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동의 조합설립동의 비
율 81.4%, 대상지 외 60.0%로 대상지에 거주하는 경우 조합설립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대상지에 거주하면서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은 조합설립동의에 비율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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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거주위치 동의 미동의 합계

대상지 빈도 153 35 188 
비율 81.4 18.6 100.0

같은 동 빈도 12 2 14 
비율 85.7 14.3 100.0

같은 구 빈도 2 9 11 
비율 18.2 81.8 100.0 

다른 구 빈도 18 10 28 
비율 64.3 35.7 100.0

다른 
시도

빈도 4 3 7 
비율 57.1 42.9 100.0

합계 빈도 189 59 248 
비율 76.2 23.8 100.0

Pearson chi2(4) =  27.5015   Pr = 0.000

<표 4-3> 조합원의 거주위치별 조합설립동의 비율

동의여부
거주위치 동의 미동의 합계

대상지 빈도 153 35 188 
비율 81.4 18.6 100.0

대상지외 빈도 36 24 60 
비율 60.0 40.0 100.0 

합계 빈도 189 59 248 
76.2 23.8 100.0 

Pearson chi2(1) =  11.4705   Pr = 0.001

<표 4-4> 조합원의 대상지내 거주 여부에 따른 조합설립동의 비율

다음은 조합원의 특성이 소유관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조합원의 거주지, 성별, 연령 중 조합원의 거주지 유형과 소유관계비율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조합원이 대상지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구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매도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매도
가 85.7%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매도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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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에 거주하는 경우는 조합 수용·청산비율이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같은 동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유하는 비율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역지정단계에서 조합원의 거주지 유형을 대상지와 대상지 외로 구
분하여 살펴보면 두 유형 모두 매도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대
상지 외에 거주하는 경우 조합 수용·청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소유관계
거주위치 소유 매도 조합 수용·청산 합계

대상지 빈도 62 104 22 188 
비율 33.0 55.3 11.7 100.0

같은 동 빈도 9 5 0 14 
비율 64.3 35.7 0.00 100.0

같은 구 빈도 3 0 8 11 
비율 27.3 0.00 72.7 100.0

다른 구 빈도 7 14 7 28 
비율 25.0 50.0 25.0 100.0

다른 
시도

빈도 1 6 0 7 
비율 14.3 85.7 0.00 100.00 

합계 빈도 82 129 37 248 
비율 33.1 52.0 14.9 100.00 

Pearson chi2(8) =  44.9012   Pr = 0.000

<표 4-5> 조합원의 거주위치에 따른 소유관계 변화

소유관계
거주위치 소유 매도 조합 수용·청산 합계

대상지 빈도 62 104 22 188 
비율 33.0 55.3 11.7 100.0

대상지 
외

빈도 20 25 15 60 
비율 33.3 41.7 25.0 100.0 

합계 빈도 82 129 37 248 
비율 33.1 52.0 14.9 100.0

 Pearson chi2(2) =   7.0226   Pr = 0.030

<표 4-6> 조합원의 대상지내 거주 여부에 따른 소유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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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단계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소유관계에 살펴보
면, 구역지정단계에서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경우는 매도하는 경우가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소유로 37.6%로 나타났다. 그러
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에 수용·청산하는 경우가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매도하는 경우 27.1%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업단계 초기인 구역지정단계에서 소유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조합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거주지 유형으로, 성별
이나 연령은 소유관계에 유의미한 차이를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망, 개인의 경제 요인 등 다른 요
인이 분양권 전매 등 소유관계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소유관계
동의여부 소유 매도 조합 수용·청산 합계

동의 빈도 71 113 5 189 
비율 37.6 59.8 2.6 100.0

미동
의

빈도 11 16 32 59 
비율 18.6 27.1 54.3 100.0

합계 빈도 82 129 37 248 
비율 33.1 52.0 14.9 100.0

Pearson chi2(2) =  94.3133   Pr = 0.000

<표 4-7> 조합원의 조합설립 동의와 소유관계 변화

2. 사업시행인가 단계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조합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거주지 유형은 
대상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71.2%로 구역지정단계 보다 감소하였다. 반
면, 다른 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15%로 증가하였다. 조합원의 성별은 남
성이 76.0%로 높게 나타나며, 연령대에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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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합원의 사업동의비율은 73.5%로 나타나, 구역지정단계보다 
3% 감소하였으며, 소유관계를 살펴보면 매도하는 경우가 51.0%, 그대
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33.2%로 소유관계는 구역지정단계와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여부 조합원 수(인) 비율(%)
동의 183 73.5

미동의 66 26.5
합계 249 100.0

<표 4-8> 조합원 사업 동의비율

소유관계 조합원 수(인) 비율(%)
소유 84 33.2
매도 129 51.0

조합에 수용·청산 40 15.8
합계 253 100.0

<표 4-9> 조합원 소유관계 비율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조합원의 특성에 따라 사업동의비율에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상지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동의 비율은 사업시행인가단계
에서 76%로 구역지정단계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합원의 거주지 
유형과 사업동의비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대상지에 거주하는 경우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경우는 각각 동의비율이 
76.4%와 75%로 높게 나타난다. 이를 대상지와 대상지 이외로 구분하여 
동의 비율을 비교하여도 거주지 유형은 사업동의와 유의미한 의미를 갖
고 있다. 이는 구역지정단계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거주지 유형은 사업
동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76 -

동의여부
거주위치 동의 미동의 합계

대상지 빈도 136 42 178
비율 76.4 23.6 100

같은 동 빈도 12 4 16
비율 75 25 100

같은 구 빈도 4 8 12
비율 33.3 66.7 100

다른 구 빈도 26 10 36
비율 72.2 27.8 100

다른 
시도

빈도 5 2 7
비율 71.4 28.6 100

합계 빈도 183 66 249
비율 73.5 26.5 100

Pearson chi2(4) =  10.7733   Pr = 0.029

<표 4-10> 조합원의 거주위치별 사업동의비율

동의여부
거주위치 동의 미동의 합계

대상지 빈도 136 42 178
비율 76.4 23.6 100

대상지외 빈도 47 24 71
비율 66.2 33.8 100

합계 빈도 183 66 249
73.5 26.5 100

Pearson chi2(1) =   2.7146   Pr = 0.099

<표 4-11> 조합원의 대상지내 거주 여부에 따른 사업동의비율

조합원의 특성별로 소유관계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의 거주위치와 소유관계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
나며, 조합원이 대상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도(54.4%)의 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속 소유하는 경우는 약 33.9%로 나타난다.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단계에 비해 매도하는 경우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조합원이 대상지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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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관계비율을 비교해보면 구역지정단계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며(매도(52%→51%), 소유(33%→33%), 조합에 매도
(15%→16%)), 대상지 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매도의 비율이 조금 증
가하고 있다. 또한 사업동의비율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성별과 연령대
는 소유관계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유관계
거주위치 소유 매도 조합 수용·청산 합계

대상지 빈도 61 98 21 180
비율 33.9 54.4 11.7 100.0

같은 동 빈도 7 7 2 16
비율 43.8 43.7 12.5 100.0

같은 구 빈도 4 0 8 12
비율 33.3 0 66.7 100.0

다른 구 빈도 12 17 9 38
비율 31.6 44.7 23.7 100.0

다른 
시도

빈도 0 7 0 7
비율 0.0 100.0 0 100

합계 빈도 84 129 40 253
비율 33.2 51.0 15.8 100.0

Pearson chi2(8) =  37.5030   Pr = 0.000

<표 4-12> 조합원의 거주위치에 따른 소유관계 변화

소유관계
거주위치 소유 매도 조합 수용·청산 합계

대상지 빈도 61 98 21 180
비율 33.9 54.4 11.7 100

대상지외 빈도 23 31 19 73
비율 31.5 42.5 26.0 100

합계 빈도 84 129 40 253
비율 33.2 51.0 15.8 100

Pearson chi2(2) =   8.3250   Pr = 0.016

<표 4-13> 조합원의 대상지내 거주 여부에 따른 소유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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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조합원의 사업 동의 여부와 소유관계에 살펴보
면 사업에 동의한 경우의 매도비율은 구역지역단계와 비교했을 때 
59.8%에서 56%로 감소하고, 소유하는 경우는 38%에서 40%로 증가한
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에 매도하는 경우는 54.3%에서 45.4%
로 감소하나, 매도하는 경우의 비율은 27.1%에서 37.9%로 증가하여 총 
매도비율은 81%에서 83%로 약 2% 증가한다.

소유관계
사업동의 소유 매도 조합에 매도 합계

동의 빈도 73 103 7 183
비율 39.9 56.3 3.8 100

미동의 빈도 11 25 30 66
비율 16.7 37.9 45.4 100

합계 빈도 84 128 37 249
비율 33.7 51.4 14.9 100

Pearson chi2(2) =  94.3133   Pr = 0.000

<표 4-14> 조합원의 사업시행 동의와 소유관계 변화

3. 관리처분인가 단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소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
과 앞서 분석한 구역지정단계 및 사업시행인가단계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의 성별과 연령은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조합원의 인구특성은 관리처분인가 단
계에서 소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는 철거 후 이주가 진행되었으므로 거주위치에 
대한 특성이 반영될 수 없고, 법적인 동의요건 자체가 없어 앞선 단계와 
차이점이 있으나, 다만 이 단계에 있어서는 재산의 종전·종후 가격이 결
정되고 이에 따라 경제적 판단기준이 분명해지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의 
지속여부에 영향이 있다고 추정된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요인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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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변수로는 입주부담률13)을 채택하였다. 
조합원 개인의 입주(추가)부담금은 각각의 조합원이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 개인의 권리가액 외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조합원들은 입주부담금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하며 입주부담금이 클수록 
전매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예상된다. 또한 조합원 입주 부담금을 종
전재산가액으로 나누면 조합원 개인의 종전재산대비 입주부담률(%)도 
정해지게 된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입주부담금이 추가된 전체 217가구 중에서 부담
률이 과다하고, 지분 쪼개기를 통해 향후 실제 부담률을 파악하기 어려
운 8개 가구(소유: 3가구, 매도: 5가구)를 제외하고 입주부담률과 소유
여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양성돈, 2010)와 마찬가지로 매도하는 경우 부담률이 
130.2%로 소유하는 경우의 입주부담률 10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소유권 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개수 평균 표준편차
소유 104 103.5 90.4
매도 105 130.2 122.0

  t = 1.798, df=207(p=0.0737)

<표 4-15> 입주부담률과 소유관계

13) 입주부담률 = 종전재산가액
조합원분양가종전재산가액 ×비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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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조합원의 특성중 인구특성 즉 성별과 연령은 사업에 대한 동의여부 
및 소유권의 유지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다만 거주특성에 있어서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동의 여부와 유
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거주지 유형을 대상지 내외로 크게 구분하
여 찬반 비율을 살펴보면 대상지 내에 거주하는 경우 동의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지에 거주하면서 사업추진 사항에 대
해서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거주특성은 소유권 유지와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구
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의 거주지 유형을 대상지 내외
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면 두 유형 모두 매도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
나지만, 대상지 외에 거주하는 경우 조합 수용·청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
망, 개인의 경제 요인 등 다른 요인이 분양권 전매 등 소유관계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동의여부와 소유권 유지관계에 
있어서도 유의한 결과는 도출되었으나, 동의자의 매도가 높은 비율을 보
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초기인 측면을 고려하고 실제 앞선 분석에
서도 분석한 바와 같이 소유권의 유지는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실제 통계적인 유의미 보다는 소유권 전매가 가장 활발한 관
리처분인가 단계 있어서 그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현실에 부합하다
고 보이는바, 입주부담률이 높을수록 소유권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추가부담금이 확실히 정해지는 관리처분인가 이전인 사업초반에는 사
업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나 사실 당시 조합원의 62.4%는 소유권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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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게 된다. 즉, 사업초반에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의미는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판단된다. 이점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더욱 명확해져서 입주부담률이 높을수록 소유권을 전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의 자격을 정하는 소유권의 변동을 통해 볼 때 주
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와 별개로 조합원의 대다수는 경제적 요인에 따
라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구역지정 전후에 전입한 
후 철거까지 거주한, 가장 원주민에 가까운 조합원 105인 중에서도, 준
공까지 소유권을 유지한 조합원은 53인에 불과하며 그중에서 51인은 사
업후 신축아파트로 재입주하게 된다(<표 4-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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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합원과 세입자의 거주지 이동 특성

비록 세입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될 수 없어 피동
적인 참여자에 불과하지만, 그간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등 
법적 대책이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거로써 거주지 이동 행태분석
을 통한 주거안정성 등의 제고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 경우, 소유주 위주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의 측면에서 보면 거의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C형 대상
조합원과 법적대책 대상세입자간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전후에 거주
지 이동의 특성상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세입자에 대한 법적 대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4-16> C형 대상조합원

우선 거주지 이동의 특성에 있어서는 사업전후 조합원과 세입자간의 
주거안정성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사업대상지를 기준으로 
할 때 근린애착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전후 실제 거주지가 어디에 위치하
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재입주 여부를 기준으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
를 떠난 가구(OWN1, <그림3-8>의 C′형을 제외한 C형)와 사업 후 대
상지로 돌아온 가구(OWN2, <그림3-8>의 C′형)로 구분하였으며, 세입
자는 임대주택을 받은 가구(RENT1)와 주거대책비만을 받은 가구
(RENT2)로 구분하였다(<그림3-9> 참고). 특히, 종암1구역에 있어서
는 전술하였듯이 준공까지 소유권을 유지한 조합원은 53인중 51인은 사
업후 신축아파트로 재입주하게 되므로, 조합원 C′형과 C형의 차이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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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까지 소유권의 변동여부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은, 철
거(관리처분인가)까지 거주하였으나 이후 소유권을 유지하고 재입주한 
조합원과, 철거에 따른 이주 전후 소유권을 매도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과 무관한 주민이 된 조합원과, C′형 및 C
형 조합원보다 종암1구역에 더 오래 거주하여 어쩌면 원주민에 더욱 가
깝다고 볼 수 있는 세입자들 간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거주지 이동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
대상조합원 대상세입자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를 떠난 가구
(소유권 매도) OWN1 임대주택을 받은 가구 RENT1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로 돌아온 가구
(소유권 유지) OWN2 주거대책비를 받은 가구 RENT2

<표 4-17>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의 유형 구분

선행연구(Morris, Crull, & Winter, 1976; 이창무 외 2인, 2013)에서 
가구의 이동빈도와 거주위치는 가구의 생애주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애주기 구분을 위해 가구주의 연령, 성별, 학령기 가구14) 여부를 활용
하였다. 또한 근린애착의 주요 영향요인인 거주기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거주기간을 철거 전부터 철거 시점까지 거주한 기간으로 한정하였다.

철거 때까지 대상지에 거주한 위 주민(대상조합원+대상세입자) 225
인 가운데 대상조합원은 총 105인으로 전체 대상지 주민의 46.7%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조합원 집단의 평균 연령은 54.7세로 세입자 
집단의 평균 연령 46.0세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령기 가구의 경우 상대
적으로 연령이 낮은 세입자 집단에서 학령기 가구의 비율이 조합원 집단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합원의 평균 거주기간은 6165일로 세입자 평
균 거주기간 3286일 보다 더 길게 나타났으며, 조합원과 세입자의 거주
기간의 차이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14) 본 연구에서 학령기 가구를 재개발사업과정에서 철거 시점에 미성년 가구와 동거하

는 경우로 정의한다.



- 84 -

빈도 비율 연령
평균 표준편차

조합원
OWN1 54 24.0 54.4 9.5
OWN2 51 22.7 55.0 12.3
소계 105 46.7 54.7 10.9

세입자
RENT1 73 32.4 46.8 10.9
RENT2 47 20.9 44.9 8.0
소계 120 53.3 46.0 9.9
총계 225 100.0 50.1 11.2

<표 4-18> 주민 유형 및 연령 분포

학령기 가구 여부
주민 지위 학령기 학령기 아님 총계

조합원

OWN1 빈도 6 48 54
비율 11.1 88.9 100

OWN2 빈도 8 43 51
비율 15.7 84.3 100

소계 빈도 14 91 105
비율 13.3 86.7 100

세입자
RENT1 빈도 21 52 73

비율 28.8 71.2 100
RENT2 빈도 13 34 47

비율 27.7 72.3 100
소계 빈도 34 86 120

비율 28.3 71.7 100
총계 48 177 225

21.3 78.7 100
Pearson chi2(1) = 7.5079   Pr = 0.006

<표 4-19> 주민의 유형과 학령기 가구 여부

거주기간
주민 지위

DURATION
평균 표준편차

조합원
OWN1 6067 3122 
OWN2 6270 3142 
소계 6165 3118 

세입자
RENT1 3237 1913 
RENT2 3361 2248 
소계 3286 2042 

총계 4630 2967 

<표 4-20> 주민의 유형별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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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빈도의 특성과 요인

1) 이동빈도의 변화
가구의 철거 시점 전후의 이동빈도를 살펴보면 먼저 철거가 이루어진 시

점으로부터 자료 시점까지의 기간이 4년이므로, 구역지정전 4년까지의 기
간을 재개발사업전, 철거 후 4년까지의 시간을 재개발사업후로 구분하였다.

사업전 조합원의 이동빈도는 평균 0.47회로 세입자의 이동빈도 평균 
1.45회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사업후 조합원의 이
동빈도는 평균 2.34회로 세입자의 이동빈도 평균 1.74회 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특히,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로 재입주하
는 가구(OWN2)와 주거대책비만을 받은 세입자 가구(RENT2)의 경우에 
재개발 이후에도 자주 이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동빈도
주민 유형

사업전
이동빈도

사업후
이동빈도

(사업후-사업전)
이동빈도

MOVE1 MOVE2 MOV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조합원
OWN1
(n=54) 0.35 0.68 1.81 1.12 1.46 1.41 
OWN2
(n=51) 0.59 1.30 2.90 0.96 2.31 1.49 

조합원 소계
(n=105) 0.47 1.03 2.34 1.18 1.88 1.50 

세입자
RENT1
(n=73) 1.45 1.26 1.44 0.91 - 0.01 1.44 
RENT2
(n=47) 1.45 1.72 2.21 1.18 0.77 1.73 

세입자 소계
(n=120) 1.45 1.45 1.74 1.09 0.29 1.60 

총계
(n=225) 0.99 1.36 2.02 1.17 1.03 1.74 

<표 4-21> 주민의 유형 및 사업전후 이동빈도의 변화

조합원의 이동빈도 변화(사업후-사업전)는 평균 1.88회로 세입자의 
이동빈도 평균 0.29회 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조합원을 세분하여 비교하면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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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구(OWN2)의 이동빈도가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를 떠난 가구
(OWN1)보다 더 많다. 다만, 재입주한 조합원의 경우 완공된 아파트로 
이주하기 위하여 무조건 1회의 거주지 이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
면, 사업후 대상지를 떠난 조합원보다 실질적으로 이동빈도가 많다고 볼 
수 없다고도 보인다.

세입자를 세분하여 비교하면 주거대책비만을 받은 가구(RENT2)가 
재개발 이후 이동빈도가 더 많다. 하지만 재개발 이후 임대주택을 공급 
받은 세입자 가구(RENT1)의 경우, 재개발 이후 거주지 이동빈도가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해당 가구의 
주거안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OWN2(2.31회) > OWN1(1.46회) = RENT2(0.77회) > RENT1(-0.01회) 

즉 대상지로 돌아오는 1회의 주거지 이동을 고려할 때, 주택재개발사
업 후 대상지로 재입주하는 조합원(OWN2)와 사업 후 대상지를 떠난 조
합원(OWN1) 및 주거대책비를 선택한 세입자(RENT2) 간에는 이동빈도
상 통계적인 유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세입
자(RENT1)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분석된다.

2) 주민의 이동빈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업전후 가구의 주거안정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이동빈도의 변화(사업후–사업전 가구의 이동빈도의 차이)를 종
속변수로, 가구의 연령, 성별, 학령기가구 여부, 주민의 유형, 철거 전 거
주기간을 설명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가지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주민의 유형을 조합원(1), 세입자(0)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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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는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로 떠난 가구(OWN1), 재개발
사업 후 대상지로 돌아온 가구(OWN2)로 구분하고, 세입자는 임대주택
을 받은 가구(RENT1)와 주거대책비만을 받은 가구(RENT2)로 주민의 
유형을 세분하고 주거대책비만을 받은 세입자 가구(RENT2)를 기준변수
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
(이동빈도의 변화) Coef. Std. Err. t P>t

연령 -0.013 0.010 -1.330 0.186 
성별 -0.074 0.255 -0.290 0.773 

학령기가구 여부 0.433 0.248 1.750 0.081 
철거전 거주기간 0.0003 0.000 6.660 0.000 

주민 유형 0.973 0.228 4.270 0.000 
_cons 0.069 0.548 0.130 0.900 

n=225, adj.R2=0.328, VIF=1.29

<표 4-22> 가구의 이동빈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1)

분석결과 가구의 이동빈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철거전 거
주기간, 주민의 유형, 학령기 가구 유무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민의 
지위가 조합원인 경우, 학령기 가구인 경우에 이동빈도가 더 많았다. 

거주기간의 증가가 이동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노후 주거지에 
장기간 거주한 가구의 낮은 경제수준으로는 사업 후 신규 주택으로 입주
하지 못하고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주민의 지위가 조합원
인 경우가 세입자에 비해 이동빈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주택 입주를 위해 이주하는 과정이 포함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동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의 표준화계수를 비교하면 
거주기간(0.447), 주민의 지위(0.279), 학령기가구(0.102)의 순서로 주
거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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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주거안정성) Coef. Std. Err. t P>t

연령 -0.012 0.010 -1.200 0.230 
성별 -0.184 0.250 -0.730 0.464 

학령기가구 여부 0.424 0.241 1.760 0.080 
철거전 거주기간 0.0003 0.000 6.480 0.000 

OWN1 0.207 0.299 0.690 0.489 
OWN2 0.887 0.311 2.850 0.005 
RENT1 -0.759 0.262 -2.890 0.004 
_cons 0.590 0.556 1.060 0.290 

n=225, adj.R2=0.364, VIF=1.53

<표 4-23> 가구의 이동빈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2)

주민의 지위에 따라 가구를 세분한 모형 2의 경우, 모형 1과 마찬가
지로 학령기가구인 경우에, 대상지에서 오래 거주한 경우에, 사업지로 
다시 돌아온 가구인 경우(OWN2)에 이동빈도가 증가하게 되나, 실제 대
상지로 재정착하는 1회의 이동빈도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으며, 임대주택을 받은 세입자 가구의 경우에는 이동빈도가 획기적
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2. 거주지 이동의 특성과 요인

1) 거주위치의 변화
재개발사업에 따라 자발적·비자발적인 거주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고 결

국 당초 거주하던 대상지로 회귀하든지 떠나게 된다. 이를 그간 원주민 재
정착률로 단순히 표시하였으나, 선행연구(서울연구원, 2011; 이창무외 2
인, 2013)와 같이 실제 근린에 재정착하는 경우는 대상지에 재정착한 결
과와 동일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가구
가 철거가 이루어지고 처음 이동한 초기 거주위치(DIST1)와 2006년 시점
에서 대상지와 거주지와의 거리인 최종 거주위치(DIST2)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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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조합원의 초기 거주위치는 약 4㎞이며, 대상세입자는 2.3㎞로 거
주위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조합원과 세입자를 앞서 분석한 
방식과 같이 각각 두 가지로 세분하여 거주위치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주로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를 떠난 조합원(OWN1)과 대상지 인근의 공
공임대주택을 제공받은 세입자 가구(RENT1)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OWN1(5.0㎞) > RENT1(1.8㎞)

또한 철거되기 전까지 거주한 기간과 첫 거주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95% 유의수준에서 상관계수는 0.14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의 최종 거주위치는 약 2.4㎞로 나타나며, 세입자의 거주위치는 
대상지로부터 2.0㎞로 주민의 유형과 대상지와 거주지와의 이격거리 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조합원과 세입자
를 세분하여 거주위치를 비교하면, 세입자의 경우 대상지로 다시 돌아온 
조합원(OWN2)에 비해 대체로 먼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WN1(4.3㎞) > RENT2(2.2㎞) = RENT1(1.8㎞) > OWN2(0.4㎞)

이격거리
주민 유형

철거 시점
대상지와의 이격거리 (m)

2006년 시점 
대상지와의 이격거리 (m)

DIST1 DIST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조합원
OWN1
(n=54) 4968 7674 4255 4541 
OWN2
(n=51) 2825 3310 378 1417 

조합원 소계(n=105) 3927 6036 2372 3907 

세입자
RENT1
(n=73) 1861 5158 1768 2962 
RENT2
(n=47) 3019 8030 2233 2884 

세입자 소계(n=120) 2315 6430 1950 2928 
총계(n=225) 3067 6287 2147 3418 

<표 4-24> 주민의 유형과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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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거주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06년 시점 대상지와 거주지와의 거리(DIST2)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상지와 가까
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를 떠난 대상조합원
(OWN1)은 대상지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며, 사업 후 대상지로 돌아온 
대상조합원(OWN2)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한다.

종속변수
(DIST2) Coef. Std. Err. t P>t

연령 -42.8749 22.19805 -1.93 0.055
성별 -70.2447 568.1535 -0.12 0.902

학령기가구 여부 -432.908 548.4418 -0.79 0.431
철거전 거주기간 0.105925 0.103388 1.02 0.307

OWN1 2114.543 680.1732 3.11 0.002
OWN2 -1770.09 707.3658 -2.5 0.013
RENT1 -375.721 596.5127 -0.63 0.529
_cons 4070.485 1264.013 3.22 0.001

n=225, adj.R2=0.146, VIF=1.53

<표 4-25> 최종 거주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소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의 이동빈도와 거주위치를 조합원과 
세입자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재개발사업기간 동안 조합원의 이동빈도가 세입자 보다 더 많았다. 이
를 보다 세분하여 분석하면,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로 돌아온 대상조합원
의 이동빈도가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를 떠난 조합원(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주민)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상지로의 재정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1회의 거주지 이동을 고려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는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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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대책비만을 받은 대상세입자가 재개발 
이후 이동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재개발 이후 임대주택을 공급 
받은 세입자의 경우, 재개발 이후 이동빈도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해당 가구의 주거안정성에 기
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동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철거전 거주기간, 주민
의 유형, 학령기 가구 유무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민의 지위가 조합원
인 경우, 학령기 가구인 경우에 이동빈도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거
주 기간 증가가 이동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노후 주거지에 장기간 
거주한 가구의 낮은 경제수준으로는 사업 후 신규 주택으로 입주하지 못
하고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바, 선행연구(최신애, 2004; 임하경, 
2009)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민의 지위가 조합원인 경우가 세입자에 비해 이동빈도가 많게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주택 입주를 위해 대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판단된다. 이동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의 
표준화계수를 비교하면 거주기간(0.447), 주민의 지위(0.279), 학령기가구
(0.102)의 순서로 주거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전후 거주지 이동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상지 주변
에서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함의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
에 대한 분석결과, 2006년 시점 대상지와 거주지와의 이격거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상지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를 떠난 
대상조합원은 대상지로부터 사실상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재개발사
업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먼 거리에 거주하며, 사업 후 대상지로 돌아온 
대상조합원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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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부재조합원의 소유·거주 변화 특성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일반적으로 실제 거주할 목적 보다는 매매차
익 또는 투자적 성격으로 분류되는 부재조합원(D형 및 E형)도 거주지 
이동과 연계하여 파악하면 사업후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된다. 이 차이는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려는 목적
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되는 것과,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투자자의 목적
에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양자간을 구분하여 그 거주지 이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종암1구역에 거주하지 않았던 부재조합원 중 사업완료 후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은 조합원(비거주조합원, E형)과 입주한 조합원(입주조합원, 
D형)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표 4-26> 부재조합원의 유형

1. 소유관계(매입·매도)에 따른 차이

사업단계별15) 대상지의 토지 등을 소유하게 된 시점 즉 분양권을 취
득한 시점에 따라 사업완료 후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지에 대한 차이는 

15) 1단계: ~구역지정(1996.4.3.),  
2단계: 구역지정~사업시행인가(1999.12.27.),  
3단계: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2001.10.17.),  
4단계: 관리처분인가~이전고시(20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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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1단계부터 3단계에서 소유한 가
구의 경우 비거주조합원이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4단계에서 소유
한 경우는 106가구 중 93가구(87.7%)가 신축아파트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다(<표4-26> 참고). 이를 1단계부터 3단계에서 분양권을 취득
한 조합원(67가구)과 4단계에서 취득한 조합원(106가구)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한 결과 역시 4단계에 소유한 경우에 입주조합원이 되는 비율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입주여부
사업단계 비거주조합원 입주조합원 합계

1 빈도 18 8 26
비율 69.2 30.7 100

2 빈도 5 1 6
비율 83.3 16.7 100

3 빈도 22 13 35
비율 62.9 37.1 100

4 빈도 13 93 106
비율 12.3 87.7 100

합계 빈도 58 115 173
비율 33.5 66.5 100

 Pearson chi2(3) = 56.5646   Pr = 0.000

<표 4-27> 부재조합원의 소유시점에 따른 사업후 신축아파트 입주여부(1)

부재조합원
사업단계 비거주조합원 입주조합원 합계

1~3 빈도 45 22 67
비율 67.2 32.8 100

4 빈도 13 93 106
비율 12.3 87.7 100

합계 빈도 58 115 173
비율 33.5 66.5 100

  Pearson chi2(1) =  55.5196   Pr = 0.000

<표 4-28> 부재조합원의 소유시점에 따른 사업후 신축아파트 입주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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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여부
소유권 유지 비거주조합원 입주조합원 합계

매도 빈도 48 0 48
비율 100 0 100

유지 빈도 10 115 125
비율 8 92 100

합계 빈도 58 115 173
비율 33.5 66.5 100

 Pearson chi2(3) = 131.7186   Pr = 0.000

<표 4-29> 소유관계에 따른 사업완료 후 신축아파트 입주여부

한편 분양권 사업 중 매도한 조합원(분양권 전매) 중 사업완료 후 신
축아파트에 입주한 경우는 없으며, 준공까지 유지한 조합원 중 8%만 비
거주조합원이다. 즉 사업후반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끝까지 유지한 경우
가 신축아파트에 거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2.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

분양권 취득시의 가구주 연령 및 대상지로부터의 이격거리와 사업후 
신축아파트 입주여부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은 부재조합원(<표4-26>의 E형)인 경우 소
유한 기간동안 이동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철거 때까지 거
주한 조합원(<표4-16>의 C형)과 유사한 특성으로 조합원의 경우 재정
착 또는 새로 입주하는 경우일수록 사업기간동안 이동빈도가 더 많은 것
으로 보이므로 원활한 재정착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주거안정을 위한 대
책이 요구된다.

한편, 사업 후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조합원인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거주했던 곳의 주택유형이 아파트가 많다는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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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입주여부

구매시 연령 구매시 거리 소유중 이동빈도
AGE DIST3 FREQ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거주조합원

(n=58) 43.1 10.9 5833.2 5079.1 1 1.38
입주조합원
(n=115) 45.5 12.3 5685.7 6580.3 1.58 1.29

합계
(n=173) 44.7 11.9 5735.1 6103.5 1.39 1.34

t-test 결과
t=-1.269
(df=171)
p=0.2061

t=0.1497
(df=171)
p=0.8811

t=-2.7405
(df=171)
p=0.0068

<표 4-30> 가구특성별 사업완료 후 신축아파트 입주여부

입주여부
구매시 주택유형 비거주조합원 입주조합원 합계

아파트외 빈도 46 45 91
비율 50.5 49.5 100

아파트 빈도 12 70 82
비율 14.6 85.4 100

합계 빈도 58 115 173
비율 33.5 66.5 100

 Pearson chi2(3) = 24.9652   Pr = 0.000

<표 4-31>  분양권 취득시 거주지의 주택유형에 따른 신축아파트 입주여부

3. 신축아파트 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조합원과 그렇지 않은 비거주조합원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항 로짓모형으로 추
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분류정확률은 83.8%로 만족할 만한 수
준이다. 사업단계가 1, 2, 3단계에 비해 4단계에 소유한 경우에, 소유 중 
이동빈도가 많을수록, 구매시 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에 신축 아파트
로 입주할 확률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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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입주조합원(rrtype=1), 비거주조합원(rrtype=0)
독립변수 추정계수 P>z

사업단계(4단계=1) 3.387 0.000 
구매시 연령 0.027 0.181 

소유중 이동빈도 0.829 0.000 
구매시주택유형(아파트=1) 1.914 0.000 

상수 -4.162 0.000 
표본 수 173

Pseudo R2 McFadden's R2 0.444
 Cragg & Uhler's R2 0.600

Efron's R2 0.498
분류정확률 0.838

<표 4-32> 부재조합원의 신축아파트 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소결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이동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부재
조합원을 투자세력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록 부재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사업후반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끝까지 유지한 경우 신축아파트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 있다. 또한 사업 후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조합원인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거주했던 곳의 주택유형이 아파트가 많다
는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보아,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재
조합원으로 판단되므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조합원과 그렇지 않
은 비거주조합원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항 로짓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후
반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소유 중 이동빈도가 많을수록, 구매시 주
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에 신축 아파트로 입주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부재지주로 일컬어지는 부재조합원도 신축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는 실
거주의 목적인바 그렇지 않는 부재조합원과 정책적으로 다르게 봐야 할 
필요성 있다고 보인다. 분석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
한 부재조합원의 경우는 실거주 보다는 투자적 입장에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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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과와 한계

그간의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약 20㎢의 토지에 333,885개의 노후·
불량주택이 철거되고 379,071개의 신규주택이 공급 또는 공급예정이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은 단순히 신규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불량주거지 철거 및 주거환경 개선
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그동안 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급속한 도시화 현상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무허가 불량주택이 양산되었
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무허가 불량 주택의 철거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 의의는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이다. 과거 주거지의 경우 대부분 
저층 고밀로 조성되어 소방도로 확보가 어려워 안전상 취약하였으며, 맹
지도 다수 존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도 대
부분 열악한 실정이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저밀·고층화가 됨에 
따라 충분한 오픈스페이스와 도로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어둡고 위험한 공간을 깨끗한 도시
로 탈바꿈하여 이미지를 개선하였으며, 신규 건설을 통해 공공의 세입증
대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위생문제 해결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은 대규모,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야기
하기도 하였다. 첫째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는 역시 원주민의 재정
착 문제이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더라고 기존 주민들은 대부분 추가부담
금 지불능력 부족으로 사업과정에서 전매를 하고 신규 주택에는 타 지역
에서 이주해 오는 중산층이 대부분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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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에 따라 기존 임대소득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유주의 경우나 
세입자의 경우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아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
고, 이는 다시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주택재개발 사업은 저소득층의 비자발적 이동을 발생시킴
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조합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이 부족한 세입자의 경우는 공사기간 중에 다른 불량주택지구에 
이주하게 됨으로써 주거환경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거주지 이동의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주거대책비를 지원하거나 임대아파트로 입주
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축소하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대부분 투자세력으로 여겨지는 부재조합원 관련 문제, 기존 
가구수 대비 증가 가구수가 크지 않음에 따른 물량적 주택공급효과 문제 
등도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주택재개발사업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인해 원주민 주거안정
저하 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각각 사안별
로 단순하게 규정되어지지 않으며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대안을 마련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과 세입자의 소유권 변동 요
인, 거주지 이동 행태 등 실제 현상의 변화 관찰을 통해 다각적이고 종
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합적 행태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거주민의 주거복지향상 등 현실적인 관련정책 마련
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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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택재개발사업과 소유·거주 변화 분석 결과

서울의 주택재개발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규주택의 공급
하며,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비자발적 
거주지 이동을 발생시키며, 기존 소유권의 변동을 통해 사업성을 보전 
받는 구조로 사업과정에서 소유권 변동도 불가피하게 빈번히 발생한다. 
다만 소유권 변동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바 소유권 변동 
및 거주지 이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이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면밀히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역지정부터 준공 이후 재입주하여 안정화 된 시점까
지 사업의 추진 전 단계별로 소유권 변동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
제 거주위치의 변화까지 시기별로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화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유권과 관계가 없어 정비사업의 주체가 되지는 못하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법적대책을 적용 받는 세입자에 대한 거주지 이
동도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인구특성(성별, 연령별), 거주특성(거주위치), 경제특성(청산가격)에 따
른 사업동의율 변화와 소유권 유지가 서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
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재조합원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이동특성
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1. 사업단계별 조합원의 소유권 변동 특성

주택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므로 그 사업단계에 따라 소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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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단계를 법정단계인 구역지정, 사
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로 구분하여 조합원의 인구특성, 거주특성, 경
제적 특성에 따른 소유 변화를 살펴보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사업단계별로 조합원의 거주지, 성별, 연령 분포에 따른 소유관계 변
화를 고찰한 결과 각 단계별로 조합원의 특성 중 거주지 위치는 사업동
의비율 및 소유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임윤환
(2008), 이해석(2013) 등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대상지 내 
거주하는 경우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암1구역 사업추진 당시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지의 물리적 노후도가 심화
된 상황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의 의지도 컸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의 사업시행 동의율과 소유관계를 살펴본 결과, 추가
부담금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사업초반에는 사업시행에 동의하는 소유
자의 62.4%가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후반으로 갈
수록 매매비율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사업초반에 재개발사업을 찬
성하는 의미는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판단되며, 이 점
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더욱 명확해진다. 이들은 애초에 사업이후 재입
주를 할 의사가 없는 그룹이므로 재정착률 검토함에 있어 단순히 원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사업에 참여한 조
합원들의 그룹을 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종전·종후 가격이 결정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경제적 요인이 
소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입주부담률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입주부담률이 
낮을수록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덕균(2004), 
양성돈(2010), 서울연구원(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은 초기에는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참여했으나 입주부담률이 결정된 이후 
이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매매를 선택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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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과 세입자의 거주지 이동 특성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의 이동빈도와 거주위치를 조합원과 
세입자로 비교·분석하였다. 가구의 이동빈도와 거주위치는 가구의 생애
주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요인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가구주의 성
별, 연령, 학령기 가구 여부가 거주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세입자 경우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아니므로 피동적일 수밖에 
없는바 사업에 따른 거주지 이동 특성, 즉 주거안정성 등에 대한 행태분석
이 필요하다. 실제 세입자와 가장 유사한 조합원 즉, 구역지정 전후에 전입
후 철거시점까지 거주 후 전출한 세대주(거주지 이동 중 C형)를 분석함으로
써 사업전후에 어떤 거주 특성을 보이며 그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 전 단순 이동빈도는 조합원이 세입자보다 더 적었고, 
사업후에는 조합원의 이동빈도가 다소 많았다. 조합원과 세입자의 유형
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조합원의 경우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로 돌아온 가
구의 이동빈도가 재개발사업 후 대상지를 떠난 가구보다 더 많게 나타났
다. 그러나 사업후 대상지로 돌아오는 1회의 거주지 이동을 고려할 때 
거주지 이동 빈도는 조합원과 세입자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통계적으
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세입자일 경우 더 자주 이
동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세입자의 경우 주거대책비만을 받은 가구에 비해 임대주택을 공
급 받은 세입자는 재개발 이후 거주지 이동빈도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나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
다. 이는 재개발사업이 끝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던 세입자들이 
입주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입주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결과이다.

가구의 이동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주거안
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기간, 주민의 지위, 학령기 가구 유무
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민의 지위가 조합원인 경우, 학령기 가구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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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주거안정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기간 증가가 주거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노후 주거지에 장

기간 거주한 가구의 낮은 경제수준으로는 사업 후 신규 주택으로 입주하
지 못하고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주민의 지위가 조합원인 
경우가 세입자에 비해 주거안정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주
택 입주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판단된
다. 주거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의 표준화계수를 비교하
면 거주기간이 길수록(임하경, 2009와 동일), 조합원일수록, 학령기 가구
일수록(최신애, 2004와 동일) 사업후 이동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가구의 거주위치에 대한 분석을 위해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가구
가 철거가 이루어지고 처음으로 정착한 지역과의 이격거리와 2006년 시
점의 거주지에서 대상지와의 이격거리를 비교한 결과 2006년 시점에서 
조합원이 세입자에 비해 더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세입자의 경우 거주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존 터전을 떠나지 
않으려는 의지가 크고,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위치에 대한 중요도가 
크므로 대부분 같은 동에 거주하려 한다는 최신애(2004)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향후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재개
발 등 정비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부재조합원의 소유·거주 변화 특성

마지막은 부재조합원의 특성 분석이다. 부재조합원의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종암1구역에 거주하지 않았던 부재조합원 중 사업완료 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은 조합원과 입주한 조합원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사업 단계에 따라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주택을 
소유했던 가구는 비거주조합원이 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준공단계에서 
소유한 경우는 87.7%가 신축아파트로 입주하였다. 따라서 사업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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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취득하고 끝까지 유지한 경우에, 소유 중 이동빈도가 많을수
록, 구매시 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에 신축아파트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부재지주로 일컬어지는 부재조합원도 신축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는 실
거주의 목적인바 그렇지 않는 부재조합원과 정책적으로 다르게 봐야 할 
필요성 있다고 보인다. 분석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
한 부재조합원의 경우는 실거주 보다는 투자적 입장에 있다고 판단된다. 

4. 종합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인가 단계는 종전·종후자산 가격이 정해지지 않

은 시점이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여부는 전적으로 거주특성으로만 유
의미하였다. 즉, 이 단계에서는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았고 자산가격 평
가 등의 사업성도 명확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사업의 동의여부 및 소유권 
유지에 인구특성 또는 거주특성 보다는 본 연구에서 누락된 거시경제변
화 등 외적 변수가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이 사업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팔고 떠나가는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소유권 이전 
행위가 사업 초반에 이루어지거나, 매도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주거환경개선보다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업에 참여했다고 판단된다.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재입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같은 선상에서 부재조합원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부재조합원의 경
우 당초 원주민이 아니므로 사업성이 판단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기
준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가장 활발하며, 사업후반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
득한 부재조합원일수록 신축아파트에 입주, 즉 주거환경 개선 목적에서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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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직
접적인 사업 참여자가 아니므로 사업에 피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이들의 경우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이면서 집단적인 세입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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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서 발생하는 소유권 변동 및 거주지 이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종암1
구역이라는 대상지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곳에 거주하
고 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주민)들의 각기 다른 반응(행태)과 그 요
인을 구역지정 이전부터 준공후 재입주까지 모든 사업단계에 걸쳐 미
시적인 자료를 통해 소유권 변동 및 거주지 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는데 차별성이 있다. 

더불어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장기간의 거주지 이동에 대한 이슈를 
소유권 변동과 연계하여 다각적이고 복합적이며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합적인 행태를 이해
하는 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조합원, 부재조합원, 세입자 등 여러 이해관계
자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배경과 목적이 있음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택재개발사업을 주거환경의 개선, 주택공
급, 원주민의 재정착, 임대주택의 공급 등과 같은 목적지향적 가치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이해하려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이
해관계자 입장에서 사업에 따른 행태분석을 통해 그들이 재개발사업을 
바라보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종암1구
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업추진에 따른 각기 다른 영
향을 이해하는 시도로써 제각각 다른 소유권 변동 및 거주지 이동 특
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다만, 자료의 한계상 사회·경제적인 설명변수가 미흡하고 주민의 이
야기를 직접 청취하지 못하였으며, 대상지가 한정16)되어 있어 주민의 

16) 본 연구에서는 자료구득상 등의 문제로 모든 대상지를 모두 분석하지 못하였으나 
종암1구역이 전형적인 저층·노후 주거지역이었던바, 그 분석결과를 다른 일반적인 
주택재개발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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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분석에 있어 비교분석상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10여년의 장기간
에 걸친 사업에 대한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적인 요인(외생적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분석 대상지역 확대를 통해 조금 더 객관적인 결과의 검증이 필
요하며, 장기간에 걸친 사업특성을 지닌 만큼 거시경제적 요인(외생적 변
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무자격세입자를 제외한 바, 향후 연구에서는 현
장조사 등을 통해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야 할 것이며, 이 과
정에서 자료상으로 분석이 어려운 정성적인 부분까지 현장 의견청취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세입자의 이동특성
을 고려한 세밀한 주거안정대책 마련, 투기세력이 아닌 부재조합원 조합
원에 대한 차별화 된 정책수립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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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The Ownership & Relocation 
Pattern of The Various 

Stakeholders Engaged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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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iod of rapid development in Seoul was inevitably 
accompanied with housing problems, with substandard houses 
burgeoning all around the city. For the authorities, such houses were 
illegal and had to be demolished for fear of disasters and for the 
city's modernization process. As a solution, the city institutionalized 
a new approach to tackle such dilapidated areas with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policy in 1973.

So far, through housing redevelopment, 333,885 dilapidated and 
substandard housing has been demolished, while 379,071 new 
housing has been (including some expected to be), developed.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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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velopment projects while demonstrating success in physically 
improving the environment, have simultaneously caused problems 
during the execution of such projects of massiveness. One of the 
most prominent issues was the problem with the resettlement of 
original residents. Even once the new housing would be built, the 
original residents would not be able to afford additional costs for 
the housing that after they sell their housing. Eventually, they would 
often relocate to other substandard housing, thus continuing the 
vicious cycle, while the new housing would be newly occupied by a 
middle-class newcomer. Renters are supported with minimum 
relocation fees, or are provided with a chance to relocate to rental 
apartments, yet such options have been considered as insufficient, 
furthermore are being reduced.

Previous researches that have recognized this problem often 
overlook the various interests and backgrounds of various 
stakeholders ranging from resident members and non-resident 
members of housing associations involved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In other words, studies have mostly focused on 
understanding stakeholders based on their ultimate goal of 
redevelopment. However,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 of stakeholders through analyzing their behaviors of 
participation in the redevelopment. Thus, a comprehensive research 
that both considers the perspective of relocation patterns of original 
residents and the perspective of owner relationships at various 
stages of project execution is of necessity.

Thus, this research analyzes the changes in the members' 
ownership, the migration patter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members and renters, and also non-resident members'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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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based on their residence.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analysis on the relocation patterns and ownership 
changes, this paper aims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relationships and behaviors of the various stakeholders engaged in 
redevelopment projects, in turn proposes realistic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on residents' welfare. 

This study selected the City of Seoul's Seongbuk (sub) district, 
Jongam 1 area based on both its representative nature in terms of 
its project scale and duration, and availability of resources, to 
carefully assess and categorize the changes of ownership and 
relocation patterns over the entire course from the designation of 
the redevelopment area, start and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and to the point of resettlemen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the 
ownership of members of the association; then,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members' relocation pattern and the 
factors behind it; and, also conducts a positiv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 of non-resident members' migration. The following are 
the outcome of the research. 

First, by analyzing the ownership change of members at every 
stage of the projec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nection between 
the agreement rate for the project and ownership relationship to the 
location of residency was found: those residing in the area had 
shown a higher project agreement ratio. This could also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time of Jongam 1 areas' 
redevelopment was carried out during the real estate market boom 
and due to the degree of the area's physical deterioration requiring 
demand for housing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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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oking into the agreement rate and ownership at the 
beginning stage when additional costs for new units are undecided 
yet, the agreement rate was seen to be at its highest, of which 
62.4% would proceed with selling their ownership, followed by a 
continued decrease. This can be explained as phenomena in which a 
considerable share of residents would prioritize economic gains ove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which is a trend that 
becomes even more prominent at the point of final management and 
disposal of existing property rights for the project. This means a 
considerable number of members had no intention to resettle in the 
new units in the beginning. Therefore, when calculating resettlement 
rates of original residents, the aforementioned group members can 
be set aside for meaningful statistics, and instead more attention 
can be given to members who genuinely wish to improve their 
residential areas.

On the other hand, once the additional price for the unit is 
finalized at the stage of management and disposal, economic factors 
influenced the members' decisions to stay and maintain their 
ownership: the more affordable the price, the higher chance they 
would stay. This group of members most likely had the intention to 
improve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at the initial stage, yet 
decided to sell after the final price was considered unaffordable. 

Next, after looking into the relocation pattern of members and 
renters, before the project, members would relocate elsewhere less 
than renters; whereas members would relocate after the project 
more frequently. The number of members who returned to the new 
units upon completion of the project would outnumber that of the 
members who left. However, as for the migration frequency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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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and renters once they return to the new developments, th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enters who only received a housing relocation fee were worse 
off in terms of housing stability, while renters who received a rental 
apartment showed stability in that their migration frequency was far 
less than the former group, demonstrating that the government's 
affordable rental housing policy is contributing to housing stability to 
some extent. This phenomena dispels the preconceived notion that 
once renters who received the right to rental housing would not 
actually stay as renters and instead sell off their rights to others 
with a certain amount of premium.

Meanwhile, as for the resettlement pattern of members and 
renters after the project in 2006, the distance from where their 
original residence was to where they resettle is greater for 
members than renters. For renters, the older they were, the 
stronger was their willingness to stay within their original residence; 
which was the same with those with a higher average monthly 
income - synonymous with former studies which described that 
renters with high monthly incomes consider the location of their 
residence of importance that they tend to stay within the same area 
they had once lived in. Such results bring to attention that public 
housing supplies should be prioritized in areas where multiple 
redevelopments occur. 

Lastly, by examining changes in ownership and relocation patterns 
of non-resident members, members who maintained their ownership 
over the course of redevelopment area designation, start of the 
project, to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rights, had a high chance 
of becoming a non-resident member, and 87.7% of thos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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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d such right until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would move 
into the new housing unit. In this sense, those who maintain their 
ownership up until the end of the project and those whose 
ownership type is for an apartment has a higher chance of resettling 
in the new apartment unit.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stages of development area designation and beginning of 

construction are when actual prices are not set, thus agreement 
rates were mostly connected to residential characteristics. Although 
residential characteristics were the closely connected variable in this 
study, there seemed to be various external variables at work such 
as macro-economic changes that are beyond the realm of this study 
as well.

The act of a member who initially agreed for the project later 
selling off his or her ownership may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oint of which the sale took place. If a member 
transferred his ownership at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or the 
selling rate is exceptionally high, the purpose of the members' 
participation can be construed as an investment, as opposed to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On the other hand, those 
whose purpose is more about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have a higher chance to resettle in the new units after the 
development. 

In the same context, non-resident members, not being original 
residents in the project area, would mostly join the development at 
the latter stage of management and disposal of rights. Those who 
obtain ownership and membership rights at the latter stag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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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ly likely to resettle into the new unit, consequently meaning 
their purpose becomes improving the existing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while renters are the most affected from 
housing redevelopments, they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project. In turn, they become passive actors in the course of 
redevelopment. For such renters, there needs to be a comprehensive 
and collective plan for their housing stability.

This study examined the features of changes in ownership and 
relocation patterns in redevelopment areas using micro data.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covers the entire 
course of development from the designation of the development area 
to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and resettlement, and the 
stakeholders' (residents') various responses at different points 
during the development with micro data on changes in ownership 
and relocation patterns. 

Also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help understand the complex 
pattern of various stakeholders by analyzing their behaviors 
throughout the development. Such understanding may help serve 
policy regarding housing stability of renters, and differentiated 
policies for non-resident members whose ultimate purpose is not 
investment.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in this study, such as lacking 
sufficient resources that would explain socio-economic changes, and 
interviews of residents. Also, despite the fact that this study covers 
data and research over 10 years, macro-economic factors (external 
factors) have not been considered.

These limitations require further research which may cover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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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velopment areas and also considers external factors, such as 
macro-economic factors as it is a long term research.

Also, as this study excludes issues related to non-qualified 
renters, further studies should be made covering all types of renters 
based on field investigations and interviews to capture qualitative 
components.

keywords: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Member of Association, 
Renter, Non-Resident Member, Relocation Pattern, 
Ownership Righ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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