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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구(舊)도심 지역에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낙후된 동네가 상업화되고, 임대료가 상승하여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현상

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부정적인 도시문제라고 인식하고 지방

자치단체들은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상업시설 입

점 제한,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

다. 그리고 각종 언론과 선행연구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및 집값 상승, 이로 인한 임차인의 내몰림 현상 등 부정적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이처럼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

고, 임차인이 내몰리면서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

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지배적인 인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주민들은 임대 수익의 증대, 자산 가치의 상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이들은 지역이 발전하고, 소비 활동이 편리해지는 등 주거환경의 개

선 측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적 여건, 이해관계 등 주민들이 처한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게 인식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들의 입장에 주목하고,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외부효과에 대해 각기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누구는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본다고 느끼는지 등 

‘주민’의 입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변수를 바탕으로, 경제적, 물리적, 사회

적 요인 등 다양한 분야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구성하

였다. 그리고 거주 기간, 연령, 점유형태 등 이해관계에 따른 차별된 외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도 구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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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등 통계적 

분석방법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의 주

민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부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 부정

적으로 인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주민들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종 언론과 지·자체 정책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은 주

민들의 대표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임차인의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집값이나 임대료가 오르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 현상을 

자가 소유자들의 긍정적 인식 또한 실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령이 낮은 청년층은 소비활동이 편리해지는 측면에서 나이가 많은 계층

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거주기간이 

긴 장기거주자들은 물리적 환경 개선이 제한되었던 낙후지역에 장기간 거

주하다가, 상업화로 주거여건과 소비환경이 개선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

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주민들은 외

부인들에 의해 소음, 쓰레기가 발생하고 사생활이 침해 등 주거환경의 쾌

적성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현상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도시현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

니라 긍·부정적 양 측면의 인식이 존재함을 알고, 균형 있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주거지역에서는 유동인구와 상업시설 입점 위치 등을 관리하여, 주거지역

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거와 상업

지역의 획일적 분리는 주거지역의 소비 활동이 편리와 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화를 가로막아 편리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

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여건 보장을 위해 소음이나 쓰레기,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제도나 감시 시스템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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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실제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외부효과

를 인식하는지 실증적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임차인과 건물주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인식도 존

재하며, 주거지역에서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은 균형 잡힌 시각

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젠트리피케이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상업화, 외부효과, 서

촌, 도시재생, 지역주민, 자가 소유자, 임차인

학  번 : 2015-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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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구(舊)도심 지역에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

이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다. 주로 낙후된 동네가 상업화

되고, 임대료가 상승하여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에 관한 것이다. 자본

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대결 구도가 젠트리피케이션의 본질적 의미

로 치부되는 듯하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원래 의미는 주로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원주민의 

전치(displacement)’와 ‘고급화(gentrify)’로 이해되어 왔다. 영국의 사회

학자 루스 글래스(1964)는 런던 구도심의 원 거주자인 노동자 계층이 중

산계층에 의해 쫓겨나고, 이들에 의해 주거지역이 고급화되는 현상을 젠

트리피케이션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주거지역이 

상업화되어 물리적 환경이 고급화되고(gentrify), 기존 상인이 쫓겨나는

(displacement) 젠트리피케이션의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주거지역의 상업화’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현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한 언론 보도1)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 서촌의 경우 최근 급격한 상업화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소매점, 세탁소, 미용실 등 주거 생활 지원을 위

1) ‘서촌’에 사람과 돈이 몰려오자…꽃가게 송씨·세탁소 김씨가 사라졌다, <한겨레>, 

2014.11.2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5778.html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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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점들이 트렌디한 상업시설이나 프렌차이즈 업체로 대체되고, 주거시

설은 카페나 음식점 등의 상업시설로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현상이 일

어나고 있다. 건물주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면서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인상하려 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이를 버티지 못해 내몰리고 

있다. 한 주민은 “이 길에 오래된 세탁소, 우유보급소, 15년 된 미장원 등

이 있었는데, 건물주들이 월세를 2~2.5배 올려달라고 해서 쫓겨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을 문제라고 인식한 지자체들은 일명 ‘젠트리피케

이션 방지 조례’2)를 제정하여 상업시설의 입점을 불허하고, 임대료 인상

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 주민이 내몰

리면서 지역 공동체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상업시설과 방문객에 의해 소음, 쓰레기 문제

가 발생하고, 사생활 침해 등 기본적 주거권도 침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

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 상승과 내몰림 현상으로 인해 이 현상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지만, 자가 소유자의 경우 임대 수익증대, 자산가치 상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또

한, 어떤 이들은 지역이 발전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지역 활성화 측

면에서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Freeman, 

2006 ; 김형균・김종욱・박상필・서정렬, 2015 재인용). 

이러한 차이는 주민들의 이해관계,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인식하기에, 이해관계자에 따른 부정, 긍정의 상반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정 계층만의 현상이 아니며, 도시 공간에 대한 관

념의 차이와 현실에 대한 인식의 충돌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박진빈, 

2009).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결과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층이나 주민마다 느끼는 뉘앙스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2)「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

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중심이 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입점 허용 등에 관한 사항 등 각종 계획에 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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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cet, 2009), 주민들이 받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를 통해 주거지역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발생하는 외

부효과에 대해 주민들은 각기 어떤 인식을 하는지 그 구조적 관계를 밝혀

내고자 한다. 

어떤 주민들은 임대료 상승, 내쫓김 현상, 소음, 주차 문제, 사생활 침

해 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주민들은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 동네의 물리적 환경개선, 상점 이용의 편리, 지역 활성화 등의 

외부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이처럼 같은 현상에 대해 주민들

이 인식하는 외부효과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처한 상황에 따라 나타날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주거지역의 본질적 주체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상업화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누구는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주민’의 입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를 밝혀내고자 한다. 

특히 각종 언론과 주요 선행연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 임대료 상승 

→ 임차인 내몰림’의 부정적 현상으로 단정 지어 온 젠트리피케이션에 대

해, 주거지역의 실질적 주체인 주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이

해와 의미를 발견하고 올바른 도시계획적 관리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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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내용적 범위와 대상적 범위로 나눌 수 있다. 

내용적 범위는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3) 중, ‘주거지역에서 발생하

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과 그에 따른 ‘외부효과’로 한다.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사람과 자본이 유입되고 침체된 지역이 활

기를 띠게 된다. 그러나 이는 곧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를 감당하

지 못하는 기존 임차인들은 내몰리게 되고, 지역의 상권은 프렌차이즈 업

체나 부티크(Boutiques)상점 등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곳이 홍대, 

연남동, 삼청동, 서촌, 경리단길 등4)으로, 이들 지역은 주로 중·저층 주택

을 중심의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러나 이들 주거지역이 특정 서비

스와 상업시설들로 상업화되면서, 주민들에게 긍정적 · 부정적 외부효과

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과 그에 따른 ‘외부효과’로 보고, 이를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선정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3) 박태원, 김연진, 이선영, 김준형(2016)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주로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문화·예술 젠트리피케이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분류되고, 신축 젠트리피케이션

(new-build gentrification), 정부주도 젠트리피케이션(state-led gentrification), 정책

주도 젠트리피케이션(policy-driven gentrification)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현실의 젠

트리피케이션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하나의 유형 내에서도 통일된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 박태원, 김연진, 이선영, 김준형, 2016, “한국의 젠

트리피케이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413, 3-14.)

4)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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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적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인 서

촌과 서촌지역의 거주민으로 볼 수 있다. 

연구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 상업화 외 다른 외부효과가 혼재되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된 선정배경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물리적 특성은 그동안 주거환경의 물리적 개선이 제한되어 열악한 주거

환경이 인해 변화를 겪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였고, 사회적 특성은 계층성

(hierarchy)과 관련하여,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이후 지역의 사회적 정

체성 및 주민 공동체가 약화된 지역인지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특

성은 지대 논리와 관련된 특징으로, 상업화 현상으로 인해 토지매매가격

이 상승하고 집값이나 임대료 상승 등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

였다.

또한, 해당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지표5)를 통해 상업적 젠트리피케이

션의 발생정도를 가늠해보았다. 그 중에서 주민등록인구, 숙박 및 음식점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지하철 유동인구, 표준공시지가, 용도별 건물면

적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촌 지역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상이한 외부효과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5) 젠트리피케이션 데이터 분석결과 보고(서울시,2016.08)에 의하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정량지표화 가능성 확인 및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하고자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선정하였다. 

  ·정태지표 : 평균영업기간(생존업체,폐업업체), 카드매출 데이터, 업종구성/프렌차이즈  

               진입현황, 입지별/층별 매장당 임대료/권리금, 토지/건물 외지 소유지 비율

  ·동태지표 : 기존 건물 수 대비 부동산 거래건수, 기존 건물 수 대비 건축행위 신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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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먼저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해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 아직 진행되는 중이고, 종류와 나타나는 양상이 다양하고 광범위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진행된 

연구논문, 단행본 등을 통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서촌지역을 연구 사례지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일반현황 자료

(주민등록인구, 음식점 및 서비스 업종 변화, 표준공시지가, 용도별 건축

면적 등) 및 각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사례지의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상업화로 인해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양과 부의 외부효과를 설

문조사 그리고 통계분석을 통해 주민과 외부효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다.

설문조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

한 분야별 외부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거주 기간, 연령, 점유형태 등 이해관계에 따른 차별된 외부효과를 파악

하기 위해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방법을 실시하고, 상업적 젠트리

피케이션이 거주자 별로 차별된 외부효과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통

계적 분석 방법에는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다. 요인분석은 다

수의 변수를 축소·분류하여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주민들의 상업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될 연구의 흐름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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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 주거지역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으키는 외부효과에   

  대해 주민들의 상이한 인식을 분석

· 외부효과와 주민 인식 간의 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구조

적 관계 파악

이론 및 

선행연구

이론 고찰 선행연구 고찰

· 젠트리피케이션 개념

· 외부효과 관련 이론

·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 상업화의 외부효과

분 석 틀

연  구  가  설

연구가설 변수선정

실  증  분  석

설문조사 기술통계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 전체 통계분석 결과(기술통계,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등)

· 자가거주자/임차거주자 통계분석 결과(t검정,요인분석,다중회귀분석)

결  론 · 연구 분석 결과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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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 및 특성

1.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런던 도심부에

서의 사회계층과 주택시장의 변화를 관찰한 루스 글라스(Ruth Glass)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당시 런던 도심부의 원거주자였던 노동자 계층이 

중산 계층의 침입으로 인해 축출당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이 고급화

(gentry; 신사화)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명명하였다(Glass, 

2010).

‘젠트리(gentry)’는 영국의 하급 지주 계층을 총칭하는 것으로, 산업혁

명 이전의 토지 귀족을 의미한다. 토지 귀족들은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농경지를 목축지로 변경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이 과정에 농민들은 일

자리를 잃고 도시공장의 하층 노동자로 내몰리게 된다. 이렇게 자본을 가

진 지주 계층에 의해 농민들이 쫓겨났던 사건을 ‘인클로저 운동’6)이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역시 자본을 가진 중산계층에 의해 원주민들인 빈

민층과 노동자 계급이 내몰리기 때문에 인클로저 운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박진빈, 2009). 글라스는 중산 계층에 의해 지역이 고급화

6) 인클로저(enclosure:울타리치기)운동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은 15세기 말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지주들이 곡물 경작을 하던 

농지를 양모생산을 위한 목장으로 전환한 운동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일자리를 잃

고, 농촌 지역을 떠나 도시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제2차 인클로저운동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인구 증가와 식량 수요의 급증으로 

곡물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지주들이 소농민의 토지까지 흡수하여 대농

장을 운영하게 된다. 그리하여 농민들이 쫓겨나고 이들의 임금 노동자화가 진행되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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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rify)되고, 임차에서 소유로 점유형태의 변화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 계층이 쫓겨나는 일련의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Hamnett, 

2003). 

특별히 글라스가 말하는 당시 런던 도심부의 변화는 지대(rent)와 계급

(Classes)논리에 도시생태이론의 ‘침입(invasion)’과 ‘계승(succession)’결

합 시킨 개념이다. 이는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중‧ 상 계층의 침입

(invade)때문에 저소득 노동자들이 축출되는 ‘지대 논리’와, 그로 인해 하

층 노동자들의 주거지가 중상층의 고급거주지로 ‘계승’되는 현상으로 설

명할 수 있다(조명래, 2016).

요약하자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따른 

하위 계층의 ‘비자발적 이주(displacement)’와 해당 지역의 ‘고급화

(gentrify)’와 관련이 있다. 

2. 젠트리피케이션 특성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논의의 전개는 주로 공급 측면(Smith, 1979)과 

수요 측면(Ley, 1980, 1986; Zukin, 1988)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급 측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지대 격차(Rent-gap)’와 관련이 있다. 

Smith(1979)에 의하면 지대 격차란 잠재적 지대 (potential ground rent)

와 현재의 자본화된 지대(capitalized ground rent) 사이의 격차를 의미한

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지대 격차는 Hoyt에 의해 발견된 1928년 시카

고 지역의 지대 곡선에의 ‘valley’와 관련이 있다. Hoyt가 설명한 ‘valley’

는 건물들이 거의 40년 이상 오래되고, 저소득층이 임차 거주하는 지대 

가치가 현저히 낮은 지역이다. 시카고 도심지역의 지대 격차가 시간이 지

날수록 커지게 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그림 2-1]. 해당 지역의 쇠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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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시카고 지역의 지대 변화 [그림 2-2] 도심부 주거지역의 지대격차
출처 : Smith, 1979 출처 : Smith, 1979

진행될수록 주택가격, 자본화된 지대, 가격이 하락하고 잠재적 지대는 상

승한다고 보았다[그림 2-2]. 그리하여 이들 간의 격차가 충분히 넓어지면 

토지 주택시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지대격차를 이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Smith,1979).

Smith(1979)는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 즉 확실한 재정적 투자의 결과를 

얻기 위한 선택의 과정에서, 도심부의 지대가치가 낮은 지역(valley)에 자

본이 유입되고, 회귀한 도시민에 의해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본 것이

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계층은 낡고 허름한 지역으로 쫓겨나는 일련의 

과정을, 자본에 의해 도시 공간이 재편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보았다.    

그러나 공급 측면의 지대 격차가 젠트리피케이션의 필요조건일 수 있지

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주로 Ley(1980, 1986)에 의해 

수요 측면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설명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을 후기 산업시대 도시 양식 중 하나로 보았고, 고학력

이면서 전문직 종사자인 젠트리파이어의 소비패턴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

하였다(Ley, 1996;  Zukin et al, 2009; Bridge and Dawling, 2010). 

Ley는 교외에 거주하던 중산층들이 새로운 생활양식 및 소비행태를 추구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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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도시 내부지역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보았다

(황인욱, 2016). 이들이 추구하는 차별화된 소비행태로 인해, 이들의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소규모 독창적인 상점들이 입점하게 된다. 그리하여 해

당 지역의 주거기능 지원을 위한 근린상점들은 독창적 상점들에 의해 밀

려나게 되고,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다(Zuki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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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 및 특성

1.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

초기 젠트리피케이션 연구는 대개 주거 측면에서의 변화에 주목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린지역이 상업화되면서 발생하는 변화를 젠트리피케이

션의 주된 특징으로 보고 있다. 이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논의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확장,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Sullivan and 

Shaw, 2011 ; 박태원 외 3, 2016). 

1970년대부터 도시의 생활양식(urban lifestyle)의 의미가 ‘신분의 사회

적 특권 추구’에서 ‘적극적인 문화 자본의 추구’로 변화되어 왔다

(Bourdieu, 1984). 이를 통해 문화소비 현상이 나타났고, 후기 산업사회

의 베이비붐 세대들의 독특하고 질 높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서비스 산업

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이다(Zukin, 1998). 따라서 ‘생산의 공간’으로만 바

라보던 도시 공간을 ‘소비의 공간’으로 보는 시각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Zukin, 1991).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지역의 가난하고, 거동이 불편한 기성 고객을 

상대하던 오래된 상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부티크(Boutiques)상점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부티크 상점과 더불어 부유한 주민과 새로 유입된 주민

들의 물질적 수요충족을 위해 갤러리 · 레스토랑 · 바 등의 특정 서비스

와 상품이  등장하는 현상을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Retail 

Gentrification)’이라고 명명하였다(Zukin et al, 2009). 

이러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상점 및 서비스 그리고 편의시

설들이 증가하고, 해당지역의 상업 및 소비자들의 특성을 급속도로 변화시

키게 된다(Griffiths, 1996). 이는 지역 상권의 소비자들이 지역 주민에서 

젠트리파이어로 변화되고,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점이나 상품

이 다양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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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ullivan · Shaw(2011)는 가난한 주민, 동네 토박이들이 쇠퇴지

역에서 상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새로운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소비 활동에 편리함을 느끼게 된다는 도구적 측면(Instrumental aspect)

에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문화적 측면(Cultural aspect)에서, 새로 들어온 주민들이 생활

편의 시설 제공하여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 설정하는 과정에서 상징적 경

계(symbolic boundaries)가 나타나고, 기존 주민과 단절되는 등 사회적 

갈등 측면에서도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바라보았다. 

결국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지역에서 상품이나 소비패턴의 변화

뿐만 아니라, 쇠퇴한 노동자 계층의 주거지가 독특하고 트렌디한 중산 계

층의 주거지로 단기간의 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Doucet, 2009). 

이처럼 대부분 학자들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을 ‘지역의 소비

구매력’의 소비 측면과 ‘젠트리파이어에 의한 기존 주민의 내몰림 현상’의 

사회계층의 변화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또한, Wang(2011)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후기 산업사회의 구조

적 변화를 동반한 근린환경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지역산업이 상업 중심

으로의 재구조화가 일어나고, 기존 산업이 낙후된 지역에 특정한 스타일

의 음식점 · 바 · 카페 · 가게 등 서비스 산업이 들어서면서 젠트리피케이

션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근린의 ‘창조적 문화 우월성’을 

강화하고, 도시 재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은 개별 도시와 근린을 뛰어넘는, 사회계

층(social class) ·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 ·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복잡한 이슈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한 이해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주거지역 상업적 젠트리

피케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이들 간의 편익이나 비

용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상을 보다 엄밀히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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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정의

저 자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정의

Griffiths 

(1996)

· 낡고 쇠퇴한 노동자 계층의 주거지역을 새롭고 트렌디한 중산 계

층의 주거지역으로, 주택, 상점, 서비스 그리고 편의시설 등도 함께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현상

Doucet

(2009)

· 새로 이사 온 주민과 부유한 소비자를 위한 상점과 서비스 등이 

유입되어, 가난한 주민들과의 단절되고 지역에서 쫓겨나는 현상

Zukin

et al

(2009)

· 주거지역의 가난한 주민들을 상대하던 오래된 상점과 대비되는 개

념으로, 디자이너 부티크(clothing boutiques), 갤러리, 카페, 레스

토랑, 바 등 상점들이 중산층 젠트리파이어, 부유한 주민들의 수요  

충족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현상

Sullivan 

· Shaw

(2011)

· 기존의 가난한 주민들의 소비활동에 어려움을 겪다가, 새로운 상

점들이 입점하면서 소비활동에 편리함을 느끼는 현상

· 새로 이사 온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 시설 제공으로, 기존 주민

들과의 상징적 경계(symbolic boundaries)로 서로 분절되는 현상

Wang

(2011)

· 후기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한 근린환경의 변화, 상업·서

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 재구조화 과정 중 두드러지는 현상

· 근린의 ‘창조적 문화 탁월성’을 강화, 도시 재활성화

2.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성

해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주로 동네의 주거 용도는 유지되면서 물리

적 환경이나 사회계층이 변하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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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 한국 대도시에서는 주거용도가 상업용도로 변경되어 주민

과 상인이 내몰리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동

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한 기존 주민이 쫓겨나고, 상인도 쫓겨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매우 

급격한 속도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경민·이한아, 2016).

정원오(2016)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지대격차가 크게 벌어진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이 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으

로 바라보았다. 소위 ‘뜨는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매매가격

이나 임대료가 상승하면 건물주들은 매매가나 임대료를 올리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건물주들은 임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권리금 양도 거래를 

방해하는 일도 발생한다. 기존 임차인을 권리금 없이 내쫓고, 그 금액만

큼을 신규 임차인의 임대료에 포함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임차인은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내몰릴 뿐만 아니라, 영업

을 통해 축적된 고객 및 영업방식에 대한 권리금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 허자연·정연주·정창무(2015)는 지대격차, 권리금 형태의 

의제자본 등 경제적 특성이 상인들의 영업 지속여부에 영향을 주고, 기존 

업종 및 거주민을 축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 임차인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서울 서

촌 주거지역에서는 주택이 상업시설로 용도변경되어 최근 2년 동안 주거

지 면적이 9% 줄어들었다. 줄어든 주거용 면적과 늘어난 수요로 인해 주

택 매매가는 7년 새 약 32% 상승하고, 임대료도 상승하여 세입자들이 내

몰리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7) 노태욱·강창덕(2009)의 연구결과

에서도,  주거지역의 상업용 토지 이용도가 증가할수록 주거지역의 토지 

7) ‘서촌’에 사람과 돈이 몰려오자…꽃가게 송씨·세탁소 김씨가 사라졌다, <한겨레>,   

   2014.11.2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5778.html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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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높아지고, 주거용도로만 사용되는 토지보다 상업용 혹은 주거상업

의 복합 이용의 비율이 높을수록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주거지역에서의 과도한 상업화가 기존 상인 및 주민을 축출

하고, 지역의 사회적 특성까지 변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사회갈등도 야기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임대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자가 소유자와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간의 갈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순수 거주민과 상업적 이익을 위해 유입된 주민 간에 갈등도 발생

하고 있다. 순수 거주민들은 외부인들에 의해 주거환경이 침해당하고, 상

업화로 파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할 때 상업주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Doucet, 2009 ; 황인욱, 2016). 그 외에도 ‘원거

주 상업주민-이주 상업주민’ 갈등과 같은 이권다툼도 발생하고, 심지어 

주민들 간의 민원과 고소고발, 법정소송 등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상

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전통적 이웃주민과의 관계는 상실되고, 경제적 

이득을 둘러싼 갈등관계로 치닫는 듯하다(황인욱, 2016).   

또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전·후 단계별 지역 공동체의 성격

이 변하고, 와해되기도 한다(허자연·정창무·김상일, 2016 ; 신현준·이기웅, 

2016).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이전의 상인 공동체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

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면, 발생 이후에는 명목적 참여로 변화한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에서 ‘주민공동체를 통한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항목과 배치되는 특징으로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단계에 따

른 주민공동체 관리방안을 도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발생하면서 지역정체성, 장소성과 같은 지

역의 사회적 특성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진양명숙·문보람(2014)은 상업 자

본이 유입되면서 한옥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주거지역의 역

사·문화적 가치 및 주민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주

장하였다. 그리고 상업화에 의해 기존의 상권이 프렌차이즈화, 중·대형화

되면서 몰 개성화, 획일화되기 때문에 기 활성화된 상업가로의 정체성도 

변화시킨다고 보았다(박진아·정윤주, 2013). 또한, 김희진·최막중(201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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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역에서 상업화가 진행되는 양상, 의미 그리고 그 영향을 토지이용

과 장소성의 변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장소성의 

인식은 지역 전체범위에서 약해지고, 개별상점 차원에서는 강해진다고 주

장하였다.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해당 지역의 물리적 특성의 변화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민사회와 지역의 정체성 등 주민·사회적 특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은 부정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

정적 효과도 나타내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김현아·서정렬(2016)에 의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상권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소비활동에 

편리함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개발과 동떨어져 있던 낙후된 동네의 주민

들은 소비활동에 불편함이 개선되고 소비구매력이 증대되는 측면에서 긍

정적으로 인식한다. 

또한 새로이 들어선 개성있는 상점들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

고, 많은 방문객들을 유입시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박태

원 외 3, 2016). 이로 인해 지역의 부동산 가치도 상승하여 자가 소유자

나 임대인들은 자산증대 측면에서 긍정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Zukin et al, 2009 ;  Wang, 2011). 특히 동네 토박이면서 자가 소유자

인 주민들은 비록 동네의 급격한 상업화를 낯설어 하면서도, 집값이나 임

대료가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신현준·이기웅, 2016). 

그리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공실률이 줄어들고, 지방

재정이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보통 특정 장소를 명소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

산을 투입한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별다른 재정투입 없이 자발적

인 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자발적 재생의 결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갖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표준화된 듯한 예측

가능한 도시공간이 동네마다 특색있고 문화콘텐츠가 다양한 공간이 되어 

도시의 새로운 명소가 되는 것이다(김현아·서정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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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부효과 관련 이론 및 제도

1. 외부효과 관련 이론

시장실패란 시장 기구에 의해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

는 상태를 의미한다.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이 완전경쟁이고, 한

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자원배분이 일어나야한다. 그러

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제행위의 주체가 다른 경제주체

에게 의도치 않게 비용이나 편익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효율적 자

원배분이 일어나지 않고 시장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시장실패의 요인 중 하나인 외부효과는 편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외부경

제(external economy), 비용을 발생키는 경우를 외부 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 한다. 

또한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기구를 거쳐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를 금전적 외부효과라 하며,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영향을 주

는 경우를 기술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토지시장에서 토지의 위치고정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의 토지는 인접토

지의 가격변화에 영향을 받고 토지가격이나 토지이용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금전적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소음, 위생 등과 

같이 시장을 매개로 하지 않는 행위가 발생하여 토지 이용상 문제를 초래

하는 경우는 기술적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참고 : 이규황, 1999).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방법에는 소유권을 확정하고 민간에 맡기

는 방법과 정부개입에 의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코즈 정리(Couse theorem)는 민간의 경제주체들 사이에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일어날 때 재산권을 명확히 정해주면 이들 간의 협상에 의해 시장 



- 19 -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그러나 외부효과에 따라 이해관계자

들이 불분명할 경우가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일인당 보상액이 매우 

적어 보상청구를 하지 않아 해결이 불가할 수도 있다. 또한 협상 시 완전

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여 외부효과의 효과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피구세(Pigouvian Tax)는 환경오염에 의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그 

사회적 비용을 경제주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외부효과를 완화하는 정

책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재의 이용에 대한 비

용을 부과하여 사회적 적정 환경오염 수준을 유도하는 것이다. 환경의 이

용에 대한 적정가격은 한계환경편익곡선과 한계오염피해곡선이 만나는 점

에서 결정되는데, 한계오염피해곡선과 한계환경편익곡선을 정확히 알아내

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참고 : 경

제학사전, 2011)

2. 외부효과 관련 제도

(1)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는 1810년 독일 라인강 지역에서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의 방

지를 위해 주택과 공장의 입지를 분리한 환경정책으로부터 유래한다. 

공장의 소음, 섬광, 냄새, 매연 등의 외부효과로부터 분리시켜 오염자와 

잠재적 피해자 사이에 완충공간을 둔 것이다. 

이후 1916년 뉴욕에서 용도지역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조례가 제정되면

서 용도지역제의 틀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제정 배경에는 용도의 혼

재로 발생한 소음, 환경오염, 불량주택, 과밀 임대아파트 등으로 대규모 

화재와 도시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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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유클리드 판례’가 발표되면서부터 용도지역이 실체적 적정과정

에 대한 표준을 얻게 되었다. 유클리드 마을에서는 거주환경을 유지를 위

해 마을 전체를 지구로 구분하고, 용도, 최소 대지면적 등을 상세하게 규

제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 앰블러 부동산회사가 철도선로와 도로 사이

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용도규제로 인해 소유한 토지의 가격이 

75% 하락하였다. 앰블러는 유클리드 마을을 상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의 복지와 안전 등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지역제를 

인정하고 유클리드 마을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리하여 지역제의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후 용도지역제를 통칭하여 ‘유클리드 지역

제(Euclidean zoning)’라 부르게 되었다. 기준에 의하면, 용도지역제는 합

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합법적인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실행되어야 한다. 

(참고 : O’sullivan, 2004)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5항  "용

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

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

역"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

업지역, 농업지역으로 나누어 주거지역의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

장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뉘는

데,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제 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각각 저층과 중층주택을 중

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

다. 또한 제 1,2종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을 위한 상업시

설의 입점을 허용하고 있다. 입점 가능한 상업시설은 제 1종 근린생활시

설로 수퍼마켓, 이용원, 의원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소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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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행연구 고찰

주거지역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외부효과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은 임대료 상승

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Doucet, 2009 ; Zukin et al, 2009 ; Wang, 

2011 ; Sullivan and Shaw, 2011 ; 황인욱, 2016). 저소득층 주민들은 

임대기간이 끝나고 임대료가 상승한다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다. 또한 그와 반대로, 수년 간 개발이 제한되어 

쇠퇴한 마을의 주민들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자본증대의 기회를 얻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기존 주민들이 떠난 지역에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투기

자본이 유입되고, 새로 유입된 주민과 기존 주민들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자증대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심화, 주민공동체 해체, 분쟁 등

이 발생하게 된다(황인욱, 2016; Doucet, 2009). 한때는 사회적이고 평화

롭던 주거지역이 상업화와 무분별한 투기로 활력을 잃게 되는 현상이 발

생하게 되는 것이다(Wang, 2011).

그러나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도 발생한다. 새로 들어온 상점들

은 주거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Zukin  et al, 

2009), 주민들의 늘어난 일자리 기회는 주민소득의 증대로 이어지게 되는

데, 소득 증대는 곧 지역의 가치향상에 기여하게 된다(Wang, 2011). 또한 

자가 소유자들에게는 부동산이 자산증식의 대상으로 변화하고, 상승한 집

8)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점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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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임대료를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

제적 외부효과는 자가 소유자냐 임차인이냐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인식

을 달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 상인이나 주민들의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전치현상이 주요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초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논의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외부효과는 자

산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소유여부에 따라 확연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기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

고, 끈끈한 지역적·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Doucet, 

2009 ; Zukin et al, 2009). 비록 일부 주민들이 전치현상의 압력으로부

터 살아남더라도, 결속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와해되어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Newman and Wyly, 2006).

또한, 남겨진 공동체 내에서는 기존 주민과 새로 이사 온 주민들 간의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차이에 따른 갈등도 발생하게 된다(Atkinson, 

2000b ; Freeman, 2006). 그리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에서

는 새로 이사 온 주민과 장기 거주민 간의 단절현상 등이 나타나고, 나아

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소득격차로 인한 갈등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

이다(Doucet, 2009 ; Sullivan and Shaw, 2011 ; 황인욱, 2016).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 간의 갈등 및 단절은 기존 주민의 동네에 대한 

장소애착을 상실시키도 한다(Freeman, 2006).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동네의 변화는 주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사업성과 소

비자 수요에 대응한 공급의 결과이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변화의 본질적 

주체인 지역 주민들은 정작 변화과정에서 소외를 당하게 된다. 특히 나이

든 장기거주자의 경우 사회적 유대가 깊고 평화롭던 동네가 겉잡을 수 없

는 상업적 투기로 활기를 잃어간다고 성토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의 

정들었던 동네에 대한 애착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그 밖에도 기존의 장기 거주민의 지역공동체 파괴, 갈등, 전치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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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떠난 뒤 새로운 주인을 구하지 못해, 주택 공실이 증가하는 부정

적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Burk, 2006).

또한, 늘어난 방문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점들이 늦은 시간

까지 영업을 하면서, 이들에 의한 소음과 위생 문제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희정(2003)은 용도혼재에 따른 거주민의 민원 분석하였는데, 

주거지역이 상업화되면서 일조, 사생활 침해, 소음, 진동, 냄새, 악취 등 

환경적 문제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Wang(2011)은 과밀화된 상점으로 인해, 위생시설이 부족해지고, 상점의 

야외 테이블과 의자 등으로 인해 거주자들은 공공의 야외공간에 대한 지

배권 상실하고, 통행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등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저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Doucet(2009)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고, 개발과 동떨어져 있던 쇠퇴한 주거지역을 유행하는 

스타일의 정비된 주거지로 급속도로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이는 새로이 

유입된 상점과 서비스 그리고 생활편의 시설들이 상업시설을 정비하고, 

물리적 환경도 개선시켜 동네의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까

지 얻게 되는 것이다. 

주거환경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상품성이 높은 주택의 양적 증

가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주택상품(housing)을 제공하는 양적측면의 개선

효과도 있다(Wang, 2011). 

그리고 기본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상업시설들이 중산층 및 젠트리파이

어들의 소비욕구 충족을 위한 상업시설들로 대체되고, 주거시설이 상업시

설로 변경되면서 상업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상품 및 서비스가 다양

해지는 등의 변화도 동시에 발생한다. 이로 인해, 중산층 및 젠트리파이

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비 기회 및 편리성이 증대되고, 이들의 소비

수요도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다(Freeman, 2006;  Doucet, 2009). 

이와 같은 수요에 대한 충족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민들의 소비

활동에 편리함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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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쇼핑을 가던 열악한 소비환경이, 상업화 이후 

해당 지역 내에서 편리하면서도 만족할 만한 상품과 서비스를 적당한 가

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Zukin et al, 2009 ; Sullivan and 

Shaw, 2011).  

그리고 Zukin et al(2009)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해당 지역의 상

품서비스 및 분위기를 ‘창의적인 문화지역’이라는 분위기로 강화시키며, 

이러한 새로운 분위기가 지역 이미지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방문객과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위 연구의 주요내용과 연구방법을 요약 하면 다음 [표 2-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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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및 상업화 외부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저 자 주 요 내 용 연구 방법

황인욱

(2016)

· 전주 한옥마을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과 주민 갈등

·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신-구 주민들 간의 경제적 양극화

심화, 주민공동체 해체, 분쟁 발생

·현장조사

·주민인터뷰

이희정

(2003)

· 용도혼재에 따른 거주민의 민원 분석

· 일조, 사생활 침해, 소음, 진동, 냄새, 악취 등 환경적  

  문제가 가장 큰 영향 

·사례분석

·설문조사

Wang

(2011)

· 상업화가 공용 외부공간을 복잡하게 만들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외부공간이 사용.

· 상업화와 투기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던 주거  

환경이 활기를 잃게 되었다고 주장  

·현장조사

·인터뷰

Bridge·
Dowling

(2001)

·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더 많은 상업 투자를 유도

· 더 많은 젠트리파이어를 유입시킨다고 주장

·현장조사

Sullivan
·Shaw

(2011)

· 새로운 상점들로 인해 가난한 주민, 동네 토박이    

주민들이 소비활동에 편리함을 느끼게 됨.

· 새로운 상점 등장으로 사회적 계층 간 상징적 경계  

(symbolic boundaries)로 기존주민과 분절

·인터뷰

Zukin
et al

(2009)

· 상업화가 지역 주민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약화

· 저소득층과 중간계층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심화
·현장조사

Doucet 

(2009)

· 주택, 편의시설, 공동체 그리고 기존주민들이 젠트  

리피케이션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인터뷰 방  

식을 통해 분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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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외부효과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따라 부정적, 긍정적 외부효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2-3]와 같다.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외부효과에는 긍정적·부정적 

인식이 혼재하고 있었다. 경제자본의 소유여부에 따라 주로 집값 및 임대

료가 오르는 측면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

가 소유자에게는 부동산 자산증식의 기회로, 오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

는 임차인에게는 생활 터전을 잃고 경제적 박탈감을 주는 현상으로 인식

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 격차는 날로 커지게 되고, 부동산 투기자본의 유

입으로 그 속도는 더 가속화된다. 그러나 새로 들어온 상점들이 지역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소득도 향상시키는 긍정적 외부효과도 있

다. 이는 곧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가치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기존 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해당 지역에서 쫓겨나고, 지

역 주민들 간의 단절, 공동체 파괴, 동네 애착도 상실 등의 사회적 변화

를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리적 특성에서 외부 방문객들에 의한 소음 발생, 위생 문제, 주차공

간 부족, 사생활 침해 등을 주로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하고, 상품과 서

비스가 다양해지고, 상점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해지는 측면은 긍정적 외

부효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이 정비되면서 물리적 주거환

경이 개선되고 지역이미지가 높아지는 현상을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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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외부효과

구  분
이희정

(2003)

황인욱

(2016)

Doucet

(2009)

Zukin
et al
(2009)

Wang

(2011)

Sullivan
· Shaw
(2011)

물
리
적

특 
성

소음 발생 (-) (-)

위생 문제 (-) (-)

주차 문제 (-)

사생활 침해 (-)

거리의 활력 (-)

상점이용편리성 (+) (+) (+)

상품‧서비스 가격 (+)

지역이미지 개선 (+)

주거환경 개선 (+) (+) (+) (+)

방문객 증가 (+)

사

회

적

특

성

신·구 주민 단절 (-) (-)

공동체 파괴 (-) (-) (-) (-) (-)

동네 애착 (-) (-) (-)

전치 현상 (-) (-)

경
제
적

특
성

빈부 격차 (-) (-) (-)

임대료 상승 (-) (-) (+) (-) (+) (-) (-)

지역가치 상승 (+)

주민소득 증대 (+)

일자리 창출 (+) (+) (+)

부동산 투기 (-) (-)

* (+) : 긍정적 외부효과

  (-) : 부정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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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를 통해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거주민들이 어떤 외부효

과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밝

혀내고자 한다.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이해 관계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지역공동체(박수빈·남진, 2016), 상인공동체(허자연 외2, 2016), 젠트리파

이어(Zukin, 2008), 문화예술인(이기웅, 2015)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

한 원 주민에 대한 연구는 상업주민(Zukin et al, 2009 ; 황인욱, 2016), 

흑인과 백인주민(Sullivan and Shaw, 2011)에 집중되어 있거나 주민을 

동일한 이해관계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집단으로 바라본 연구(이희정, 

2003 ; 신현준·김지윤, 2015)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떤 이는 손해를 보고, 어떤 이는 

이익을 얻는 현상의 양면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언

론보도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대체로 부정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주민들의 점유형태, 연령, 거주기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나 집단의 특성

에 따라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

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거지역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본질적 의미를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하다[그림 2-3, A]. 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자

가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외부효과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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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연구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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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분석의 틀

제 1절 연구가설 및 분석틀

앞서 살펴본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 

및 특성, 주거지역 상업화의 외부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분석의 틀을 설정하

고자 한다. 

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

적 외부효과를 파악하고, 주민의 특성에 따라 외부효과를 어떻게 인식하

는지 분석하고자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

인한 외부효과와 이해관계자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경제적 특성인 집값 및 임대료 상승에는 임차인 혹은 자가 소유

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인식을 보일 것이다.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집값 및 임대료 상승은 경제적 수익의 

증대 측면에서 자가 소유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높은 임대료 지불

에 부담을 느끼는 임차인은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은 해당 지역에서 내몰리게 되고, 정들

었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특히, 임차인 중에서도 동네에 대한 애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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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은 대체로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또한, 오랜 기간 거주한 높은 연령의 주민들

은 정들었던 동네가 외부 자본에 의해 급격하게 변하고, 주민공동체가 와

해되는 모습 등에서 부정적 인식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장기 거주

자 중에서는 오랜 기간 불편하던 소비활동이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편리해지면서 소비 구매력이 증대되고, 이들의 욕구 충족되는 측면에서 

긍정적 인식도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사 온 단기 거주자의 경우, 사회적 변화는 인지하지 못할 것이고, 

소비활동의 편리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또한, 창의적 문화 

소비와 독특한 양식의 공간 향유를 추구하는 젊은층의 소비성향을 볼 때, 

젊은 거주민들은 이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러나 상업시설

과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주거환경의 쾌적성 침해에 대해서는 주

민들 누구나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동일 이해 집단 내에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반된 인식을 보

일 것이다[그림 3-1].

가설 (1) : ‘경제성’에서 임차인들은 부정적, 자가 소유자들은 긍정적 외부효과

로 인식할 것이다.

가설 (2) : ‘사회성’에서 장기거주자, 고연령 주민들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의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할 것이다.

가설 (3) : ‘편리성’으로 인해 단기거주자, 젊은층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할 것이다.

가설 (4) : ‘쾌적성’이 저해되는 측면에서 모든 주민들이 상업적 젠트리피케이

션의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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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가설

2. 분석틀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이론 및 선행연구,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

구의 분석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크게 기초조사, 현장조사, 실

증분석으로 나뉜다. 

기초조사에서는 문헌자료,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

한 사례지역의 현황 및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숙박 및 음식점 

등 서비스업의 사업체, 종사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그로 인해 표준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이를 감당하

지 못하는 주민들은 동네를 떠나 주민등록인구수는 감소할 것이다. 그리

하여 해당지역의 주거면적은 줄어들고 상업시설의 면적은 늘어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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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분석 방법 및 내용

구분 조사방법 조사내용 비고

기초조사

문헌자료 ‧ 서촌지역의 기초현황 및 특성

통계자료

‧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현황 분석

- 숙박 및 음식점 사업체수, 종사자수

  (서울시 통계, 2008 ~ 2014)

- 지하철 유동인구

  (서울메트로, 2009.01 ~ 2017.03)

- 서촌지역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부, 2008 ~ 2017)

- 청운효자동 주민등록인구수
  (서울시 통계, 2007 ~ 2016)

- 건물용도 전용면적
  (서울시 통계, 2010, 2015)

현장조사 설문조사

‧ 이론 및 선행연구, 연구가설 바탕으로

설문지 설계

‧ 사례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조사일자:

2017.03.13.

~ 2017.03.28.

실증분석
요인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분석

회귀분석

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기초조사에서는 사례지역의 연도별 숙박 및 음

식점 사업체수·종사자수, 유동인구, 표준공시지가, 주민등록인구, 용도별 

건물면적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떤 외부효과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실증분석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단계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민-외부효과’의 구조적 관계를 실

증 분석을 한다. 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 3-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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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대상지 선정배경 및 현황

1. 연구대상지 선정배경

본 연구의 대상지는 상업화로 인한 외부효과 외 다른 외부효과는 최대

한 통제된 채 설명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 통

해 도출한 연구가설과 선정된 변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곳을 사례

지역 선정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주거지역

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 현상은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의 주거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은 홍대, 

연남동, 인사동, 삼청동, 서촌, 익선동, 대학로, 해방촌, 경리단길 등이 있

다(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2015). 그러나 이들 지역 중 일부는 

이미 급격한 상업화의 외부효과로 원주민들이 많이 떠났고, 심지어 부흥

된 상권이 다시 쇠퇴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홍대, 삼청동, 인사동, 대학

로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고 기존 주민들이 이미 떠난 지역은, 해

당지역의 주민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사례지역으로는 적절하

지 못하다. 또한,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어도 아직 그 정도가 미미한 곳(익

선동, 해방촌)까지 제외한다면, 경리단길, 서촌, 연남동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최종 대상지는 경리단, 서촌, 연남동 중 이들 지역의 중 상업화 외의 

요인은 최대한 통제되고, 상업화에 의한 외부효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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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은 지역의 개발이 한동안 제한되어 있었지만, 최근 상업화

로 인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경리단길(이태원2동)과 서촌(청운효자동)지역은 제 1, 2종 일반주거지역

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최고고도지구(남산주변고도지구, 경복궁주변지

구)로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었고, 자연녹지지역(용산 미군부대, 인왕산 

등)으로 저층 위주의 제한적 건축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서

촌지역은 청와대, 경복궁, 인왕산과 인접한 지역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엄격한 규제를 받아 건축행위에 제한이 많았다(신현준·

이기웅, 2016). 2010년에 도시관리계획 상「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아온 지역이다. 또한, 경리단길의 경우, 경

리단길 남측지역은 경사가 가파른 북사면의 자연조건의 제약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지역은 도시계획 규제와 자연적 조건으로 인해 물리적 환경 개선

에 어려움이 있어 정주환경이 쇠퇴하였다가, 최근 상업화로 인해 개선되

고 있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연남동은 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경리단길, 서촌지역과 같은 

도시계획 규제는 없었다. 이 두 지역에 비해 물리적 환경개선에 큰 제약

요소는 없었으나, 2011년부터 조성된 경의선 숲길공원에 의해 방문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상업화되면서 동네의 물리적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또

한 근처 홍대의 대규모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관리되

고 있는 지역이다. 

(2) 사회적 특성

사회적 특성은 상업화로 인해 해당 주거지역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주민 공동체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리단길은 6·25전쟁 이후, 북한지역에서 남한으로 이주해 온 이주민이 

판자촌을 형성하고 주거한 지역이다. 그러나 1963년과 1968년 남산순환

로 건설 당시, 일부 지역 철거 및 주거환경 일부 개선되고 원주민은 관

악·신림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한 적이 있다. 또한 1970 ~ 80년대부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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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역이 미군, 외국 대사관 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주거지역으로 바뀌

었고, 주민 구성원의 변화가 지속되어왔다. 즉, 상업화 이전부터, 상업화 

외의 요인에 의해 주민 구성원의 변화가 있었던 지역이다.  

연남동은 1969년 명동에서 화교학교가 이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본격적

으로 화교들에 의해 형성된 주거지역이다(신현준·이기웅, 2016). 상대적으

로 늦은 시기에 형성된 주거지역이고, 그로 인해 주민 공동체의 활동과 

유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반면 서촌 지역은 이들 지역 중 가장 오래된 주거지역이자 다양한 주민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 중 ‘세종마을가꾸기회’9)는 주민

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서촌지역의 각종 문화행사와 마을을 가꾸기 

위한 행사 등을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단체이다. 또한 1984년에 옥인동에

서 시작된 ‘품애’10)는 외부인의 증가로 발생하는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단체들과 협력하여 마을을 지키기 위한 노력하

고 있다. 2011년에 결성된 ‘통인커뮤니티’11)는 서촌 통인시장의 마을기업

으로서, 건물주들의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할 것을 설득하는 등 임대

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주민공동체의 활동과 교류가 활발하고 지역 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있지

만, 상업화로 인해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이를 지키

려는 많은 주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주민단체

의 활동은 상업화로 인해 주민공동체 결속과 동네에 대한 애착도가 약화

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서촌지역의 변

화에 대해 신현준 등(2016)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사회 관계가 단기간에 무너졌다. 주민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들은 주민보다는 방문자 계급에게 봉사하는 연예기계로 변하고 있다

“고 비판하였다.

9) 서울시 NPO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npo_group&wr_id=1884

10) “‘뜨는 동네’ 서촌 지키는 지역공동체”, 뉴스앤, 2016. 12. 8, (2016.05.22.)

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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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특성

경제적 특성은 상업화로 인한 집값, 임대료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하

고, 상업화 외 현상으로 인한 경제성의 외부효과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지역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리단길의 경우, 인근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12)이 2017년 전반기부

터 시작되고 동년 후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용산미군기지 이전적지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해 용산공원13)이 2019년부터 단계적 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2027년 완성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 2030도시계획

과도 맞물려 서울 녹지축이 형성될 지역으로 재개발 기대효과가 높은 지

역이다. 또한 해방촌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14)으로 선정되어, 2014년

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270억 원이 투입되는 노후 주거지 근린재생사

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볼 때, 경리단길은 이러한 재개발에 의한 외

부효과로 집값 및 임대료 상승 현상이 혼재된 지역으로, 집값, 임대료 상

승이 상업화에 의한 외부효과로만 볼 수 없는 곳이다.  

또한 연남동 지역은 경의선 숲길공원이 조성되고, 이로 인한 집값 및 

임대료 상승의 외부효과가 혼재된 지역이다. 이에 반해 서촌지역은 급격

한 상업화 외 집값,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거의 없는 곳이

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량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낮은 집값 및 임

대료를 형성하고 있고, 오로지 급격한 상업화로 인한 외부효과가 추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 세 가지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서촌지역이 상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어 연구대상지로 선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세 지역의 특성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 

[표 3-2]와 같다.

12) 용산기지이전계획(YRP:Yongsan Relocation Plan,『2012 국방백서』)에 의해 2003년

부터 추진된 서울 도심 9개 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2017년 3월부터 

미8군 예하부대의 약 300명 규모의 선발대의 이전을 시작으로 2017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참고 : “용산 미군기지 본격 이전…이전 대상 1호는?”, 중앙일보, 2017.04.26. (2017.05.22.)

13) 용산공원 홈페이지 http://www.park.go.kr/sub 

14) 서울도시재생 포털-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사업현황 https://ur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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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역특성 비교

  

경리단길 서촌 연남동

위

치

용산미군기지

남산

해방촌

한남 뉴타운 경복궁

인왕산

청와대

연세대

홍익대

물

리

적

특  

성

‧ 제 1,2종 일반주거지역

· 최고고도지구

‧ 자연녹지지역

‧ 경리단길 남측 북사

면의 가파른 경사지

‧ 제 1,2종 일반주거지역

· 최고고도지구

‧ 자연녹지지역

·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격자형 도로망의 정비

된 주거환경

· 경의선 숲길공원 개장

으로 방문객 증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한동안 제한되었음.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한동안 제한되었음.

공원개장에 의한 부정

적 외부효과

사

회

적

특  

성

· 판자촌 형성

· 남산순환로 건설당시 

(1963,68년), 일부 지역 

철거 및 주거환경 개선

· 70,80년대 부터미군, 

외국대사관 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주거지역

· 오래된 주거지역
  (조선시대 이후)

· 다양한 주민단체 有

- 세종마을가꾸기회

- 품애

- 통인커뮤니티 등

·기존 주민 내몰림현상

· 1970~80년대 명동의 

화교학교 이전

· 화교들에 의해 형성

주민 구성원의 변화가 

상업화 이전부터 有

지역의 사회적 정체성 

및 공동체가 상업화로 

인해 약화

상대적으로 늦게 형성

된 지역

경

제

적

특  

성

·용산미군기지로 이전

(2017년 전반기부터)

· 용산공원 조성

(2019~2027 단계적 조성)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

화지역(2014 ~2018)

· 상대적으로 불량한 

물리적 환경으로 현재 

낮은 집값,임대료

· 상업화 외 특별한 개

발요인이 없음

·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 

후 집값, 임대료 상승

공원조성 및 도시재생

사업 등 외부요인에 의

한 집값, 임대료에 영향

상업화로 인한 집값, 

임대료 상승의 외부효과

공원조성으로 집값, 임

대료 상승의 외부효과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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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서촌 숙박 및 음식점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처 : 서울시 통계 (http://stat.seoul.go.kr)

2. 대상지역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분석

(1) 숙박 및 음식점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변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프렌차이즈 업체나 독특한 분위기의 부티크 

상점들이 입점하게 된다. 이들은 기존의 오래된 상점을 대체하기도 하고, 

주거용 건물이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이는 기성고

객을 상대하던 오래된 상점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갤러리, 카페, 레스토

랑, 바 등의 서비스 업종의 상점들이 지역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주민계층

의 변화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Bridge and dowling, 2001 ; Zukin et 

al, 2009). 서울시 통계자료의 숙박 및 음식점 사업체수, 종사자수 자료에 

의하면, 서촌지역의 산업은 주로 게스트하우스, 요식업 등과 같은 서비스 

산업이 주를 이룬다. 숙박 및 음식점 사업체 수와 종사자의 수를 살펴보

면 꾸준히 감소하던 그 숫자가 2010년부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서촌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 사업

체의 수는 206개로, 

2009년의 94개에 비

해 약 119% 증가하였

고, 종사자 수도 550

명으로 2009년의 254

명에 비해 약 116.5%

가 증가하였다[표3-3,

그림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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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체수

변화

사업체(개) 97 94 103 112 116 141 206

증감율(%) - -3 +10 +9 +4 +22 +46

종사자수 

변화

종사자(명) 274 254 273 321 280 316 550

증감율(%) - -7 +7 +18 -13 +13 +74

(2) 유동인구 변화

서촌지역으로의 접근은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자가용보다는 주로 

대중교통으로 이루어진다.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이용

하는 것이 이 지역으로의 접근이 더 용이하다. 서촌지역과 가장 인접한 

경복궁역의 유동인구 분석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외부인의 서촌 방문

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2009.01월 ~ 2017.03월 기간 동안 경복궁역의 월별 유동인

구를 확인하였다. 서울메트로 수송통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복궁역의 

유동인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9년 1월

의 유동인구는 701,338명을 기록했고, 그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

년 3월에는 약 39.8% 증가한 1,165,432명을 기록하였다[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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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경복궁역 유동인구 (명/월)

출처 : 서울메트로 수송통계현황 (http://www.seoulmetro.co.kr)

(3) 표준공시지가 변화

서촌 지역에서 상업화가 급격히 진행된 자하문로 7길, 옥인길 등을 중

심으로 표준공시지가를 살펴보았다. 국토교통부 표준공시지가 자료(2008

년~2017년)에 의하면, 해당 지역의 표준공시지가는 201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반등하여 2017년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다. 2010년

에 5,739천원/㎡이던 표준공시지가는 2017년 8,547천원/㎡으로 약 

+32.8%상승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율은 점점 더 커지는 추

세이다[표 3-4,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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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표준공시지가 변화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시지가

(천원/㎡)
6,254 5,808 5,739 5,820 6,300 6,531 6,741 7,023 7,623 8,547

증감율

(%)
-7.7 -1.2 +1.4 +7.6 +3.5 +3.1 +4.0 +7.9 +10.8

[그림 3-4] 서촌 표준공시지가 변화

출처 : 국토교통부 표준공시지가 (http://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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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주민등록 인구변화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 구
(명)

17,145 16,670 16,019 15,892 15,424 15,219 14,096 14,472 14,354 14,111

증감율
(%)

- -3 -4 -1 -3 -1 -7 +3 -1 -2

[그림 3-5] 서촌 주민등록 인구변화

출처 : 서울시 통계 (http://stat.seoul.go.kr)

(4) 주민등록 인구 변화

기존의 주거시설이 상업시설로 

대체되면서, 주거 면적이 줄어들

고 지역을 떠나는 주민들이 발생

하게 된다. 반면, 서비스업 종사

자들의 수는 늘어나게 된다. 서

울시 통계자료에서 주민등록 인

구변화를 살펴보면, 서촌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꾸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17,145

명이었던 서촌의 주민등록인구는 

2016년까지 약 17.7%가 감소하

여 14,111명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표3-5, 그림 3-5].  



- 44 -

[표 3-6] 건물용도의 전용면적 변화

2010년 2015년 증·감

면적(m2) 비율(%) 면적(m2) 비율(%) 면적(m2) 비율(%)

전체 296,361.3 100.00 335,577.2 100.00 39,215.9 -

주거 192,129.1 64.83 198,656.7 59.19 6,527.6 -5.64

상업 20,540.8 6.93 38,563.3 11.49 18,022.5 +4.56

기타 171,588.3 28.24 98,357.2 29.32 -73,231.1 +1.08

(5) 주거지역의 상업화

주거지역의 상업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숙박 및 음식점 등 사업체와 

종자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0년과 가장 최근인 2015년의 서촌지역의 

건물용도에 따른 전용면적(m2)과 비율(%)을 분석하였다. 주거지역의 상업

적 젠트리피케이션은 주거용 건물이 상업용 시설로의 용도변경, 증축 및 

신축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주거지역의 주거생활지원을 위한 기

본상점 및 근린생활 시설이 프렌차이즈 업체나 부티크 샵 등으로 상업화

의 정도나 성격이 변경되기도 한다. 서울시자료에 의하면, 2010년 주거용

도 건물전용면적은 전체 건물전용면적의 64.83%였으나 2015년 59.19%로 

약 –5.64%감소하였다. 반면, 음식점, 카페, 상점 등 상업시설은 2010년 

6.93%였으나 2015년에는 11.49%로 약 +4.56% 증가하였다.   

따라서 서촌지역은 주거용 건물전용면적이 줄어들고 상업용 건물전용면

적이 증가하였고, 상업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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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설문조사

본 연구의 목적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

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

에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목적과 가설에 따라 설문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변수를 바탕으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

였다. 

1. 변수선정

선행연구를 통해, 주민들이 인식하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외부효

과 요인들을 조사하고,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설문항목과 통계분석에 사용

할 변수를 선정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로는 ‘상업화에 대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선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선행연구와  통해 도출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 사용될 변수는 크게 물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

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특성으로는 소음, 위생, 주차공간 부족,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사생활 침해, 치안 및 방범 등의 주거환경의 쾌

적성 측면과 거리의 활력, 상점이용의 편리성,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지역 

이미지 및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편리성 측면이 있다. 

사회적 특성으로는 신·구 주민 단절, 주민 공동체, 동네 애착도, 빈부격

차로 인한 갈등 등이 있다. 

경제적 특성으로는 임대료 및 집값, 부동산 투기 등이 있다. 

최종 선정된 독립변수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높은 빈도로 언급된 항목 

중 일반적으로 객관화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

된 변수와 최종 선정 변수는 다음의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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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변수선정

이희정
(2003)

황인욱
(2016)

Doucet 
(2009)

Wang 
(2011)

Zukin 

et al
(2009)

Sullivan
·Shaw
(2011)

변수 
선정

소음 문제 ○ ○ ü

위생 문제 ○ ○ ü

주차 공간 ○ ü

사생활 침해 ○ ü

치안 · 방범 ü

거리의 활력 ○ ü

상점 이용 편리성 ○ ○ ○ ○ ü

상품 및 서비스 

가격
○ ü

지역 이미지 ○

ü

물리적 환경 개선 ○ ○ ○ ○

신·구 주민단절 ○ ○ ü

주민 공동체 ○ ○ ○ ○ ○ ü

동네 애착도 ○ ○ ü

빈부 격차 ○ ○ ○

주민소득 증대 ○

임대료 상승 ○ ○ ○ ○ ○ ü

집값 상승 ○ ○ ○ ○ ○ ü

부동산 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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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설계

설문지 문항은 크게 15개의 응답질문과 7개의 응답자의 기초정보를 파

악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질문의 1번 ~ 14번은 주민들이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발생하

는 외부효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다. 

하나의 공통질문 ‘귀하의 동네에 상점 ‧ 음식점과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다음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해 소음,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치안 및 방범, 거리의 활력, 상점 ‧ 음식점 

이용의 편리성, 상점 ‧ 음식점 판매가격, 동네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 새로 이사 온 주민 ‧ 상인들과의 관계, 동네에 대한 애

착도, 월세 등 임대료 상승, 집값 상승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답변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아주 좋아짐, 좋아짐, 조금 좋아

짐, 변화없음, 조금 나빠짐, 나빠짐, 아주 나빠짐으로 설정하였다. 위 14

문항은 통계분석 시 독립변수로 사용된다. 

그리고 설문문항 15번은 ‘상점 ‧ 음식점과 방문객 증가가 동네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으로 상업화로 인한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질

문이다. 답변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아주 좋아짐, 좋아짐, 조금 좋아짐, 변

화없음, 조금 나빠짐, 나빠짐, 아주 나빠짐으로 설정하였다. 이 항목은 통

계분석 시 종속변수로 사용된다. 

응답자 기초정보는 대상자에 따라 상이한 외부효과에 대한 인식을 파악

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가설을 통해 구분된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장기거주자 · 장년층 · 자가거주자 ↔ 단기거주자 · 청년층 · 임차

거주자)를 구분하기 위해 거주기간, 연령, 점유형태 항목을 설정하였다. 

그 외에도 성별, 주택종류, 동거 가족수, 자녀연령대 등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설문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설문지 형식, 매수, 질문의 

간결성, 단어선택 등 외형적 양식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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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설문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설 문 기 간 · 2017년 3월 13일 ~ 28일

설 문 대 상 · 서울 서촌지역 거주민

설 문 방 법 · 임의표본추출, 대인면접조사

설 문 유 형 · 7점 리커트 척도

설 문 내 용
· 응답자 기초정보

· 주민들이 인식하는 상업화로 인한 외부효과

총 회수 부수 · 총 116부 중 유효부수 115부

3.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 서촌지역(서울시 청운효자동 일대)의 거주

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7년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약 5회에 걸쳐 임의표본추출 및 대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총 

116부 중 미응답 문항이 많은 1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15부를 회수하였

다[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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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분석결과

제 1절 설문응답자 특성 및 기술통계

1. 설문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구성은 남자 27.4%, 여성 72.6%를 보

이고 있으며, 연령대는 10대 29.6%, 20~30대 31.3%, 40~50대 20.9%, 

60대 이상 18.3%을 나타내고 있다. 

  거주기간은 2년 이상~10년 미만이 39.8%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

상~30년 미만 29.2%, 2년 이하 15.9%, 30년 이상이 15% 순으로 나타

났다. 

  주택 점유형태로는 자가(소유) 57%, 임차(전·월세) 43%이고, 주택의 

종류로는 공동주택(빌라,아파트) 68.8%가 가장 많고, 단독주택 25%, 

원룸 6.3%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수로는 3~4명이 거주하는 가구가 59.6%로 가장 많았고, 2명 

18.4%, 5명 이상 12.2%, 1명(본인)이 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대를 묻는 질문에는 총 115명중 59명이 응답하였으며, 

중·고등학생 32.2%,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이 각각 15.3%, 대학생이

상 28.8%, 출가한 자녀가 8.5%로 나타났다[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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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응답자의 특성

내  용 유  형 비율(단위:%)

성    별
남 27.4

여 72.6

연    령

10대 29.6

20 ~ 30대 31.3

40 ~ 50대 20.9

60대 이상 18.3

거주기간

2년 이하 15.9

2년 이상 ~ 10년 미만 39.8

10년 이상 ~ 30년 미만 29.2

30년 이상 15.0

점유 형태
자가(소유) 57.0

임차(전·월세) 43.0

주택 종류

원 룸 6.3

단독주택 25.0

공동주택 (빌라,아파트) 68.8

기  타 0.0

동거가족수

1명(본인) 8.8

2명 18.4

3 ~ 4명 59.6

5명 이상 12.2

자녀연령대

미취학 아동 15.3

초등학생 15.3

중·고등학생 32.2

대학생 이상 28.8

출 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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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

본 설문조사 결과, 표본 수 115개, 7점 리커트 척도로 최대값은 3, 최

소값은 –3의 값을 가진다.

‘상업화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대체로 ‘보통(-0.16)’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주민들이 인식하는 외부효과에 관한 항목들 중, 소음(-1.18), 쓰레기

(-0.89), 주차문제(-1.50), 사생활 침해(-0.68), 치안 및 방범(-0.33), 상점‧

음식점 판매 가격(-1.12), 전반적인 주거환경(-0.49), 기존 주민들과의 관

계(-0.10), 새로 이사 온 주민‧상인과의 관계(-0.03), 임대료 상승(-1.07), 

집값 상승(-0.50) 등 주로 주거환경의 쾌적성 부분과 사회적 특성 그리고 

경제적 특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리고 거리의 활력(0.87), 상점 ‧ 음식점 이용의 편리성(0.49), 동네에 

대한 애착도(0.04) 등 주거환경의 편리성에 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었지만,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특히 ‘상업화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과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임대료 

상승’, ‘집값 상승’의 표준편차 값은 각각 1.543, 1.510, 1.675로 다른 값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인다. 

이는 상업화에 대한 인식이 응답자 마다 상이하고, 경제적 특성에 대한 

인식 또한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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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 속

변 수

상업화의

전반적인 영향
114 -3 3 -0.16 1.543

독 립

변 수

소음 문제 115 -3 2 -1.18 1.073

쓰레기 문제 115 -3 2 -0.89 1.058

주차 문제 115 -3 2 -1.50 1.111

사생활 침해 문제 115 -3 3 -0.68 1.072

치안 및 방범 115 -3 2 -0.33 0.953

거리의 활력 115 -3 3 0.87 1.454

상점‧음식점 이용의 

편리성
115 -3 3 0.49 1.703

상점‧음식점 판매가격 115 -3 1 -1.12 1.027

동네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115 -3 3 -0.49 1.447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
115 -3 3 -0.10 0.878

새로 이사온 

주민‧상인들과의 관계
115 -2 2 -0.03 0.832

동네에 대한 애착도 115 -3 3 0.04 1.353

월세 등 임대료 상승 113 -3 3 -1.07 1.510

집값 상승 113 -3 3 -0.50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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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전체 표본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통계분석과 자가 거주자 · 임차 거주자를 구분하여 부분 집단에 대한 통

계분석이다. 분석방법에는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1. 통계분석 결과

1) 요인분석

먼저 다수의 변수들 간의 복잡한 상관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적은 수의 

새로운 변수 군으로 묶기 위해 표본 전체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14개의 변수 중 ‘상점 ‧ 음식점 판

매 가격’ 항목은 다른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

(communality)이 0.371으로 0.4이하 값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기에 요

인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상점 ‧ 음식점 판매 가격’ 항목을 제외한 요인분

석 결과, 인자분석 표본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KMO (kaiser– 

Meyer-Olkin)측도는 0.806로 높은 값이 나타났고, 요인분석의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도 p=0.0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14개의 변수들은 총 4개의 요인이 1이상의 고유치(eigenvalue)로 분류

되었으며, 이들은 총 분산량의 68%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 베리맥스 회

전방식에 의해 최종 산출된 인자분석결과는 [표 4-3]과 같다.

제 1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는 주차문제, 소음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치

안 및 방범, 쓰레기 문제이다. 제 1요인은 주로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중 ‘쾌적성’과 관련된 변수들이므로 ‘쾌적성’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제 2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는 거리의 활력, 상점 ‧ 음식점 이용의 편리성, 동네

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으로 주로 ‘편리성’에 관한 요인이다. 제 3요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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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요인분석 결과

구분
성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1

주차문제 .789 .039 .035 -.071

소음문제 .722 -.207 .229 -.072

사생활 침해 문제 .684 -.272 .061 -.350

치안 및 방범 .648 -.407 .169 .052

쓰레기 문제 .626 -.053 .356 -.173

2

거리의 활력 -.085 .790 -.062 -.030

상점‧음식점 이용의 편리성 -.130 .778 -.148 .080

동네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212 .690 -.086 .307

3

동네에 대한 애착도 .129 -.602 .530 -.138

새로 이사온 주민‧상인들과의 관계 .207 -.149 .838 -.104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 .204 -.139 .818 -.183

4
집값 상승 -.154 .126 -.044 .872

월세 등 임대료 상승 -.118 .084 -.317 .837

※ 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당하는 변수는 동네에 대한 애착도, 새로 이사 온 주민 ‧ 상인들과의 관

계,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로 ‘사회성’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다. 마지막

으로 제 4요인은 집값 상승, 월세 등 임대료 상승으로 ‘경제성’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다. 따라서, 1~4 요인을 각각 쾌적성, 편리성, 사회성, 경제

성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의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요인1 쾌적성은 0.804, 요인2 편

리성은 0.719, 요인3 사회성은 0.733 그리고 요인4 경제성은 0.722으로, 

일반적인 신뢰도 허용기준 0.6보다 모두 큰 값이 도출되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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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4개 요인과 종속변수 ‘상업화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요인과 달리 ‘경제성’요인은 자가 거주자, 임차 거주자에 따라 긍정

적·부정적 영향이 나뉘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성별(남성=1, 여성=0), 점유형태(자가 거주자=1, 임차 거주자

=0), 주택종류(원룸=1, 공동주택, 단독주택=0)는 더미 변수화 하였고, 연

령, 거주기간, 동거 가족 수는 연속형 변수를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 R2은 0.555, 수정된 R2값은 0.515으로 나타나 

약 51.5%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

타내는 결정계수 R2은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다중회귀모형은 독립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결정계수 값이 높

아지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보완한 수정된 R2값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

을 확인할 수 있다. 

잔차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값은 2.289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이 없어 회귀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요인1 쾌적성, 요인2 편리성은 유의수준 0.01(p<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요인3 사회성은 유의수준 0.05(p<0.0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종속변수 ‘상업화에 대한 전반적인 영

향’ 인식에는 ‘편리성(0.669) - 쾌적성(-0.205) - 사회성(-0.149)’ 순으로 

영향을 주고, 편리성은 긍정적으로, 쾌적성과 사회성은 부정적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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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점유형태(자가), 거주기간, 연령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값을 나타냈다. 자가 거주자는 임차 거주자에 비해 상업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208), 유의수준 0.01(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상업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223), 연령이 높을수록 상업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179), 유

의수준 0.05(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종류(원룸)와 동거

가족수를 독립변수로 반영하였다. 주택종류(원룸)에서 원룸거주자는 상업

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071), 그와 반대로 동거가족수

가 많을수록 부정적 인식(-.030)을 나타내었다. 원룸에 거주하거나 동거가

족수가 적으면 상업화의 전반적인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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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회귀분석 결과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 상수 ) -.255 .551 -.463 .644

요인1 쾌적성 -.323 .109 -.205 -2.955 .004*** .921 1.086

요인2 편리성 1.038 .108 .669 9.632 .000*** .921 1.086

요인3 사회성 -.229 .111 -.149 -2.069 .041** .856 1.168

성별(남성) -.083 .248 -.024 -.335 .738 .856 1.168

점유형태(자가) .653 .231 .208 2.830 .006*** .822 1.216

주택종류(원룸) .448 .509 .071 .881 .380 .690 1.449

동거 가족수 -.043 .121 -.030 -.350 .727 .624 1.604

거주기간 .030 .012 .223 2.562 .012** .585 1.709

연  령 -.017 .009 -.179 -1.996 .049** .550 1.818

 종속변수 : 상업화의 전반적 영향

 *p<0.1  **p<0.05  ***p<0.01

 R2=0.555  R2(adj.)=0.515

 Durbin-Watson=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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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인점수 

회귀분석 결과, 요인 편리성 – 쾌적성 – 사회성 순으로 ‘상업화의 전반

적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는 

주민들이 어떠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요인점수를 통

해 세부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요인2 편리성의 요인점수는 거리의 활력(.424) > 상점 및 음식점 이용

의 편리성(.389) > 동네의 전반적인 주거환경(.32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의 활력, 상점 및 음식점 이용의 편리성과 같이 상업화로 

인한 직접적 변화 관련된 요소가 동네의 편리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

된다.

요인1 쾌적성의 요인점수는 주차(.422) > 소음(.316) > 사생활 침해

(.283) > 치안 및 방범(.273) > 쓰레기 문제(.2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편리성’에서 높은 점수(거리의 활력, 상점·음식점 이용의 편리성)의 항목

은 유동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는데, 주차문제, 소음문제 등 유동인구

의 증가로 인해 파생되는 항목들에 대해 ‘쾌적성’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인 3 사회성에서 요인점수는 새로 이사 온 주민·상인들과의 관계

(.538) >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513) > 동네 애착도(.243)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사회성’ 역시 상업화로 인한 직접적 변화 관련된 요소(새로 이사 

온 주민·상인들과의 관계)의 점수가 높았고, 기존 주민이 내몰리고 새로운 

주민이 들어오는 현상과 같이 주민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부정적으

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상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높은 항목들이 주민들의 편리성, 

쾌적성, 사회성 외부효과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주거

환경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관한 요인에는 상업화로 인한 외부인,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 증가와 관련된 항목들이 각 요인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점수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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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요인점수 결과

1 2 3 4

소음문제 .316 .029 -.007 .088

쓰레기문제 .251 .131 .114 .016

주차문제 .422 .144 -.119 .048

사생활침해 .283 -.021 -.180 -.136

치안방범 .273 -.112 -.051 .171

거리의활력 .073 .424 .099 -.097

상점·음식점
이용 편리성

.075 .389 .060 -.038

물리적 환경 .034 .322 .142 .129

기존주민관계 -.075 .103 .513 .039

새로 이사 온 
주민·상인관계

-.069 .095 .538 .099

동네 애착도 -.125 -.221 .243 .048

임대료 상승 .104 -.082 -.061 .519

집값 상승 .047 -.020 .159 .581

2. 자가 거주자·임차 거주자 통계분석 결과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집값 및 

임대료 상승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자가 거주자

와 임차거주자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표본데이터를 자

가 거주자와 임차거주자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독립표본 T 검정, 각 집

단별로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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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자가 거주자 · 임차 거주자 T검정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자가

거주자

(n=65)

임차

거주자

(n=50)

자가

거주자

(n=65)

임차

거주자

(n=50)

소음 문제 -1.12 -1.26 1.023 1.139 .677 .500

쓰레기 문제 -.83 -.96 1.140 .947 .648 .518

주차 문제 -1.51 -1.48 1.048 1.199 -.132 .895

사생활 침해 문제 -.68 -.68 1.062 1.096 .015 .988

치안 및 방범 -.40 -.24 1.028 .847 -.892 .374

거리의 활력 .77 1.00 1.529 1.355 -.843 .401

상점‧음식점 이용의 

편리성
.35 .66 1.727 1.673 -.955 .342

상점‧음식점 판매가격 -1.14 -1.10 .982 1.093 -.198 .843

동네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52 -.44 1.501 1.387 -.304 .762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 -.14 -.04 .864 .903 -.594 .554

새로 이사온 

주민‧상인들과의 관계
-.06 .02 .846 .820 -.519 .605

동네에 대한 애착도 .02 .08 1.352 1.368 -.253 .801

월세 등 임대료 상승 -.88 -1.33 1.464 1.546 1.586 .116

집값 상승 -.16 -.94 1.625 1.651 2.519 .013******

상업화의 전반적인 영향 .00 -.37 1.601 1.453 1.261 .210

**p<0.05  

1) 독립표본 T-검정

먼저 자가 거주자와 임차 거주자 두 독립표본의 평균값의 차이를 확인

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외부효과 항목에 대한 검정 결과, 두 

집단은 ‘집값 상승’에 대해서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서로 다른 인식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의 평균값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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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자가 거주자 · 임차 거주자 응답자특성 T검정 결과

구분

평 균 표준편차

t 값
p 값자가

거주자

(n=65)

임차

거주자

(n=50)

자가

거주자

(n=65)

임차

거주자

(n=50)

연   령 35.31 32.10 17.09 15.16 1.05 .297

거주기간 15.94 9.84 11.99 10.33 2.85 .005*********

동거 가족수 3.51 2.83 0.93 1.15 3.49 .001*********

***p<0.01

또한, 응답자 특성에 대한 두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 거

주기간, 동거가족수 항목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특성에 대

한 T검정 결과, 두 집단은 ‘거주기간’과 ‘동거가족수’에 대해서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연령’ 평균값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가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더 오래 거주하

고 있으며, 임차거주자의 동거 가족의 수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2) 요인분석

표본 데이터에서 자가 거주자와 임차 거주자를 구분하고 각각 요인분석

을 시행 하였다. 

먼저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분석 표본의 적

합성을 검정하는 KMO(kaiser-Meyer-Olkin) 측도는 0.724로 높은 값이 

나타났고, 요인분석의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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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자가 거주자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편리성

요인 2
쾌적성

요인 3
사회성

요인 4
경제성

거리의 활력 .798

상점‧음식점 
이용의 편리성

.751

동네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739

동네에 대한 
애착도

-.699

주차 문제 .753

쓰레기 문제 .707

소음 문제 .611

치안 및 방범 .597

사생활 침해 문제 .453

기존 주민과의 관계 .864

새로 이사 온 주민‧상인과의 
관계

.705

집값 상승 .826

임대료 상승 .79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도 p=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14개의 변수는 총 4개의 요인이 1 이상의 고유치

(eigenvalue)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은 총 분산량의 66.02%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 베리맥스 회전방식에 의해 최종 산출된 인자분석 결과는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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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는 거리의 활력, 상점 ‧ 음식점 이용의 편리

성, 동네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으로 주거환경의 ‘편리성’에 관한 요인이다.  

제 2요인은 주차문제, 쓰레기 문제, 소음문제, 치안 및 방범, 사생활 침해 

문제이다. 제 2 요인은 주로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중 ‘쾌적성’과 관련

된 변수들이므로 ‘쾌적성’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제 3 요인에 해당하는 변

수는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 새로 이사 온 주민 ‧ 상인들과의 관계로 ‘사

회성’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다. 마지막으로 제 4 요인은 집값 상승, 월

세 등 임대료 상승으로 ‘경제성’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다. 

따라서, 요인 1~4를 각각 편리성, 쾌적성, 사회성, 경제성으로 명명하고

자 한다.  

다음으로 임차 거주자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KMO (kaiser 

-Meyer-Olkin) 측도는 0.784로 높은 값이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도 p=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1이상의 고유치(eigenvalue)으로 분류

되었으며, 이들은 총 분산량의 74.96%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 베리맥스 

회전방식에 의해 최종 산출된 인자분석 결과는 [표 4-9]과 같다.

제 1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는 사생활 침해 문제, 소음문제, 주차문제, 

치안 및 방범, 쓰레기 문제로 주로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중 ‘쾌적성’과 

관련된 변수들이므로 ‘쾌적성’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제 2요인은 새로 이

사 온 주민 ‧ 상인들과의 관계, 기존주민들과의 관계, 동네에 대한 애착도

로  ‘사회성’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다. 제 3요인은 집값 상승, 월세 등 

임대료 상승으로 ‘경제성’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다. 마지막으로 제 4요

인은 거리의 활력, 상점 ‧ 음식점 이용의 편리성, 동네의 전반적인 주거환

경으로 주거환경의 ‘편리성’에 관한 요인이다. 

따라서, 1~4 요인을 각각 쾌적성, 사회성, 경제성, 편리성으로 명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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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임차 거주자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쾌적성

요인 2
사회성

요인 3
경제성

요인 4
편리성

사생활 침해 .870

소음 문제 .799

주차 문제 .778

치안 및 방범 .776

쓰레기 문제 .518

새로 이사 온 주민‧상인과의 
관계

.894

기존 주민과의 관계 .824

동네에 대한
애착도

.640

임대료 상승 .873

집값 상승 .865

거리의 활력 .884

상점‧음식점 이용의 편리성 .648

동네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490



- 65 -

3) 회귀분석

자가 거주자와 임차 거주자의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속변수 ‘상

업화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 다중회

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두 회귀분석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성’ 변수와 ‘사회성’

변수에 대한 두 집단의 차이이다. 자가 거주자의 ‘경제성’요인의 표준화 

계수(β)는 +0.256으로, 경제적 특성을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임차거주자의 ‘경제성’요인의 표준화 계수(β)는 –

0.250으로, 이를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영향 중 하나인 경제적 특성에 대해 자가 거주자와 임차 거주자

가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차 거주자는 ‘사회성’ 요인의 표준화 계수(β)값이 –0.325으로, 

사회적 특성을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가 거주자

에서는 유의미한 결과 값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임차거주자가 자본을 가

진 중산계층, 젠트리파이어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데서 기인한 

‘사회성’에 대해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가 거주자와 임차 거주자의 회귀분석 결과는 각각 [표 4-10], [표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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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자가 거주자 회귀분석 결과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상수) .094 .596 .158 .875

요인1 편리성 1.137 .143 .707 7.932 .000*** .897 1.115

요인2 쾌적성 -.281 .142 -.175 -1.978 .053* .912 1.096

요인3 사회성 -.123 .145 -.077 -.848 .400 .874 1.144

요인4 경제성 .413 .137 .256 3.015 .004*** .985 1.015

성별(남자) -.012 .352 -.003 -.035 .972 .782 1.279

거주기간 .002 .013 .011 .117 .907 .773 1.293

동거가족수 -.038 .151 -.022 -.248 .805 .947 1.056

 종속변수 : 상업화의 전반적 영향

 *p<0.1  **p<0.05  ***p<0.01

 R2=0.601  R2(adj.)=0.551

 Durbin-Watson=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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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임차 거주자 회귀분석 결과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상수) -1.445 .583 -2.476 .018

요인1 쾌적성 -.453 .165 -.305 -2.748 .009*** .958 1.044

요인2 사회성 -.462 .164 -.325 -2.821 .008*** .889 1.124

요인3 경제성 -.361 .166 -.250 -2.175 .036** .893 1.119

요인4 편리성 .741 .166 .493 4.462 .000*** .967 1.034

성별(남자) -.385 .351 -.125 -1.098 .279 .916 1.092

주택종류(원룸) 1.164 .570 .288 2.043 .048** .592 1.690

거주기간 .041 .017 .296 2.398 .022** .775 1.290

동거 가족수 .193 .174 .154 1.112 .273 .613 1.632

 종속변수 : 상업화의 전반적 영향

 *p<0.1  **p<0.05  ***p<0.01

 R2=0.564  R2(adj.)=0.469

 Durbin-Watson=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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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소  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통계분석은 크

게 ‘표본 전체에 대한 분석’과 ‘자가 거주자와 임차 거주자를 구분하여 실

시한 분석’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 

먼저 ‘표본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는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하고, 추출

된 각 요인에 어떤 변수가 높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요인점수를 통해 확

인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쾌적성, 편리성, 사회성, 경제성 4개의 요인이 추출되

었다. 이렇게 추출된 요인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남성=1, 여성=0), 점유형태(자가 거주자=1, 임차 거주자=0), 주

택종류(원룸=1, 공동주택·단독주택=0)를 더미 변수화 하였고, 연령, 거주 

기간, 동거 가족수 등 연속형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활용하

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상업화로 인해 주거환경의 편리성이 개선되고, 쾌적

성과 사회성은 나빠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요인점수를 통해 세부

요인을 확인해 본 결과, 편리성은 ‘거리의 활력’, ‘상점 및 음식점 이용의 

편리성’ 등과 같이 주거지역의 소비 활동이 편리해지는 것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쾌적성은 주차, 소음, 사생활 침해, 치안 및 방범, 

쓰레기 문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주차, 소음과 같이 상업화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와 관련된 항목들이 쾌적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유동인구 증가와 관련된 거리의 활력, 상점 및 음식점 이용의 

편리성이 주거환경을 편리하게 하지만,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주차문

제, 소음문제 등 주거환경의 쾌적성도 동시에 저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가 거주자가 임차 거주자 보다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자가 거주자와 임차 거주자를 구분하여 요인분석과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쾌적성, 사회성, 경제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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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각각의 

요인을 독립변수, ‘상업화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 결과, 두 회귀분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제성’과 ‘사회성’ 변

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자가 거주자는 ‘경제성’을 긍정적 외부효과로, 임차거주자는 부정적 외

부효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자가 거주자가 집을 소유하거나, 임대를 

내주는 입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임대료, 집값 상승 등 자산을 증대시

키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임차거주자

는 임대료 상승으로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측면에서 부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차거주자는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저렴한 주거지

역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임차거주자는 ‘사회성’요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의미한 결과 값이 나왔다. 하지만 

자가 거주자는 ‘사회성’에 대해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았다. 

자가 거주자들은 경제적 특성인 임대료, 집값 상승에만 관심을 갖고 젠

트리피케이션을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하는 반면, 임차 거주자들은 임대

료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현상 등 사회적 특성 변화

를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인식하

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양면성이 자가 거주자와 임차 거주자의 경제성, 사

회성에서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거주기간이 길수록 상업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물리적 환경 개선이 제한되었던 낙후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상

업화로 주거여건과 소비환경이 개선되는 측면에서 긍정적 인식으로의 변

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젊은 연령층일수록 상업화를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해지고 이들의 소비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트렌디한 상점이 들어서는 측면이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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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주거지역의 주민들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가장 밀접한 영향

을 받는 실질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이나 지·자체 조례 그리

고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연구 등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

들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소음피해, 주차공간의 부족, 사생

활 침해 등 기본적인 주거여건에 피해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임대료 상

승의 외부효과로 인해 정든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까

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주민들은 소비여건이 개선되고, 지역이 

활성화되고, 임대료나 집값 상승 등의 현상에 대해 내심 환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해관계 속 저변에 묻힌 현상을 밝혀내고, 동일한 현상에 

대한 주민들의 상이한 인식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긍·부정적 외부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

였다. 

먼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가장 논란이 되는 자가 소

유자와 임차인의 관점에서 이들이 인식하는 외부효과를 분석하였다. 자가 

소유자와 임차인은 ‘경제성’과 ‘사회성’ 요인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집값 및 임대료 상승의 경제적 측면에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회적 측면의 변

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반면, 임차인의 경우 집

값 및 임대료가 상승하는 경제적 측면과 기존 주민이 내몰리는 현상과 관

련된 사회적 변화를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논

란이 되는 ‘임대료가 오르고, 임차인이 내몰리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실제 

임차 거주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주택의 자

가·임차의 점유형태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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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의 주민들은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주거

환경의 쾌적성 변화에는 부정적, 편리성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쾌적성 측면에서 주차문제, 소음문제, 사생활 침해, 치안 및 방법, 쓰레

기 문제 순으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특히, 주차문제나 소음문제

와 같이 외부방문객, 유동인구 증가로 파생되는 문제가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편리성 측면에서는 거리의 활력, 

상점 및 음식점 이용의 편리성과 같이 상업시설과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파생되는 현상에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결국,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물리적 외부효과는 상업시설의 증가와 그에 따른 외부 방문객 증가가 주

민들의 긍·부정적 인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 밖에도 거주 기간이 길수록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이는 물리적 환경 개선이 제한되었던 낙후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상업화로 주거여건과 소비환경이 개선되는 측면에서 긍정적 

인식으로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젊은 연령층일수록 상

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상업시설의 이

용이 편리해지고, 소비 욕구를 만족하게 할 만한 트렌디한 상점 입점 등

이 이들의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들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종 언론과 지·자체 정책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은 주

민들의 대표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가 소유자들은 

집값 및 임대료가 오르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 현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현상을 부정적 도시현상으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긍·부정적 양 측면의 인식이 존재함을 알고, 균형있는 도

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부정적 인식에 따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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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지자체의 대응은 경제적 약자의 보호 차원에서 자가 소유자의 무분

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우려로부터 나타난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집값

이나 임대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자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자가 소유자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출 등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절감시키는 사

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들의 이해추구를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자가 소유자의 긍정적 인식과 임차인의 부정적 인식을 인정하

고, 양측의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적 역할을 젠트리피

케이션의 관리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주거지역에서는 유동인구와 상

업시설 입점 위치 등을 관리하여, 주거지역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주거환경의 편리성과 쾌적성 모두 외부 방문객 및 유동인구 증가, 상업

시설의 증가로 파생되는 요소들과 관련이 높기에, 유동인구와 상업시설의 

위치를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

나 주거와 상업의 획일적 분리는 주거지역의 소비 활동이 편리와 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화를 가로막아 편리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

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주거여건의 보장을 위해 소음이나 쓰레기,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제도나 감시 시스템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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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ertation aims to figure out resident’s perception about 

the phenomenon of commercial gentrification in the residential 

area, whether they perceive the gentrification as positive or 

negative.

It is commonly perceived that gentrification is a negative urban 

problem. For example, Municipal governments are seeking 

solutions by restricting the number of commercial facilities and 

owner’s raising rents in the gentrified areas. Also, the negative 

views were the main contents of various media and the advanced 

studies which are concerned with raising rental fees and housing 

prices with tenents displaced. So, it has a tendency to view 

gentrification as a negative phenomenon which raises rents and 

turns tenents away from residential areas.

However, some residents regard gentrification as a positive 

phenomenon in the perspective of increasing their rent revenues 

and asset value. Also, other people are optimistic about the 

improvement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uch as improving 

economic development, improving consumer spending and so on. 

These are derived from differing perceptions of their own 

different conditions, such as economic conditions, interests.

To demonstrate this relation, a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as a research methodology. The survey 

questionnaires were organized to identify externalities based on 

the variables derived from the advanced researches.  In addition, 

questions concerning the demographics of respondents were also 

organized to identify the discriminatory externalities associated 

with different stakeholders of ages, sex, residence period, hosing 

types, occupations and so on.

For statistical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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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conduct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rough this, it 

could statistically estimated that whether residents who are living 

in the commercially gentrified areas would welcome this 

phenomenon depending on their interests or conditions.

As a result, unlike ordinary perceptions, this research has 

confirmed that it also causes a positive externalities, which have 

to be viewed as a phenomenon that should cause and prevent 

negative externalities.

The negative perceptions that the public can easily identify in 

various media and the advanced researches seem to reflect the 

typical perception of residents. However, the homeowners, for 

example, tend to perceive gentrification as a positive phenomenon 

in terms of the raised hosing prices and rental fees. And the 

generation, whose age is relatively low, has relatively a positive 

perception compared to the older generation in terms of 

convenience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addition, long-term 

residents who have been living in a area where the improvemen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was limited, regard it as positive in 

terms of improving housing conditions and consumption lifestyle. 

So, it should not only be regarded as a negative urban problem, 

but also positive. The solutions or management plan should be 

suggested in a balanced viewpoints.

Through this study, it was verified how externalities are 

perceived depending on their interests or characteristics of the 

actual residents by the empirical methods. There is no doubt that 

there is not only negative perceptions, but also positive 

perceptions. Therefore, the countermeasures of commercial gentrification 

in the residential areas should be considered in a well-balance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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