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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환경 및 주거서비스

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이루어지지만, 그 실행방

법에 있어서는 변화를 보였다. 서울시 재개발 정책에서도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뉴타운정책을 시행하다 2013년에 뉴타운구

역을 해제하고 패러다임 및 정비방법의 변화했다.

정책변화는 신규주택공급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기존건축물을 멸실해 부지를 확보해야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신

규주택공급이 가능한 기성시가지의 특성을 보이는데, 주택유형별,

지역별로 주택하위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신규주택공급의 변화는

수급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고 노후주택재고량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 지역별로 주택유형별로 신규주택공급

량과 노후주택재고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특징을 분석하고, 재개

발, 재건축 정책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서울시 2007-2016년의 ‘주택재고량 대비 신규주택

건설량 비율’을 자치구별로 주택유형별(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정책

시기별(최근10년, 뉴타운정책해제전, 뉴타운정책해제 후)로 나누어

산정하고 군집분석하였고, ‘재고량대비 뉴타운사업시행 비율’과 비

교하였으며, 아파트비율과 상관분석했다.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1980-2015년의 ‘노후주택비율’

을 주택유형별로 정책시기별로 산정하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했으며, ‘재고량대비건설량’과 ‘노후주택비율’을 상관분석하였다. 이

를 통하여 도출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주택건설 변화 특성으로 최근 10년간 비아파트가 아파

트보다 높은 비율로 멸실 및 신규건설되었다.

둘째, 지역별로 특성을 보면, 최근10년간 아파트는 도심권, 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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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에 재개발사업으로 집중 공급되었고, 비아파트는 동남생활

권에 신축으로 집중 공급되었다.

셋째, 뉴타운정책 해제 전후로 나눠보면, 뉴타운정책 해제 전은

뉴타운재개발사업으로 서북생활권, 도심권역에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집중되었는데, 뉴타운정책 해제 후에는 동남생활권에서만

편향적으로 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높아진다.

뉴타운정책은 아파트 신규주택공급에 있어서 아파트비율이 낮은

구시가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향을 보여 상대적으로 비아파트

가 노후된 구도심을 노후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뉴타운정책해

제 후 이러한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넷째, 비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은 뉴타운정책 해제와 관

계없이 구도심에 낮게 신시가지에 높게 나타난다. 이는 비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자치구에 오히려 더 적은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발생하는 상관분석 결과와 연결된다. 즉, 자치구의 비아파

트가 더 노후된 구도심 자치구(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동대

문구, 성동구)에 비아파트 신규주택건설량이 낮았고, 그 결과 평균

사용연수가 다른 자치구보다 높아졌다.

분석 결과는 정부가 뉴타운사업 대신 도시재생사업으로, 비아파

트를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대신 비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노후개

선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가졌지만, 비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

율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만큼 공

공이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패러다임과 재개발사업방식의

변화를 추진했지만, 아직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개발사업과

같은 뉴타운대안사업은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노후주택재고를 분석해 나타난 특징을 보면, 과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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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는 비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신규주택이었지만 지금은 아파트

가 비아파트보다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더 이상 단순히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모든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신규주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는 1980년대 아파트가 각 지역에

단기간에 집중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즉, 주거서비스 질의 하락에 대응하여 신규주택공급이 발생하고

노후주택이 개선된다는 도시경제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현재

뉴타운정책해제 후 동남생활권에 급격한 아파트 신규주택건설량의

증가는 높아진 동남생활권의 노후아파트비율에 대한 자연스러운

시장반응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최근 이슈가 된 동남생활권의 재건축물량 급증은 노후아

파트비율이 급증한 것이 원인이고, 이에 따라 다량의 신규아파트

건설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90년대에도 아파트가 단기에 집중공급된 지역이 있

어서 추후 해당 지역의 노후주택개선 수요도 일시에 발생할 수 있

다. 즉, 노후아파트 비율이 과거 단기간에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의

순서대로 높아진다면, 동남생활권에서 서북1과 동북2생활권, 그리

고 나머지 생활권 순으로 노후아파트비율이 일시에 급증하는 현상

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자치구가 재건축가능한 아파트재

고량 증가에 비례하게 신규주택건설량이 발생한다고 장담할 수 없

다.

현재 노후주택비율과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의 산포도를 보면

동남생활권은 노후주택비율이 급증해서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급증했지만, 용산구, 영등포구는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높음에도

신규주택건설량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비아파트 신규건설

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것처럼 아파트

신규건설도 유사하게 편중돼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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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요약하면, 신규주택공급 및 노후주택재고 변화 특성 및

시사점은 재개발로 구도심에 집중건설되던 아파트가 뉴타운정책

해제 후 재건축으로 신도심에만 집중건설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으

로 체계적인 재개발, 재건축 정책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비아파트는 정책과 관계없이 노후된 구시가지에 적게 신규

건설되었고, 그 결과 구시가지의 비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높아져

서 구시가지 노후개선이 절실해졌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자료의 한계에 주의해 해석해야한

다. 분석한 신규주택공급 및 노후주택재고자료는 자치구단위로 구

성되어 있는데, 자치구가 25개라서 고급통계분석을 할 수 없고 주

택하위시장이 자치구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형성되어 있을 수 있

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주택의 노후화를 측정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포함한 소규모 주택개량은 인허가량에 포함되지 않아서 반영할 수

없었다. 소규모 주택개량은 주택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소규모주택개량이 적극적으로 이루

어졌다면 노후주택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주요어 : 신규주택공급, 노후주택재고, 주택 수급불균형, 뉴타운정책,

재개발·재건축정책

학 번 : 2016-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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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7년에 정부교체 이후에 부동산 정책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돌이

켜보면 기존에 진행된 정부의 주택정책은 정부교체기마다 다양한 규제지

정 및 완화, 재개발구역 지정이나 해제, 신규건설부지 제공 등의 방법으

로 주택공급의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왔다(허강무, 2017).

주택정책은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

만 주택이 가치재인만큼 주거환경 및 주거서비스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실행될 수 있다.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2007년에 91.8%였고, 2012년에 10.2%로

100%를 넘어서 주거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서울

시는 과거 대부분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져 신규가용토지가 거의 없는 기

성시가지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다보니 서울시에 존재하는 주택재고량의

노후·불량화는 주거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노후·불량화된 주택이 다수 존재하는 구도심에서는 주거환경개

선이 요구된다. 주거환경개선을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과거

정부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정책 및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의 실행근거는 주거서비스 공급을 시장적인 측면에만 맡

겼을 때 일부 사업성이 극대화되는 지역만 신규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

되고, 결과적으로 주거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시장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은 과거 뉴타운 정책으로 대표되는데, 2000년 초

부터 실행되다가 ‘뉴타운 수습대책’ 발표 후 2013년 10월에 창신·숭인 뉴

타운 해제를 시작으로 급격하게 정비구역을 대다수 해제하였다. 이후 노

후주택개선에 대한 패러다임 및 방법이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이는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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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철거 재개발을 지양하고, 소규모 단위의 재개발을 위주로 주민참여

에 의해서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에 기초한다.

도시환경정비방식의 정책변화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역 잠재력

육성에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지만, 구도심에는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개

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만큼 변화된 사업방식이 구도심에 노후개선 효과

를 나타냈는지 의문이 제시된다. 정책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변화

된 도시재생사업모델들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사업들로 기존의 노후개선효과가 대체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화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비

아파트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고. 신규주택건

설량이 영향 받는 규제도 다르다. 해당 규제로 재건축 경과연수 조정 및

안전진단 강화, 이주 분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관련된다. 관련 규제

들은 아파트의 노후개선에 있어서 주민의 집단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한다는 기본적 법리 외에도, 특정지역에 재건축사업이 편중되

어 가격왜곡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러한 물론 정책변화들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관점을 고려

하여 결정되어야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여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서울시의 특성상 신규주택이 일정량 꾸준히 공급되고 재고주

택도 꾸준히 노후개선 되어야한다는 도시경제학적인 관점도 반영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노후개선이 주거환경을 개선

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노후주택재고는 대수선 이하의 개량으로 소비재로써의 주거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결국 재개발, 재건

축사업으로 노후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거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되는 주택재고량만큼 신규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 지역별로 주택유형별로 신규주택공급량과

노후주택재고량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특징을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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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하여 지역별 주택유형별

로 ‘주택재고량 대비 신규주택공급량’과 ‘노후주택비율’을 살펴보았다. 신

규주택건설 변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별로 신규주택공급

량을 2007-2016년인 최근 10년을 범위로 살펴보았다. 또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이 이루어진 2013년을 기준으로 뉴타운정책해제 전후로 나누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자치구별로 신규주택건설량1)을 비교하는데 자치구별로 주택시장 규모

가 아파트, 비아파트별로 다른 것을 통제하려고 자치구별로 주택유형별

로 해당시기의 신규주택건설량 평균을 주택재고량 평균으로 나누어 비율

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산정된 ‘주택재고량 대비 신규주택건

설량 비율’을 군집분석 및 상관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신규건설량을 분석하려

고 ‘서울시 주택재개발 추진실적’과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활

용하여, 2007-2016년간 준공된 재개발사업 준공량과 2007-2016년간 시행

된 뉴타운사업 건설량2)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주택하위시장의 규모를 통

제하기 위해서 아파트재고량으로 나누어 ‘재고량대비 재개발아파트 준공

량 비율’과 ‘재고량 대비 뉴타운재개발시행 비율’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노후주택재고 변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1980-2015년의 인

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가 5년 단위로 조사되었고, 주택사

1) 분석의 자료로 사용한 신규주택건설량(인허가)은 건축신고와 대수선

된 주택호수는 제외되어 있다. 건축법에서 건축신고가 가능한 기준은 주

요구조부를 해제하지 않는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개축 또는 재축이나 주

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의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대수선과 유사한 대수선이하의 주택개량으로 볼 수 있다.

2) 뉴타운정책에 의해 시행된 신규주택건설량으로 준공량은 인허가와 시

점이 맞지 않는 것과 달리 사업시행과 인허가 시점의 거의 일치하기 때

문에 비교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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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산정방식

주택재고량 대비

신규주택건설량

비율

주택재고량평균
신규주택건설량평균

[주택재고량 평균 : 자치구의 주택재고량의 해당연도 평균 /

신규주택건설량 평균 : 자치구의 신규주택건설량의 해당연도 평균]

재개발아파트

준공량

= 서울시 재개발사업 준공량(뉴타운사업 제외)

+ 뉴타운사업준공량

아파트재고량 대비

재개발아파트

준공량 비율

아파트재고량
재개발아파트준공량

아파트재고량

대비 뉴타운사업

시행 비율

아파트재고량
뉴타운사업건설량시행된호수

노후주택비율 전체주택재고량
년이상사용주택재고량

주택재고량 변화 

년의주택재고량 주택재고량

아파트 비율 주택재고량
아파트재고량

사용연수 평균
주택재고량
 년 ×   년 ×  년 ×

주택재고량
 년 ×  년 × 년이상 ×

<표 1-1> 연구결과 산정방식

용연수가 조사된 단위가 시기별로 달라서 시계열 비교하기 위해서 30년

을 기준으로 노후주택 비율을 사용하였다. 추가로 30년을 기준으로 노후

주택비율을 측정한 자료상 한계를 보완하려고 사용연수가 10년 단위로

조사된 2015년 자료를 그래프로 추가분석하고 가중평균하여 주택사용연

수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규주택건설량과 노후주택재고량을 비교하기 위해 각 자

치구의 ‘노후주택비율’과 ‘재고량 대비 신규주택건설 비율’을 상관분석하

여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자치구에서 더 많은 신규주택건설량이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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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비해 발생하고 있는지를 주택유형별로 정책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연구방법 및 자료를 정리하면 <표 1-1,2>와 같

다.

구분 데이터명 내 용
지역

단위

수집

기간
출저

주택
공급

서울시 구별

주택현황 및

보급률

- 내용 : 구별 년도별 주택재고량
- 단위 : 주택호수, 공급호수
- 구분 : 주택유형별 [단독주택, 다가
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구단위
1996

-2014

서울통

계정보

서울시

주택건설

현황

- 내용 : 주택 인허가호수
(공급량에 대한 대리지표로 사용)

- 단위 : 주택건설량(인허가 호수)
- 구분 : 주택유형별 [단독주택, 다가
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구단위
2004

-2016

서울통

계정보

주택재
고량

국민주택

총조사

- 내용
: 주택재고량
: 주택 사용연수(자료시점별로 단
위가 달라서 30년 기준으로 노후
도 측정)

구단위

1980

-2015

(5년

단위)

국토

교통부

주택
재개발

서울시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실적

- 내용 : 주택 재개발사업 준공, 시
행건설호수(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제외)

- 구분 : 구역수, 시행면적, 건립가
구, 시행중·완료로 구분됨.

구단위
2001

-2016

국토

교통부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실적

- 내용 :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준
공된 주택 호수

- 구분
: 재정비촉진사업의 구역, 건설호
수, 착공, 분양, 사업승인일, 사업방
식
: 사업방식 [도시개발, 재개발, 도
시환경정비, 시장정비, 재건축]

세부

사업

지역

2001

-2016
서울시

<표 1-2> 연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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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기성시가지의 신규주택공급 특성

주택은 이질적이고 내구적이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열악해진 주

택은 적절한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이는 주택이 하향 여과되는 속도를 낮

춘다. 그러나 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되면, 거주민의 유지보수 의사가 낮

아지고 주택이 하향여과되거나 철거되어 신규주택으로 건설된다

(O'Sullivan, A., et al., 2015).

이러한 과정은 주택이 내구재로서 소비재와 투자재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된다. 주택은 직접 혹은 임대하여 해당 서

비스를 소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리적 요소가 노후·불량화돼 주거

서비스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나 특정시점에 추가적인 자본

을 투자해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데 서비스의 회복량은 투자한 자본에

비례하게 된다. 그러나 경과연수가 일정시점을 넘어가면 주택개량에 의

한 서비스회복의 편익보다 멸실 후 신축에 의한 편익이 더 큰 시점이 오

는데(Arnott and Lewis. 1979), 이후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포함한

멸실 후 신규주택건설로 노후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주거지

에 동일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성시가지인 서울

시의 주택시장은 도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게 발생한다.

서울시를 공간적 범위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용연수가 25년이 지

나면 주택개량에 있어서 대수선 이하의 주택개량확률과 지불의사가 급격

히 떨어지고, 30년이 초과된 주택은 증개축 이상3)의 개량이 선호된다(임

3) 건축법을 기준으로 건축행위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구분되어지는데, 대

수선은 주요구조부를 일부만 수선가능해서 건축물의 단위세대 변경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변화된 거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리모델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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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최막중. 2016). 그래서 주택의 경과년수가 25년이 지나면서 사람들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에 의한 노후수선을 선호할 확률이 높아진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도

증·개축 이상의 개량에 포함된다.

증·개축 이상의 개량과 대수선 이하의 개량을 건축법을 기초로 정리

하면<그림 2-1>, 건축 인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대상은 주요구조부를 해

제하지 않는 소규모 면적변화만 해당되어 대수선4)에 가깝고, 리모델링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서 증축 혹은 대수선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림 2-1> 신규주택건설량 데이터의 성격

즉, 노후된 기존주택재고의 질적 주택서비스수준을 유지하려고 주요구

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노후수선하는 대수선이하의 노후개선에는 서비스

회복량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으로 노후개선이 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해서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증축, 대수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대

수선이하의 주택개량은 건축법상 대수선을 말하고 증·개축 이상의 주택개량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모두 포함된다.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서울시 주택건설량(인허가) 데이터에서도 건축신고에 의

한 주택개량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본연구에서 사용한 서울시 신규주택현황 자

료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된 주택의 호수를 산정한 자료이므로 증·개축이상의

개량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 8 -

구되서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주택시장에서 항상 일정하게 발생한다.

다음으로 주택재고량이 노후되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신규주택 수요는

단순히 서울시 전체에서 노후화된 주택 총량으로 생각할 수 없는데, 이

는 주택이 위치성과 이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지역의 주택이 다른 지

역의 주택으로 대체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택노후화로 인한 신규주택 수요와 공급을 살펴볼 때도 서

울시 전체를 하나의 주택시장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주택시장은 단일

시장이 아니라 주택하위시장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주택하위시장의 개

념은 도심으로부터의 접근성과 지가사이의 상쇄관계(trade-off)로 도시공

간구조를 설명하는 신고전경제학적인 접근과 부딪친다. 주거시장은 단순

하게 입지와 환경 외에도 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계층화

(stratification), 분화(segmentation) 되어 있는 것이다(Grigsby, W., et

al., 1987). 따라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도 하위시장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신규주택공급도 특정지역의 공급량이 다른 지역의 수요를 대체할 수가

없다.

서울시 주택하위시장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주택시장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자가와 차가로 다른 하위시장이 존재하고, ‘가격 및

경제’, ‘편리성’, ‘커뮤니티’라는 세가지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강팔문,

2008).

또한, 주택수요는 인구구조에 변화를 반영하고(장세훈,2007), 가구주는

주택의 구매결정시에 입지, 사회, 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주택구조가 새

로운 주거수요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해서(송인규 and 장한경, 2017; 이재

우, 2016) 분화된 주택하위시장은 각각 신규주택수요를 일정하게 가진다.

따라서 주택유형(아파트와 비아파트), 주택가격, 지역의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신규주택의 수요는 분리되고 다른 하위시장을 형성한다.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는 주택하위시장별로 나눠서 발생해서 주택공급

도 수요에 반응해서 일정하게 발생해야하지만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

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하위시장에 수급불균형이 발생한다.

서울시 수급불균형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택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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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정에 강남과 강북이 불균형 상태였고(장영희, 용해경. 2004),

수도권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수급불균형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났으며, 특히 도심권역이 공급이 과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진미윤, 허재완. 2009). 이러한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거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주택시장별로 다

른 개발환경을 들 수 있다.

신규가용토지가 거의 없는 기성시기지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으로

고밀도 주택을 신규공급한다. 이전에 도시외부였던 도심지의 저밀주택은

변화된 시장상황과 지가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철거되고, 높은 용적률

로 신축되어 재개발이 진행되는데(DiPasquale, Denise Wheaton, William

C.,1995),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도시 내부에 효과적으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노후·불량화한 저밀주거가 고밀주거로 신축

되는 주거순환5)에 기여한다. 즉, 하락한 노후주택의 가치와 상승한 지가

가 재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주택개발사업자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고,

항상 개발이익이 극대화되리라 예측되는 주택시장에 자본을 집중하기 때

문에 공공의 개입 없이 방치하거나 공공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편중된 공

급으로 수급불균형은 발생할 수 있다.

기성시가지인 서울에서도 수급불균형이 존재해서 기반시설과 주택이

낙후된 구도심에 신시가지보다 많은 신규주택이 건설되어야 분화된 주택

시장의 일정한 주택서비스의 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다보니

공공의 입장에서는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후·불량 주택이 많은 구도

심에 사업성을 확보해서라도 노후개선이 필요한 입장에 놓인다.

5) 단, 구도심의 저밀주거가 고밀주거로 노후개선 된다는 것은 도시가 인구, 경

제적 측면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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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노후주택재고와 재개발, 재건축

1절에서 언급한데로 노후개선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서비스의 질을 일

정하게 유지하고 주거지의 노후·불량화를 방지하면서 도시를 정비하려고

정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러한 공공의 개입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

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정책의 개입 없이 주택하위시장에 노후주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신규

건설량이 발생하여 신규주택수요에 적절하게 반응한다면 정책이 개입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구시가지의 기반시설이 요구되는 주거환경과 주거

서비스의 질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면, 기반시설이 개선되기 전에는 수요

에 적합한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의 도심부와 구시가지를 포함하는 기성시가지는 물리적으로

노후한데, 건물 자체만이 아니라 기반시설 차원에서도 미비함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노후에 따른 낮은 수준의 환경조건은

저소득층의 유입을 촉진하거나 중산층 주민을 떠나게 하여 ‘하향적 악순

환과정(down-spiral process)’에 빠뜨릴 가능성이 제시된다(김광중. 2010.

한국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 따라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구도심의 물

리적 노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를 촉

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6)에 근

거하여 실행된다.

해당법을 근거로 진행되는 사업종류는 도시기능을 회복하려고 정비구

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개설하

는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다. 이들은 기

존의 노후·불량화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형태로 주

거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은 대규모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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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 변화

로 낙후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뉴타운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계획규제 및 개발규제를

포함한다(최막중, 2006).

반면, 도시 및 주거지의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개량 및 확

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가로

주택정비사업이 있다. 이들은 신규주택을 건설하기 보다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들은 대수선이하의 노후개선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신축

에 의해서 정비된다.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사업내용을 포함하지만, 그중에서 주거지 정비

와 관련 있는 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주택사업이 있다. 두 사업 모두 기존의 저밀주거지를 멸실하

고 재개발하는 사업의 형태를 뛰고 있지만, 기존의 대규모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정비와 다르게 소규모 필지를 합필하여 사업을 진

행한다. 언급한 정비사업을 정리하면<그림2-2>, 뉴타운 정책해제 전에

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같은 대규모 철거형 정

비사업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뉴타운정책 해제 후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같은 블록단위개조형 정비, 구역존치형정비사업을

위주로 정비한다. 뉴타운정책 해제라는 정책적 변화는 정비방식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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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화를 의도하지만 정책적 패러다임과 제도의 변화가 신규주택건설

량에 어떤 변화로 나타났는지 정량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살펴보는 배경으로 뉴타운정책해제 전후의 주택시장상황과 뉴

타운정책의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뉴타운사업을 포함한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비아파트를 멸실하고 아파트

라는 고밀주거 형태로 대량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뉴타운사업7)은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지구 3곳을 시범뉴타운

지구로 지정하며 시작하였다. 뉴타운사업은 1990년대 후반에 재개발사업

이 소규모로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도로,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절대적으

로 부족해지는 현상을 우려하여 기성시가지를 광역적, 체계적으로 정비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후 2007년 4월까지 2,3차 뉴타운 지구가 추

가로 23개 지구가 지정되면서 사업지구가 늘어났다8).

이후에도 노후화된 주택지역에 차례차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08년까지 사업지구가 크게 늘어났으나 2009년부터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건설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제시되고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

서 모든 지역에서 사업성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0년 당시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문헌을 보면, 재개발사업은 5,6룸의

주택이 과도하게 공급되었고 실수요인 3룸이 지나치게 멸실하였다. 따라

서 고비용 저효율, 자멸 자해적 구조의 개발 방식이고 시장에 대한 오판

과 이도된 음모의 복합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민 절대 다수와 사회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조용석, 2011).

또한, 뉴타운사업과 같이 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재건축, 재개발은 세

입자 등의 거주자가 배제되고, 정비사업 지구 내 자족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으며, 고층아파트가 난립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송으로 인한 사업 올 스톱이 급증하여

행정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조필규, 2013).

정책의 문제점에 제기되는 배경에서 서울시는 개정된 도정법을 기초로

7) 재정비촉진사업을 말한다.

8) 뉴타운에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균형

발전촉진지구는 미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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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30일 ‘뉴타운 수습대책’9)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3년 10월에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를 시작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기 시작했다.

사업진행 초기에 지역주민들이 뉴타운지구지정을 선호하고 정부에서

많은 뉴타운사업지역을 지정하여 급격하게 지구수가 늘어난 반면 사업성

의 위기가 오면서 2013년 출구전략 이후에는 대다수의 뉴타운 지역이 해

제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뉴타운사업 주택건설량도 <그림 2-3>와 같이

2013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는 뉴타운 사업의 진행이 2013년 전

체 78개 지역에서 43개가 해제되고 35개 지역만 추진한 결과가 나타났다

고 볼 수 있다.

구 분 합계
일몰제

(도정법 4조의
31항 1~3호)

조합해산
(도정법
16조의 21항
2호)

추진위해산
(도정법
16조의 21항
1호)

촉진계획
변경
(존치정비
구역 해제)
(도촉법
제12조)

지구
해제 등
(도촉법 제7조

등)

직권해제

토지등
소유자
30%이상
요청

(도정법 4조의
34항 3호)

지정목적
미달성

(도정법 4조의
34항 2호)

합 계 113 3 3 14 28 16 39 10

해제완료 106 1 3 14 25 16 39 8

해제예정 7 2 - - 3 - - 2

<표 2-1> 재정지촉진지구 해체유형별 분류

<그림2-3> 뉴타운사업 주택건설량(인허가)

9) 정식명칭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이고 뉴타운출구전략(1·31대

책)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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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당시의 뉴타운사업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

법』10)의 재정비 촉진지구의 대상구역 요건에서 근거하였다. 재개발, 재

건축사업이 포함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정비가 필요한 지구이며, 면적이 50만

㎡ 이상이다.

반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된 지역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강북지역

이 다수 위치해있고, 추진구역에 비해 사업성이 낮으며 주민부담능력이

떨어진다(장남종. 2013). 즉, 노후·불량한 저밀주택지역을 재개발사업으로

노후개선하다가 기반시설이 여전히 취약한 지역에서 정책해제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이를 대체할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역이 낙후될 수

있다.

<그림 2-4> 뉴타운 추진구역 및 해제구역 위치비교(장남종, 2013)

10)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된 법안으로 뉴타운 사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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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명 사업유형 자치구 구역면적 용도지역 구역지정
고시일

해제이전
사업유형

해제
고시일

-
주거환경
관리사업 중구 44,005 1종일반 - 재개발 -

충신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종로구 60,726 1,2종일반 42,663 재개발 41,445

- 주거환경
관리사업

종로구 13,889 1,2종일반 - 재개발 -

수리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은평구 49,619 1,2종일반 42,656 재건축 41,487

(토정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은평구 36,973 2종일반 - 재건축 41,137

- 주거환경
관리사업 은평구 48,456 1,2종일반 - 재개발 42,173

해오름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양천구 37,551 2종일반 42,950 재건축 41,487

장수마을 지구단위계획 성북구 18,428 1종일반 41,445 재개발 41,396

삼덕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성북구 33,444 1종일반 42,187 재건축 41,305

한천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성북구 23,563 2종일반 42,844 재건축 41,235

(369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성북구 28,000 2종일반 - 재개발 41,305

- 휴먼타운 서대문구 43,560 2,3종일반 40,836 재건축 40,507

(은마루)
주거환경
관리사업 서대문구 34,000 1종일반 - 재건축 41,137

(안전
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서대문구 24,000 1,2종일반 - 재개발 41,137

- 휴먼타운 마포구 82,900 2종일반 40,836 재건축 40,234

(빙수골) 주거환경
관리사업

동작구 25,000 1,2종일반 - 재개발 41,711

- 주거환경
관리사업 노원구 49,319 2종일반 - 재건축 41,837

- 지구단위계획 구로구 30,996 2,3종일반 41,529 재건축 40,787

한뜻모아
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로구 43,400 2종일반 42,894 재개발 41,578

양지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강북구 22,080 2종일반 42,285 재건축 41,578

인수봉
숲길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강북구 40,446 1종일반 42,894 재건축 42,173

재개발, 재건축사업 해제 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면적

자치구 중구 종로구 은평구 양천구 성북구 서대문구

해제면적 44,005 74,615 135,048 37,551 103,435 101,560

자치구 마포구 동작구 노원구 구로구 강북구 -

해제면적 82,900 25,000 49,319 74,396 62,526 -

<표 2-2> 주거환경관리사업 중 기존 재개발, 재건축사업 해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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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해제한 지역들이다. 해당 자치구는 중구, 종로구, 은평구, 양천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노원구, 구로구, 강북구로 대부분 강북

지역이고 구도심에 위치해 있다..

뉴타운정책 해제 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 및 면적은 감소하였지

만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지역은 감소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사업지구와

사업면적을 산정하면 <그림 2-5>와 같다. 재개발사업 지구수와 면적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사업성이 있는 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전후의 차이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감소했

지만 재건축사업지역 및 면적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림 2-5>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사업 지구수 및 면적

재건축사업은 기존 노후아파트를 멸실하고 더 높은 밀도로 신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반시설연동제에 의해서 주변의 기반시설을 추가로

공급하기도 하지만 이미 아파트신축이 가능한 사업부지가 조성되어있다.

재건축 규제의 요소로 재건축시점, 점유형태규제, 주택규모 규제 등이 있

다(최막중. 2006).

자세히 보면, 재건축사업 요건으로는 내구연한이 최소 20년11)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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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되어야하고,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12)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동반돼야한다. 노후·불량화되지 않은 주

택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해당 규제에 대한 근거가 되는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재건축을 자

원의 낭비라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사유제산제가 보장하는 개인의 권

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건축시점에 대한 공공의 개입은

집단적 의사결정의 규칙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역할이 있다는데 정당성이

있고, 이에 대한 기준을 현재 건축물의 경과년수와 안전진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최막중, 2006).

구분

준공년도
5층 이상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

1981.12.31이전 20년 20년

1982 22년 21년

1983 24년 22년

1984 26년 23년

1985 28년 24년

1986

30년

25년

1987 26년

1988 27년

1989 28년

1990 29년

1991.1.1이후 30년

<표 2-3>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서울시 도정법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기준으로 노후·불

량건축물을 준공된 후20년이상이 지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구조적안전성 등에 대한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 18 -

현재 서울시의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경과연수기준은 <표 2-3>과

같다. 준공년도와 5층 이상 여부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구

조안전진단이 추가적인 요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해당연도에 해당규

모로 지어진 아파트가 노후·불량화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건축 경과연수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사용연수 30년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2017년 8·2부동산대책으로 정부는 서울시 전 구역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이후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강

화했다. 해당정책의 취지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유도에

있다. 따라서 초과이익환수,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조정,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등의 규제도 동시에 적용되었다.

규제의 정당성과 정책의 근본적 취지를 고려하면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거주자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건축을 포함한 아파트신규건설이 발생돼

야 한다. 그렇다면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아파트가 재건축돼 더 많

은 자본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야 수급불균형에 의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건설량을 포함한 자치구

의 아파트 신규주택건설량이 자치구의 아파트 노후도와 비교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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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신규주택공급 특성

제 1 절 주택유형별 신규주택건설량 특성

주택하위시장의 규모를 통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신규주택건설량이 발

생하는지를 비교하려고 지역의 신규주택건설량(인허가량)을 지역의 주택

재고량으로 나누어 비율을 비교하였다.

‘서울시 주택건설현황’ 자료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의 25개 자치구별 주택건설량(인허가량)을 집계한 자료이다.

그중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인

허가량을 합쳐서 비아파트 신규주택건설량으로 산정하고, 모든 주택건설

량을 합쳐 주택전체의 신규주택건설량을 산정했다. 그리고 주택전체, 아

파트, 비아파트의 2007년에서 2016년의 서울시 신규주택건설량의 평균과

각 자치구별로 신규주택건설량의 평균을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시 구별 주택현황 및 보급률’ 자료에서 주택재고량을

‘서울시 주택건설현황’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택전체, 아파트, 비아파트의

자치구별 주택재고량을 산정하고, 2007-2016년의 주택재고량의 평균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앞에 산정한 최근10년(2007-2016년)간의 신규주택건

설량의 평균을 최근10년간 주택재고량평균으로 나누어 ‘주택재고량 대비

신규주택건설량 비율’(이하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을 주택전체, 아파트,

비아파트별로 산정하였다. 또한 자치구별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을 산정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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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체 아파트 비아파트

건설량(호) 742,752 388,905 353,847

재고량평균 2,591,233 1,505,510 1,085,722

재고량 대비 건설량 비율 2.87% 2.58% 3.26%

자치구간 표준편차 1.08% 1.07% 1.49%

<표 3-1> 재고량대비건설량 (최근 10년간 평균 / 2007-2016)

최근 10년(2007-2016년)의 서울시 전체의 ‘주택재고량 대비 신규주택건

설량 비율’(이하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은 2.87%인데, 이는 서울시가 기

성시가지라서 신규가용토지가 거의 없음을 고려하면 적절한 비율이다.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나눠봤을 때 신규주택건설량은 아파트가 더 많지만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은 아파트가 더 낮았다.

최근 10년간 서울시 재개발사업13)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해서 준공

된 아파트는 약 10만호로 아파트재고량의 약 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아파트 재고량의 약 0.7%의 비율이 재개발사업으로 해마다 신규공급되

었다고 해석된다. 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 2.58% 중에 약 0.7%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급되었고,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비아파

트 재고량이 멸실되어서 아파트에 비해서 더 많은 비아파트가 신규공급

되었다.

신규주택공급은 각 주택하위시장에서 일정비율이 편향적이지 않게 발

생해야만 각 주택하위시장에 일정하게 신규주택수요를 충족하고 주거서

비스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신규주택공급의 지역적 편중을

확인하려고 앞에 자치구별로 산정한 최근10년간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

을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다.

13) 공공주도로 이루어진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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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2007-2016년)

<그림 3-2>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의 Hot-spot 분석 (2007-2016년)

<그림 3-1>에서 보이는 주택 재고량대비건설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려고 군집분석을 하였다. 핫스팟분석(Getis-Ord Gi검증)

을 통하여 신규주택건설이 주택유형별로 어떻게 집중되었는지 살펴보면

<그림 3-2>과 같다.

주택 전체로 볼 때는 도심과 북쪽의 도봉구, 노원구로 콜드스팟이 발

생하고 동쪽 외곽에 있는 자치구에 더 많은 핫스팟이 발생한다. 아파트

와 비아파트로 나눠보면 아파트는 서북생활권 근처로 핫스팟이 형성되고

도봉구, 노원구로 콜드스팟이 형성되며, 비아파트는 도심부와 서북생활권

안에 콜드스팟이 형성되고, 강동구, 송파구를 포함하는 동남2생활권에 핫

스팟이 형성된다. 군집분석 결과, 신규주택공급이 시장규모에 비해서 일

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도심권역 및 서북생활권에 아파트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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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아파트재고량 대비 재개발준공비율

<그림 3-4> 아파트재고량 대비 뉴타운사업시행 비율

집중됐고 반면 비아파트 건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 발생했다.

관측된 신규건설량의 집중이 재개발정책과 재개발 정책으로 시행된 아

파트 신규건설량과 아파트 준공량을 비교하려고 아파트 재고량으로 나누

어 자치구별로 살펴봤다.

아파트재고량에 비해 뉴타운정책과 서울시의 재개발정책으로 공급된

아파트 신규건설량의 비율과 아파트재고량에 비해 뉴타운정책으로 시행

된 아파트 신규건설량의 비율을 산정하였다. 그 방법으로 ‘서울시 재정비

촉진사업실적’ 자료에서 최근10년간 뉴타운정책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된 총세대수와 준공된 총세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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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로 합하여 산정하고, 준공된 총세대수에는 뉴타운정책에 의한

재개발세대수가 제외된 ‘서울시 재개발사업 준공량’을 더하였다. 그리고

최근10년간 각 자치구별 아파트재고량의 평균으로 나누어 ‘아파트재고량

대비 재개발준공비율’<그림 3-3>과 ‘아파트재고량 대비 뉴타운사업시행

비율’<그림 3-4>을 산정하였다.

‘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과 ‘아파트재고량 대비 재개발준공비율’

의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두 서북생활권과 도심권에 건설량이 집중

되었다. 즉, 상대적으로 강남지역에 비해 구도심인 서북생활권에 아파트

신규건설량이 집중된 원인은 재개발사업의 아파트 신규건설량이 동일 지

역에 집중됐고 비아파트는 적게 건설됐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주택인허가 시점과 준공 시점은 차이가 있으나, 사업시행

시점과는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과 ‘아

파트재고량 대비 뉴타운 사업시행비율’ 비교했는데, 뉴타운사업으로 최근

10년간 시행된 아파트는 97,271호인데 이는 최근 10년간 아파트건설량인

388,905호의 약 1/4를 차지하는 양이다. 또한, Hot-spot분석 결과 ‘아파트

재고량 대비 재개발준공비율’의 Hot-spot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서북생활

권과 도심권에 아파트 신규건설량이 집중되었다. 요약하면 최근10년간

아파트 신규건설량은 뉴타운정책을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특정지

역에 집중되어서 도심권역과 서북권역에 아파트 신규건설량이 집중되었

다.

아파트 신규건설량과 다르게 비아파트 신규건설량은 서울시 남쪽과 동

쪽이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데, 대부분 한강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자치

구들의 비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높다.

신시가지인 강남지역은 1980년대 강남개발 이후에 아파트를 위주로 개

발되어서 강북에 비해 아파트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비

율을 ‘서울시 구별주택현황 및 보급률’에서 주택재고량에서 아파트재고량

을 주택전체재고량으로 나누어 자치구별로 산정하고, 2007-2016년 아파

트비율의 평균을 산정하면 <표 3-2>와 같다. 생활권으로 보면 동남, 서

남생활권이 아파트비율이 높고, 구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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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자치구 아파트비율 자치구 아파트비율 자치구 아파트비율

서울시 58.21% 강북구 35.40% 금천구 48.75%

종로구 27.07% 도봉구 64.06% 영등포구 67.45%

중구 55.26% 노원구 86.57% 동작구 52.01%

용산구 48.27% 은평구 32.32% 관악구 44.65%

성동구 65.78% 서대문구 44.77% 서초구 72.42%

광진구 38.56% 마포구 52.19% 강남구 77.26%

동대문구 57.86% 양천구 63.13% 송파구 61.59%

중랑구 50.44% 강서구 59.70% 강동구 66.65%

성북구 53.49% 구로구 61.62% - -

<표 3-2> 최근10년(2007-2016년)간 평균아파트비율 및 Hot-spot분석

이런 기반시설의 차이가 건설량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각 자치

구의 아파트재고량을 주택재고량으로 나눈 ‘아파트비율’과 ‘재고량대비건

설량 비율’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분석, 스피어만 상관분석, 산포도

작성으로 살펴보았다<표 3-3>. 여기서 나타난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아파트비율이 낮은 자치구에서 아파트 재고량대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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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량 비율이 높고 비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여

준다.

주택 전체 아파트 비아파트

피어슨 상관관계 -0.1311 -0.2339 0.1655

sig. 0.532 0.260 0.429

스피어만 상관관계 -0.1685 -0.1585 0.2092

<표 3-3> ‘아파트비율’과 ‘재고량 대비 건설량’ 상관관계 (2007-2016년)

따라서 최근 10년간 아파트비율이 낮은 구시가지에는 재개발로 인하여

비아파트보다 아파트건설이 주를 이루어 신규공급된 반면 비아파트는 적

게 신규공급된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정책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

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뉴타운정책 해제 전후로 나누어 재고량대비건설

량 비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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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시기별 신규주택건설량 특성

뉴타운정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집중 시행된 자치구에 최근 10년

간 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높은데, 아파트 신규건설량의 이러

한 특성은 뉴타운사업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이 아파트 신규건설량 발생에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2013년 정부는 뉴타운출구전략으

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민의견을 수렴 후 정비구역 해제

하였다. 진행중인 재개발사업이 완전중단된 건 아니지만 아파트 신규건

설량에 큰 비중을 차지한 뉴타운정책 구역이 변한만큼 신규주택건설량이

차이를 보일 것이다.

분석을 위해 뉴타운정책 해제 전(2007-2012년)과 해제 후(2013-2016

년)의 신규건설량 연평균과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의 평균을 주택유형별

로 산정하였다<표 3-4> 산정방법은 최근10년간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

을 산정한 것과 동일한 방법이지만 주택재고량과 신규주택건설량의 평균

을 2007-2012년과 2013-2016년의 평균으로 각각 산정했다는 차이점만

있다. 주택유형별 정책시기별로 산정한 재고량대비건설량을 비교하고, 자

치구단위로 T-test하여 정책시기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

하였다<표 3-5>

그 결과 주택전체는 뉴타운정책 해제 후 신규주택건설량은 증가했지

만, 자치구 단위로 T-test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아파트는

재개발정책 해제전이 정책 해제후보다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과 건설량

이 높게 발생하고, 자치구단위로 분석한 T-test에서도 이는 유의하게 나

타난다. 비아파트는 뉴타운정책 해제후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과 신규

건설량이 높게 나타나고, T-test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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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정책 해제전
(2007-2012)

정책 해제전
(2013-2016)

정책전후의 자치구간 건설량의 차이
(T-test)

주택전체

건설량
연평균(호)

68,184 83,412
Ha: diff <0 Pr(T<t) = 0.2237
Ha: diff != 0 Pr(|T|>|t|) = 0.4474
Ha: diff >0 Pr(T>t) = 0.7763

재고량대비
건설량비율

2.72% 3.07%

표준편차 1.08% 1.42%

아파트

건설량
연평균(호)

41,369 35,173
Ha: diff <0 Pr(T<t) = 0.9874

Ha: diff != 0 Pr(|T| >|t|) = 0.0251
Ha: diff >0 Pr(T >t) = 0.0126

재고량대비
건설량비율

2.86% 2.21%

표준편차 2.05% 1.54%

비아파트

건설량
연평균(호)

26,815 48,239
Ha: diff <0 Pr(T <t) = 0.0000

Ha: diff != 0 Pr(|T| >|t|) = 0.0000
Ha: diff >0 Pr(T >t) = 1.0000

재고량대비
건설량비율

2.52% 4.30%

표준편차 0.91% 1.55%

자치구

주택 재고량대비건설량 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최근10년
평균

(2007-2016)

뉴타운정책
해제전

(2007-2012)

뉴타운정책
해제후

(2013-2016)

최근10년
평균

(2007-2016)

뉴타운정책
해제전

(2007-2012)

뉴타운정책
해제후

(2013-2016)

최근10년
평균

(2007-2016)

뉴타운정책
해제전

(2007-2012)

뉴타운정책
해제후

(2013-2016)

서울시 2.87% 2.72% 3.07% 2.58% 2.86% 2.20% 3.26% 2.52% 4.30%

종로구 1.55% 1.86% 1.08% 3.17% 4.99% 0.83% 0.95% 0.80% 1.19%

중구 2.01% 2.45% 1.40% 2.34% 3.58% 0.82% 1.61% 1.24% 2.22%

용산구 1.70% 1.82% 1.52% 1.24% 1.43% 0.99% 2.12% 2.17% 2.04%

성동구 1.41% 1.64% 1.07% 1.44% 2.07% 0.63% 1.35% 0.95% 2.11%

광진구 3.92% 3.34% 4.69% 1.84% 2.66% 0.70% 5.23% 3.79% 7.12%

동대문구 4.17% 3.93% 4.48% 5.32% 5.73% 4.81% 2.61% 1.70% 3.99%

중랑구 4.51% 3.65% 5.66% 4.20% 4.31% 4.06% 4.83% 2.98% 7.31%

성북구 3.24% 2.80% 3.85% 3.75% 3.43% 4.19% 2.65% 2.12% 3.43%

강북구 2.52% 2.28% 2.86% 2.32% 3.23% 1.10% 2.63% 1.77% 3.85%

도봉구 1.36% 1.11% 1.71% 0.39% 0.46% 0.28% 3.10% 2.33% 4.15%

노원구 0.84% 0.79% 0.91% 0.56% 0.53% 0.60% 2.68% 2.55% 2.86%

은평구 3.69% 3.65% 3.74% 5.25% 7.32% 3.04% 2.97% 2.19% 4.13%

서대문구 3.59% 4.45% 2.36% 5.29% 8.44% 1.27% 2.24% 1.55% 3.33%

마포구 3.07% 3.58% 2.37% 2.99% 3.83% 1.93% 3.14% 3.32% 2.88%

양천구 1.79% 1.73% 1.87% 0.96% 1.23% 0.57% 3.21% 2.60% 4.06%

강서구 2.68% 2.78% 2.54% 1.91% 2.63% 0.94% 3.82% 3.01% 4.91%

구로구 2.66% 2.94% 2.29% 2.66% 3.59% 1.46% 2.66% 1.93% 3.69%

금천구 3.24% 1.60% 5.45% 2.36% 0.95% 4.35% 4.09% 2.26% 6.46%

영등포구 3.09% 3.73% 2.18% 2.89% 4.19% 1.08% 3.49% 2.79% 4.52%

동작구 3.14% 2.76% 3.64% 3.10% 3.37% 2.75% 3.18% 2.12% 4.64%

관악구 2.23% 1.82% 2.79% 0.99% 1.28% 0.59% 3.22% 2.25% 4.56%

서초구 3.48% 3.38% 3.61% 3.38% 3.65% 3.03% 3.73% 2.69% 5.14%

강남구 2.99% 2.13% 4.16% 2.85% 1.90% 4.18% 3.45% 2.96% 4.11%

송파구 3.22% 2.83% 3.76% 2.25% 1.46% 3.39% 4.78% 5.10% 4.35%

강동구 5.53% 5.51% 5.55% 5.79% 6.44% 4.84% 5.00% 3.53% 6.90%

<표 3-4> 자치구별 주택유형별 재고량대비건설량

<표 3-5> 주택 재고량대비건설량 연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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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정책 해제후 아파트의 신규건설량은 감소, 비아파트의 신규건

설량은 증가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뉴타운정책으로 이뤄진 재개

발사업에서 주거형태가 대다수 아파트이고 뉴타운정책 해제 후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구와 면적이 감소했다 배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파트 신규건설량과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규건설량과 비교하기 위해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을 자치구단위로 산정하여 표시하고, 추가로 핫스

팟분석을 하였다<그림 3-5, 6>. 신규주택건설량의 특징을 정책전후로

보면, 뉴타운정책 해제 전에는 서북생활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재고량대

비건설량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정책 해제 후에는 동남생활권에

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도심권역에 아파트 재

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비아파트는 정책해제 전후 도심

권역에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군집분석 결과 도심권

역에 콜드스팟이 발생한다. 그리고 동남생활권에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

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다.

뉴타운정책 해제와 상관없이 비아파트 신규건설량은 신시가지인 동남

생활권에 집중되고 있다. 주택전체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을 보면 뉴타

운정책 해제 후 중구에 콜드스팟이 형성되는데, 이는 아파트 재고량대비

건설량 비율이 뉴타운정책 해제 후 서북생활권에서 감소한 것이 원인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정책 해제 전 재개발사업이 구도심에 집중됐지만 정책해

제 후 집중되던 효과가 사라졌고, 비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동남생활권에

만 집중 건설돼서,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포함한 신규주택건설량은 도

심권역을 포함한 구도심에 신규주택건설량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봤듯이 비아파트 거주자와 아파트 거주자가 다르고

각자 하위시장으로 나누어져서 아파트 신규건설량이 비아파트 신규건설

량을 대체할 수 없지만, 노후개선이 적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주거서비스

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4장에

서 노후주택재고량 변화 특성과 연결하여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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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재개발정책 전후의 주택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

<그림 3-6> 재개발정책 전후 주택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 Hot-spot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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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아파트재고량 대비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준공주택량비율

아파트재고량 대비
뉴타운사업시행 비율

최근10년
평균

(2007-2016)

뉴타운정책
해제전

(2007-2012)

뉴타운정책
해제후

(2013-2016)

최근10년
평균

(2007-2016)

뉴타운정책
해제전

(2007-2012)

뉴타운정책
해제후

(2013-2016)

서울시 0.70% 0.81% 0.72% 0.65% 0.73% 0.54%

종로구 0.64% 1.13% 0.00% 0.00% 0.00% 0.00%

중구 1.91% 3.46% 0.00% 0.00% 0.00% 0.00%

용산구 0.44% 0.78% 0.00% 0.00% 0.00% 0.00%

성동구 2.97% 2.26% 5.91% 0.84% 1.50% 0.00%

광진구 0.00% 0.00% 0.00% 0.00% 0.00% 0.00%

동대문구 1.31% 1.24% 1.40% 2.79% 3.28% 2.18%

중랑구 0.11% 0.00% 0.25% 0.23% 0.00% 0.53%

성북구 1.71% 2.48% 0.69% 2.53% 1.25% 4.25%

강북구 1.55% 2.71% 0.00% 0.58% 1.01% 0.00%

도봉구 0.05% 0.00% 0.11% 0.00% 0.00% 0.00%

노원구 0.00% 0.00% 0.00% 0.11% 0.00% 0.27%

은평구 6.59% 11.76% 1.09% 1.26% 0.58% 1.99%

서대문구 2.77% 2.43% 5.19% 5.09% 9.08% 0.00%

마포구 2.04% 0.61% 4.10% 1.62% 1.87% 1.30%

양천구 0.29% 0.08% 0.71% 0.80% 1.35% 0.00%

강서구 0.00% 0.00% 0.00% 0.06% 0.11% 0.00%

구로구 0.22% 0.40% 0.00% 0.00% 0.00% 0.00%

금천구 0.00% 0.00% 0.00% 0.00% 0.00% 0.00%

영등포구 0.35% 0.10% 0.70% 1.43% 2.28% 0.24%

동작구 0.70% 1.08% 1.02% 1.14% 0.30% 2.24%

관악구 0.76% 1.31% 0.00% 0.00% 0.00% 0.00%

서초구 0.00% 0.00% 0.00% 0.00% 0.00% 0.00%

강남구 0.00% 0.00% 0.00% 0.00% 0.00% 0.00%

송파구 0.00% 0.00% 0.00% 0.28% 0.19% 0.42%

강동구 0.00% 0.00% 0.00% 0.03% 0.00% 0.06%

표준편차 1.45% 2.38% 1.63% 1.21% 1.92% 1.06%

Hot-spot
분석

<표 3-6> 아파트재고량 대비 재개발아파트 준공량 비율

및 아파트재고량 대비 뉴타운사업시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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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제 전후로 나타난 아파트 신규건설량 변화특성이 뉴타운정책을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파트재고량 대비 뉴타운사업시행

비율’을 비교해봤다. 비교를 위해 ‘아파트재고량 대비 뉴타운사업시행비

율’을 뉴타운 정책 해제 전후로 나누어 최근10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

정하였다<표 3-6>. 그리고 Hot-spot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자치구 정책해제전
(2007-2012년)

정책해제후
(2013-2016년)

자치구 정책해제전
(2007-2012년)

정책해제후
(2013-2016년)

서울시 57.64% 58.73% 서대문구 42.16% 47.26%

종로구 25.44% 28.66% 마포구 50.09% 54.09%

중구 51.47% 58.82% 양천구 63.34% 62.94%

용산구 46.96% 49.49% 강서구 59.67% 59.72%

성동구 61.28% 70.20% 구로구 60.59% 62.55%

광진구 39.36% 37.84% 금천구 49.84% 47.77%

동대문구 55.44% 60.03% 영등포구 66.93% 67.94%

중랑구 50.05% 50.78% 동작구 51.04% 52.87%

성북구 52.12% 54.76% 관악구 44.61% 44.69%

강북구 34.61% 36.12% 서초구 72.10% 72.71%

도봉구 65.05% 63.10% 강남구 77.67% 76.89%

노원구 86.87% 86.27% 송파구 62.28% 60.95%

은평구 28.52% 35.69% 강동구 67.82% 65.57%

<표 3-7> 뉴타운정책 해제 전후의 자치구별 평균 아파트비율

결과를 살펴보면 ‘아파트재고량 대비 재개발준공량 비율’과 ‘아파트재

고량 대비 뉴타운사업시행 비율’ 모두 뉴타운정책 해제 전에는 도심권역

및 서북권역에 신규건설량 비율이 집중되다가 해제 후 변한다.

다음으로 아파트비율과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의 상관관계를 뉴타운정책

해제 전후로 나누어 살펴봤다<그림 3-7>. 이를 위하여 최근10년간 아파트

비율을 산정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뉴타운정책 해제 전후(2007-2012년,

2013-2016년)의 평균 아파트비율을 산정하고 앞에 산정한 뉴타운정책 전후

의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과 비교하였다. 산정된 뉴타운정책해제 전후의 아

파트비율은 <표 3-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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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0년의 아파트비율과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의 상관관계 결과와 뉴타

운정책 해제전의 분석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정책해제 전 아파트비율

과 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아파트비율과 비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

율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

타난다.

해석하면, 뉴타운정책 해제 전에는 비아파트 비율이 높은 구도심에 신시가

지보다 더 높은 비율로 아파트 신규건설량이 발생했고, 비아파트 신규건설량

은 적게 발생했다. 그러나 뉴타운정책 해제 후에는 이러한 상관관계는 사라

졌다.

<그림 3-7> ‘아파트비율’과 ‘재고량 대비 건설량 비율’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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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노후주택 재고 특성

제 1 절 주택유형별 노후주택재고량 특성

앞장의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로 일정한 규모의 주택하위시장에서 신

규주택건설량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살펴봤는데, 재개발정책 전후로 신규

주택건설량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신규주택건설

량도 주택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해당 지역의 노후주택이 얼마나 존

재하는지에 따라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봤듯이 각 자치구의 주택하위시장이 분할되어

있다면, 노후주택의 많은 주택하위시장에 더 많은 신규주택이 공급되어

야 상대적으로 쇠퇴한 지역의 주거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즉, 주택

하위시장별로 특정 하위시장에 노후화 되어서 신규수요에 맞게 개선되어

야하는 주택이 더 많다면 해당지역에는 더 많은 주택공급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유형별로 지역별로 노후주택재고량을 살펴봄으로 어떤

주택하위시장이 급격히 노후화되었거나 급격히 노후화되고 있는지 특징

을 이해할 수 있다.

5년 단위인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해당연도에서 이전연도의 재고량

을 빼서 서울시 주택재고량 변화를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나누어 살펴봤

다<그림 4-1>.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단위로 이루어져서 5년 전에 비해

재고량이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했는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아파트의 공급은 2000년까지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1980년에서 2000년대까지 다수의 아파트가

공급된 것을 말해준다. 비아파트의 재고변화량은 2000년대까지 아파트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1995-2000년, 2005-2010년에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해당시기에 비아파트가 멸실되고 아파트로 신축되는 재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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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주택재고량 변화

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효과이다. 그리고 2010-2015년의

재고변화량에서 다시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증가한다.

아파트재고량은 비아파트재고량보다 1980년대부터 증가 추세가 꾸준

해서 상대적으로 비아파트보다 신규주택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재고량

이 비아파트보다 많이 증가하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어 총재고량에서

아파트비율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기성시가지에 지가의 가치가 상승하면

서 더 높은 밀도로 재개발되는 것이 토지의 이용에 효율적이라는 관점에

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주택의 노후개선 관점으로 주택재고량을 분석하려고 1980년에서 2015

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사용연수가 30년 이상인 주택 비율’

(이하 노후주택비율)을 주거유형별로 살펴봤다<그림 4-2>. 즉,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서 각 주택유형별로 자치구, 생활권별로 사용연수가 30년

이상인 주택재고량의 수를 산정하고, 전체 주택재고량으로 나누어서 노

후주택비율을 산정하였다14)<표 4-1>. 서울시 전체의 결과를 보면, 아파

14) 단, 2005년 주택총조사 자료는 사용연수가 30년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 않

고 25-35년으로 나눠져 있어서, 25년-35년 사용연수인 주택을 2로 나누어서 사

용연수가 1-25년된 주택수와 더해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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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아파트, 비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의 변화

권역 자치구 구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도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비율(%) 27.13% 17.96% 18.14% 18.29% 25.07%

수(호수) 28,016 19,049 21,321 24,225 38,038

동북1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비율(%) 7.53% 5.15% 7.38% 8.42% 12.24%

수(호수) 13,957 12,523 21,672 25,898 43,976

동북2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비율(%) 5.61% 5.22% 5.40% 5.46% 8.71%

수(호수) 14,057 19,869 24,036 25,817 44,336

서북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비율(%) 8.91% 6.99% 8.75% 8.01% 10.72%

수(호수) 15,609 15,878 23,829 23,526 37,448

서남1 양천구, 강서구
비율(%) 0.99% 0.63% 1.83% 1.76% 4.85%

수(호수) 1,240 1,302 4,550 4,775 15,178

서남2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비율(%) 5.01% 3.52% 6.67% 8.61% 15.65%

수(호수) 7,035 6,440 15,085 20,498 42,452

서남3 동작구, 관악구
비율(%) 3.99% 5.30% 5.93% 6.40% 10.57%

수(호수) 4,528 8,034 11,228 12,761 24,377

동남1 서초구, 강남구
비율(%) 0.27% 0.15% 7.13% 11.51% 24.77%

수(호수) 444 303 15,999 29,105 74,819

동남2 송파구, 강동구
비율(%) 0.32% 0.90% 2.57% 3.57% 17.20%

수(호수) 564 1,931 5,778 9,951 52,789

<표 4-1> 생활권별 연도별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노후주택비율

트 노후주택비율은 미미하다가 200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면서 2015년에는 10%를 넘게 된다. 반면 비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은

1980년대부터 일정비율을 유지하다가 기성시가지의 특성을 반영하듯이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 2015년에 그 비율이 급격히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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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

결과를 종합하면, 과거 비아파트에 비해 신규주택이었던 아파트의 노

후주택비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지금은 이전과 달리 아파

트가 압도적으로 신규주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아파트재고량이

최근 10-30년 내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음을 근거로 이는 지속될 현상으

로 보인다.

노후주택비율은 각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자치구별로 살펴보기

전에 9개 생활권역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노후주택비율을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4-2>와 같이 나타난다.

자치
구

유형 주택전체 아파트 비아파트

년 1990 2000 2005 2010 2015 1990 2000 2005 2010 2015 1990 2000 2005 2010 2015

서울시 0.06 0.04 0.06 0.07 0.13 0.00 0.00 0.03 0.04 0.10 0.09 0.09 0.11 0.12 0.18

종로구 0.33 0.23 0.19 0.18 0.26 0.01 0.10 0.13 0.06 0.10 0.39 0.27 0.20 0.22 0.23

중구 0.33 0.16 0.16 0.14 0.17 0.02 0.05 0.07 0.06 0.08 0.38 0.23 0.23 0.23 0.24

용산구 0.19 0.15 0.19 0.21 0.29 0.01 0.02 0.14 0.20 0.25 0.27 0.23 0.23 0.21 0.22

성동구 0.07 0.06 0.06 0.07 0.10 0.00 0.00 0.01 0.01 0.03 0.09 0.11 0.13 0.17 0.16

광진구 - 0.01 0.05 0.07 0.11 - 0.00 0.02 0.03 0.06 - 0.02 0.08 0.10 0.06

동대문구 0.12 0.11 0.12 0.12 0.18 0.00 0.00 0.03 0.03 0.04 0.15 0.17 0.21 0.22 0.22

중랑구 0.02 0.02 0.06 0.08 0.10 0.00 0.00 0.00 0.00 0.01 0.02 0.04 0.11 0.15 0.08

성북구 0.17 0.15 0.12 0.11 0.16 0.05 0.01 0.01 0.01 0.02 0.17 0.20 0.20 0.21 0.24

강북구 - 0.07 0.08 0.09 0.12 - 0.00 0.00 0.00 0.00 - 0.08 0.12 0.14 0.13

도봉구 0.02 0.02 0.02 0.03 0.05 0.00 0.00 0.00 0.00 0.00 0.03 0.04 0.07 0.00 0.05

노원구 0.01 0.02 0.02 0.02 0.04 0.00 0.00 0.00 0.00 0.02 0.03 0.11 0.14 0.16 0.12

은평구 0.03 0.05 0.08 0.06 0.08 0.00 0.00 0.00 0.00 0.00 0.03 0.06 0.09 0.09 0.06

서대문구 0.10 0.08 0.10 0.11 0.15 0.00 0.04 0.03 0.04 0.05 0.12 0.10 0.14 0.17 0.14

마포구 0.14 0.08 0.09 0.08 0.10 0.00 0.01 0.01 0.01 0.01 0.17 0.12 0.15 0.15 0.11

양천구 0.00 0.00 0.01 0.02 0.06 0.00 0.00 0.00 0.00 0.03 0.01 0.01 0.03 0.00 0.01

강서구 0.02 0.01 0.02 0.02 0.04 0.00 0.00 0.01 0.00 0.01 0.03 0.02 0.04 0.04 0.02

구로구 0.02 0.03 0.04 0.04 0.10 0.00 0.00 0.00 0.01 0.03 0.03 0.05 0.08 0.09 0.07

금천구 - 0.01 0.05 0.05 0.16 - 0.00 0.04 0.01 0.10 - 0.01 0.06 0.10 0.03

영등포구 0.09 0.06 0.11 0.16 0.23 0.00 0.00 0.08 0.15 0.21 0.16 0.15 0.16 0.18 0.16

동작구 0.07 0.07 0.06 0.06 0.09 0.00 0.00 0.01 0.01 0.01 0.09 0.11 0.12 0.13 0.11

관악구 0.01 0.04 0.06 0.06 0.12 0.00 0.00 0.02 0.02 0.05 0.02 0.06 0.08 0.10 0.07

서초구 0.00 0.00 0.11 0.17 0.22 0.00 0.00 0.14 0.21 0.26 0.01 0.01 0.04 0.06 0.01

강남구 0.00 0.00 0.05 0.07 0.27 0.00 0.00 0.05 0.08 0.34 0.01 0.01 0.02 0.03 0.00

송파구 0.00 0.01 0.03 0.05 0.13 0.00 0.00 0.05 0.07 0.19 0.00 0.02 0.02 0.02 0.01

강동구 0.01 0.01 0.01 0.01 0.23 0.00 0.00 0.00 0.00 0.31 0.01 0.03 0.03 0.04 0.02

표준편차 0.10 0.06 0.05 0.05 0.07 0.01 0.02 0.04 0.06 0.10 0.12 0.08 0.07 0.07 0.08

<표4-2> 자치구별 연도별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노후주택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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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생활권별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노후주택비율의 차이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은 2010년까지 도심권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낮은

비율을 보이다가 2015년에 도심부(16.66%), 서남2생활권(11.02%), 동남생

활권(동남1 : 30.34%, 동남2 : 23.97%)로 일부 생활권에 아파트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진다. 반면 비아파트의 노후주택비율은 생활권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동남생활권은 일정하게 2%이하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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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동남생활권 집중적으로 높은 것과 연결하여

해석하면, 동남생활권에 비아파트의 멸실 및 신축에 의한 노후개선이 활

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동남생활권에서는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비아파트의 노후주택비율보다 2010년 이후에 더 높아졌고, 더 이상 아파

트가 비아파트에 비해 신규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이다.

동남생활권에서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노후주택비율이 높아지는 현

상은 서울시 주택재고량변화<표 4-3>에서 살펴봤듯이 1980년대 이후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신축하고 사용연수가 30년이 지나서 나타난 효과이

다. 80년대 강남개발에 시작된 신시가지개발과 시기 및 장소가 일치한다.

그리고 추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일시에 공급되는데

동남생활권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도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된 시기의

차이를 보인다.

권역 아파트비율
30년 이상

아파트비율

20년 이상

아파트비율

도심부 46.20% 16.66% 23.80%

동북1생활권 54.77% 3.07% 19.25%

동북2생활권 64.55% 1.31% 47.73%

서북생활권 45.36% 1.86% 14.83%

서남1생활권 61.42% 1.70% 43.17%

서남2생활권 61.64% 11.02% 28.19%

서남3생활권 48.10% 3.17% 25.96%

동남1생활권 74.92% 30.34% 49.26%

동남2생활권 61.78% 23.97% 41.42%

<표 4-4> 2015년 권역별 아파트비율 및 노후 아파트 비율

<표 4-4>을 통해서 2015년 기준으로 생활권별로 20년, 30년 이상 경

과된 아파트비율을 살펴보면 동북2생활권과 서남1생활권이 사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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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사이에 재고량 비율이 약 4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

것은 10년 동안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속도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면 동남생활권과 같이 급속하게 노후주택비율이 증가한다

는 것을 말해준다. 재건축 사업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용연수 30년이 노

후화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노후도가 비

아파트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의미가 있다.

주택재고량을 사용연수별로 살펴보면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발

이 이루어졌고 현재 노후화된 주택의 멸실 및 노후개선이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2015년의 서울시 주택재고량을 사용연수별

로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다. 비아파트와 아파트 모두 30년이 지나

면 총량이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비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노

후주택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그림 4-3> 사용연수별 재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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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아파트는 사용연수가 20-30년(20년 이상이고 30년 미만)인 주

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아파트는 10년-20년 사용한 주

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것은 주택이 각각 1985-1995년과

1995-2005년에 준공된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995-2005년에

1985-1995년보다 아파트의 신규건설량은 증가하는 반면 비아파트의 신

규건설량은 감소하였고, 이는 시기상 재개발에 의해서 신규주택공급이

원인이다.

이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그림 4-4>의 결과가 나타난다.

앞에서 재고량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본 것을 한시기의 재고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생활권들로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이는 과거 집중적으로 주택이 건설된 시기와 방식에 따라서 나누

어진다. 나누어진 생활권들은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주택하위시장으로 구분되겠지만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노후주택비율이 변

화하는 추세가 유사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유사한

주택하위시장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그림 4-4> 권역별 주택 사용연수(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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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살펴보면 도심권과 동남생활권은 기존에도 노후아파트가 많이

존재하지만 비아파트에서 재고량이 차이를 보인다. 동북2, 서남1생활권은

20-30년에 가장 높은 비율의 주택재고량이 존재해서 1985-1995년에 집

중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동북1, 서북, 서남1·3생

활권은 재개발에 의해서 1995-2005년에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어졌

고 아직 아파트가 비교적 신규주택임을 알 수 있다.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동북2생활권과 서

남1생활권의 사용연수를 살펴보면<그림 4-5>, 동남2생활권은 도봉구와

노원구가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서남1생활권은 강서구,

양천구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동남생활권에서도 서초구, 강

동구는 10년 내 추가적으로 노후주택비율이 급증할 수 있다<그림 4-6>.

사용연수 30년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은 30년이 지났다고

재건축이 꼭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건축 경과

연수가 서울의 경우 현재 30년 이상부터라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재건

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들은 노후주택으로써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장

기적인 노후개선 대책이 요구된다.

2015년 주택사용연수 자료가 10년 단위로 산정되어서 사용연수를 가

중평균15)하여<표 4-5> 각 자치구의 평균사용연수를 구했다. 그리고 이

것을 지도에 등급화하여 표시하는데 Natural break(Jenk)16)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Hot-spot분석을 하여 <그림 4-7>와 같이 나타났다.

15) 사용연수 가중평균은 0-10년은 5년으로, 10-20년은 15년으로, 50년이상은

55년으로 평균값을 구하여 각 주택수와 곱하고 전체 주택수로 나누어서 구하였

다.

16) 단계구분법 중 하나로 같은 등급내 전체 값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편차

는 최소화되고, 각등급간의 분산은 극대화된다(Jenks, George F., 1967). 자치구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고 유사한 자치구끼리 묶어서 보기위해 Natrual

break(Jenk)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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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자치구별 주택 사용연수(2015년)

<그림 4-6> 동남생활권 아파트사용연수(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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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아파트 비아파트 자치구 아파트 비아파트

서울시 17.31 20.93 서대문구 14.63 23.14

종로구 15.93 26.80 마포구 13.33 21.48

중구 14.24 26.40 양천구 18.34 19.39

용산구 19.33 26.00 강서구 16.90 16.52

성동구 14.51 25.32 구로구 15.22 21.62

광진구 17.01 18.47 금천구 17.13 20.07

동대문구 12.96 27.17 영등포구 19.93 24.33

중랑구 15.15 20.82 동작구 15.67 20.93

성북구 12.51 26.03 관악구 16.12 21.08

강북구 15.84 22.05 서초구 19.10 18.45

도봉구 20.60 19.67 강남구 21.52 17.12

노원구 21.46 21.62 송파구 17.54 16.42

은평구 10.26 19.45 강동구 19.26 17.69

<표 4-5> 사용연수의 가중평균(2015년)

<그림 4-7> 사용연수의 가중평균(2015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파트 사용연수의 가중평균(이하 평균사용연수)

동남생활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와 동북2생활권 중 도봉, 노원구, 그

리고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가 높게 나타난다. 서북생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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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은 뉴타운정책 사업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으로 10

년 내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신규공급되어서 평균사용연수가 낮게 나타

난다. 도심권역도 낮게 나타나는데, 최근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아파트 신

규주택건설량이 낮게 나타난 도봉, 노원구를 제외한 강북지역은 모두 평

균사용연수가 강남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것은 노원, 도봉구를 제

외한 강북지역은 10년 전에 아파트17)재고량이 적었는데, 이후 재개발사

업에 의해서 아파트가 신규건설되어 나타나는 특징이다.

비아파트의 사용연수는 도심생활권, 동북1생활권 중 동대문, 성동구가

높게 나타나고, 동북생활권은 평균사용연수가 낮게 나타난다. 이것은 3장

에서 살펴본 비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의 특징과 연결해서 보면,

비아파트 신규건설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발생해서 도심권역을 중심

으로 서울시 중심부의 비아파트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었다는 결

론에 도달한다.

17) 2007년의 아파트비율을 비교해보면 강남지역과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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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시기별 노후주택재고량 특성

1절의 연구결과들을 신규주택공급 특성과 비교하면 비아파트 노후주택

비율은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과 관련돼 보이지만, 아파트는 급격히 노

후주택비율이 높아진 생활권역에서만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다. 따라서 개량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노후주택비율과 재고량

대비건설량 비율이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분석은 일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자

치구에 더 많은 노후개선이 일어나야 하고, 이것은 하우징 서비스 수준

및 기반시설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각 자치구의 노후주택비율에 반응하여 신규주택건설이 주택유형별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분석하려고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과 노후주택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주택유형별로 뉴타운정책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노후주택비율이 5년마다 조사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해야하

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서 2010년의 각 자치구 노후주택비율과 최근10

년(2007-2016년), 재개발정책 해제 전(2007-2012년)의 재고량대비건설량

자료와 상관관계를 분석했고, 2015년의 각 자치구 노후주택비율과 재개

발정책 해제 후(2013-2016년)의 재고량대비건설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했다.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표 4-6>와 같다.

년도 최근10년
(2007-2016)

정책해제 전
(2007-2012)

정책해제 후
(2013-2016)

주택전체
r -0.0682 0.0795 0.1349

sig. 0.75 0.71 0.52

아파트
r -0.0225 -0.0229 0.3481

sig. 0.91 0.91 0.08

비아파트
r -0.6473 -0.6393 -0.6469

sig. 0.00 0.00 0.00

<표 4-6> ‘노후주택비율’과 ‘재고량 대비 건설량’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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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살펴보면, 주택전체와 아파트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최근10년과 뉴타운정책 해제 전

에 관한 상관관계분석은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대부분 너무 낮아서 상

관관계를 살펴보는 의미가 적다.

반면, 비아파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는데 뉴타운정책 해제 전보다 후가 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형

성한다. 이는 오히려 비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자치구에 시장규모

에 비해서 더 적은 신규건설량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고 이

러한 경향은 뉴타운정책의 해제와 상관없이 지속적 유지되고 오히려 해

제 후에 뚜렷해진 양상을 보인다.

[2007-12년 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과

2010년 아파트 노후주택비율]

[2013-16년 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과

2015년 아파트 노후주택비율]

r= -0.0229 (Sig. = 0.91) r= 0.3481 (Sig. = 0.08)

<그림 4-8> 아파트 노후주택비율‘과 ’재고량 대비 건설량‘ 상관관계

위의 상관관계를 산포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4-8>과 같이

나타난다. ‘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과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의 상관관

계는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뉴타운정책 해제 전(07-12년 재고량

대비건설량과 10년 노후주택비율의 상관관계, <그림 4-8>)에는 대부분

의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용산구, 서초구, 영등포구는 노

후주택비율이 높음에도 더 많은 신규건설량이 발생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뉴타운정책 해제 후(13-16년 재고량대비건설량과 15년 노후주택

비율의 상관관계)에는 동남생활권(송파, 서초, 강남, 강동구)의 노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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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2년 건설량과 2010년 노후주택비율]

[2013-2016년 건설량과 2015년 노후주택비율]

<그림 4-9> ‘노후주택비율’과 ‘재고량 대비 건설량’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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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아진 동시에 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도 높아졌지만, 영

등포구, 용산구는 노후주택비율이 높음에도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은 낮

다. 따라서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자치구에 더 많은 신규주택건설

량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자치구에만 아파트가 노후화

됨에 따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

한 편중된 신규건설량의 발생은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

는 시기에서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어서 비아파트 노후주택비율과 비아파트의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의

산포도<그림 4-9>를 살펴보면,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높은 부분에

아파트비율이 높은 자치구가 모여 있다. 그리고 뉴타운정책 해제전의 산

포도에서 집중된 자치구들은 동남생활권과 서남1생활권으로 서울시 내에

서 상대적으로 신시가지로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기반시설이 양

호한 신시가지에는 비아파트건설이 시장규모에 비해 높은 비율로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시가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비아파트 신규건설량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뉴타운

정책 해제 전후가 비슷하게 강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상관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비아파트에서만

노후주택비율과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음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파트 노후주택비율과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은 특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지만 최근에 동남생활권에 노후주택비율이 높아진

것에만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반응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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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1980년에서 2015년까지의 5년 단위로 주택재고량과 노

후주택비율(30년 이상 주택의 비율)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택재고량 대비

건설량 비율과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했다. 그리고 최근 10년(2007-2016

년)간 주택재고량 대비 신규주택건설량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주택

유형별, 지역별로 분석하고, 뉴타운정책 전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규주택건설량 변화 특징으로는 2007-2016년의 재고량대비건

설량 비율이 비아파트가 아파트보다 높았다. 군집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아파트는 도심권과 서북 생활권에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집중됐고,

비아파트는 동남생활권에 집중됐고, 도심권과 서북2생활권에 낮은 재고

량대비건설량 비율이 발생했다.

둘째, 뉴타운정책 해제전후로 시기를 나누어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을

군집분석한 결과 다음의 특징이 나타난다. 비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은 정책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도심권과 서북2생활권에 콜드스팟이

나타난다. 아파트는 뉴타운 정책 해제 전에는 도심권과 서북2생활권에

핫스팟이 나타나지만 뉴타운정책 해제 후에는 도심권인 중구에 콜드스팟

이 나타나고 강남구와 중랑구에만 핫스팟이 나타난다.

셋째, 1980년대 이후로 주택재고량은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반면 비아파트는 1995-200년 사이, 2005-2010년 사이에 감소

했다. 그리고 노후주택비율이 비아파트가 아파트보다 높은 경향은 지속

됐지만, 최근 아파트의 노후주택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아파트노후주택

비율의 급증은 동남생활권에서 발생했고, 아파트가 과거 집중건설된 시

기에 반응해 동남생활권에서 서북1, 동북2생활권으로, 그리고 나머지 생

활권 순으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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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2015년 주택 사용연수평균을 보면, 아파트는 동남생활권과 동북

2생활권 중 도봉, 노원구 그리고 용산, 양천, 영등포, 강서구가 높고, 최

근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진 도심권역과 서북생활권에서는 낮다. 비아파트

는 도심에 위치한 강북의 자치구들이 사용연수가 높고, 동남생활권은 낮

다.

다섯째, 노후주택재고량과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비아파트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의 상관관계

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책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비아파트의 노후

주택재고량과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의 상관관계는 뉴타운정책 해제전후

모두 음의 상관관계였다. 그러나 비아파트의 노후주택재고량과 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은 뉴타운정책 해제 전에는 양의 상관관계, 정책

해제 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요약된 결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신규주택건설량 및 노후주택재고량의

변화 특성 및 시사점은 재개발로 구도심에 집중건설되던 아파트가 뉴타

운정책 해제 후 재건축으로 신도심에만 집중건설되었다. 따라서 장기적

으로 체계적인 재개발, 재건축 정책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비아파트는 정책과 관계없이 노후된 구시가지에 적게 신규건설

되었고, 그 결과 구시가지의 비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높아져서 구시가

지 노후개선이 절실해졌다.

시사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규주택건설 변화 특성

으로 최근 10년간 비아파트가 아파트보다 높은 비율로 멸실 및 신규건설

되었다.

지역별로 특성을 보면, 아파트는 도심권, 서북생활권에 재개발사업으로

집중 공급되었고, 비아파트는 동남생활권에 신축으로 집중 공급되었다.

정책해제 전후로 나누어보면, 뉴타운정책 해제 전에는 2007-2016년과

마찬가지로 서북생활권, 도심권역에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집중되었

는데, 이것은 뉴타운정책을 포함한 재개발정책 시행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뉴타운정책 해제 후 노후 비아파트가 많은 구시가지에 비아파트

를 멸실하고 아파트로 신축하여 비아파트의 노후주택비율을 감소시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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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사라지고, 노후주택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동남생활권에서만 편

향적으로 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높아진다. 뉴타운정책은 아파

트 신규주택공급에 있어서 아파트비율이 낮은 구시가지에 아파트를 공급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아파트가 노후된 구도심을 노후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뉴타운정책해제 후 이러한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비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은 뉴타운정책 해제와 상관없이 구도

심에 낮게 동남생활권에 높게 나타나는데, 비아파트의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자치구에 더 적은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발생하는 상관분석 결

과와 연결된다. 즉, 자치구의 비아파트가 노후될수록 신규건설량이 주택

에서 지리적으로 중심지에 위치한 자치구(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에 비아파트의 평균사용연수가 다른 자치구보다 높아

졌다. 분석 결과는 공공이 뉴타운사업 대신 도시재생사업으로, 비아파트

를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대신 비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노후개선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가졌지만, 비아파트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만큼 공공이 의도한 결과가 나

타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뉴타운정책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정

책적 패러다임과 재개발사방식의 변화를 추진했지만, 아직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나 소규모개발사업과 같은 뉴타운대안사업은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도 상대적으로 비아파트가 노후된 자치구들은 진행중인 도

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하향적 악순환

과정에 빠지거나 주거지가 양극화될 가능성이 제시된다. 그러므로 노후

주택 정비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결합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을 포함한 노후개선대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다음으로 노후주택재고를 통하여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에 아

파트는 비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신규주택이었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비

아파트보다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더 이상 단

순히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모든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신규주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는 1980년대 아파트가 각 지역에 단기간에 집중공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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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통해 살펴볼 있다.

즉, 주거서비스 질의 하락에 대응하여 신규주택공급이 발생하고 노후

주택이 개선된다는 도시경제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현재 뉴타운정책

해제 후 동남생활권에 급격한 아파트 신규건설량의 증가는 높아진 동남

생활권의 노후아파트비율18)에 대한 자연스러운 시장반응으로 볼 수 있

다.

이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남생활권의 급증한 재건축물량이 노

후아파트비율이 급증한 것이 원인이고, 이에 따라 다량의 신규아파트 건

설이 발생함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90년대에도 아파트가 단기에 집중공급된 지역이 있어서 추

후 해당 지역의 노후주택개선 수요도 일시에 발생할 수 있다. 즉, 노후아

파트 비율이 과거 단기간에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의 순서대로 높아진다

면, 동남생활권에서 서북1과 동북2생활권, 그리고 나머지 생활권 순으로

노후아파트비율이 일시에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자치구가 재건축가능한 아파트재고량 증가에 비례하게 신규주택건설량이

발생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노후주택비율과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의 산포도를 보면 동남생

활권은 노후주택비율이 급증해서 재고량대비건설량 비율이 급증했지만,

용산구, 영등포구는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높음에도 신규건설량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비아파트 신규건설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것처럼 아파트 신규건설도 유사하게 편중돼 발생할

수 있다.

18) 재건축에 대한 경과연수가 30년이 본 연구에서 노후도를 보기 위하여 설정

한 30년 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의 물량이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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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제언과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재개발, 재건축정책과 관련되어 주거서비스의 질을 유지하

는 데 필요한 신규주택공급량 변화와 노후주택재고량 변화가 어떻게 나

타났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본 점에서 기존연구인 서울시 주택수급균형,

뉴타운정책, 재건축 규제와 관련된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그리고 군

집분석과 상관분석으로 서울시 신규주택공급 및 노후주택재고 변화 특성

을 밝혀내고, 재개발, 재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변화 특성을 보면, 재개발로 구도심에 집중건설되던 아파트가 뉴타운

정책 해제 후 재건축으로 신도심에만 집중건설되었는데, 아파트 노후주

택비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비아파트는 뉴타운정책과 관계

없이 노후된 구시가지에 적은 비율로 신규건설돼 구시가지의 비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높아졌다. 이를 근거로 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재개발, 재건축 정책 필요하게 되었다. 동

남생활권에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의 급격히 증가는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민감한 아파트 신규주택건설량 증가로 이어졌지만, 해당지역은 비아파트

또한 신규건설량이 집중될 정도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지역

은 오히려 아파트 노후화개선을 위한 다른 접근방법이 요구되어질 수 있

다. 따라서 아파트 노후주택비율이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개발

압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시가지 노후주택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뉴타운

정책 해제 후 재개발사업의 대안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소규모 재개발사

업 등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단, 본연구의 분석시기 중 뉴타운정책

해제 후가 2013-2016년, 즉 4년간이라서 변화된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

서 일시적으로 노후주택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뉴타운지구가 급격하게 해제된 만큼 이를 대체하여 노후주택

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모델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정책적 노

력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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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신규주택공급 및 노후주택재고 변화를 분석하여 특

성을 도출하려고 기초통계량 비교, 군집분석, 상관분석을 했지만, 통계자

료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우선 분석한 신규주택공급 및 노후주택재고자료는 자치구단위로 구성

되어 있는데, 자치구가 25개라서 고급통계분석을 할 수 없고 주택하위시

장이 자치구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계를 가진다. 추후 장기적으로 노후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동단위로 주택

유형별로 데이터를 구축해 주택노후화에 대응한 신규주택수요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주택의 노후화를 측정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포함

한 소규모 주택개량은 인허가량에 포함되지 않아서 반영할 수 없었다.

소규모 주택개량은 주택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주거환

경관리사업으로 소규모주택개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노후주택개

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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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ing characteristics of new

housing supply and deteriorated

existing housing in Seoul

Yeon, Je-seu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overnment’s housing policy is executed to increase necessary

housing stock or maintain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ervices. Therefore, the way housing policy are implemented has

changed. The Seoul redevelopment policy, the Newtown

redevelopment project, was also executed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but government canceled the district of the Newtown

project and change the paradigm and execution way of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The policy change can cause changes in the supply of new

housing. Seoul needs to acquire land by destroying the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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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s to supply new housing. This is because the city of Seoul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existing urban areas that can supply

new housing only through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lso, the change in supply of new housing can cause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and influences the deteriorated housing

stock.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change in deteriorated housing

stock and new housing construction in Seoul by housing type and

region. Next, through the analysis the study derive implication for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olicy.

As a research method, ‘the ratio of new housing construction

volume to the housing stock volume(below construction ratio)’ in

Seoul City in 2007-2016 was calculated by the residential type

(apartment and non-apartment) by policy period (last 10 years, before

and after Exit of the New Town policy) and conducted by the cluster

analysis. Next, ‘the construction ratio’ was compared with ‘the ratio

of the Newtown project development volume to the housing stock’

and conducted with apartment ratio.

By using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data, 'aged housing

ratio' in 1980-2015 was calcula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type

of housing by policy period,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Additionally, the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ion ratio' and 'old-age

housing ratio' was analyzed.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struction ratio of non-apartments have been higher

than the construction ratio of apartments during the last 10 years.

Second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partments

have been concentrated on the Western life zone in Seoul by the

redevelopment projects in recent decades.

Third, before the Newtown policy was cancelled, th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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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had been concentrated in the Northwestern and Central life zone

due to the Newtown redevelopment project. However, the construction

ratio was concentrated only in the Southeastern life zone after the

Newtown Exit policy.

By the Newtown policy which provided apartment in old town, the

deteriorated housing had been improved in the old town but this

effect was disappeared after the Newtown Exit policy.

Fourth, the construction ratio of non-apartment is higher in new

urban areas, lower in old towns, regardless of Newtown policies. This

result is related to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 that autonomous

districts where high construction ratio of non-apartment generated

has low deteriorated housing ratio.

In other words, autonomous districts(Jung-gu, Jongno-gu,

Yongsan-gu, Seongbuk-gu, Dongdaemun-gu, Seongdong-gu) which

has more deteriorated non-apartments has lower construction ratio.

Consequently, the average housing service life has been higher in

autonomous districts where has more deteriorated non-apartm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government has a policy

will to improve the deteriorated housings by reconstruction from the

non-apartment to the non-apartment instead of redeveloping the

non-apartment as an urban renewal project instead of the Newtown

project. However, As the correlation is consistent, the public’s policy

does not work well as they intended.

In other words, government have tried to change the policy

paradigm and the redevelopment project method considering the

problems of the Newtown policy. However, the Newtown alternative

project such as Urban Block Renewal project and the small scale

redevelopment project is not worked properly yet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old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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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old housing stock, the

apartments were relatively new houses rather than the

non-apartments in the past, but now the apartments have more

deteriorated housing ratio than non-apartments, It can not be said

that it is relatively new housing in the area. This is because

apartments in the 1980s were concentrated on each area in a short

period.

In other words, from the viewpoint of urban economics that new

housing supply will occur and the deteriorated housing will be

improved in response to the decline in quality of housing service, the

rapid increase in new apartment construction volume in the

Southeastern life zone can be seen as a natural market reaction to

the high deteriorated apartment ratio.

This implicates that the rapid increase in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volume in the Southeastern life zone was caused the

high deteriorated apartment ratio.

Likewise, there are autonomous districts where apartments were

concentrated in the short-term in the 1990s. Hence, demand for the

improvement of the deteriorated housing in the area may occur at a

later date.

In other words, if the deteriorated apartment ratio rises in the order

of the apartments supplied in the past in the short term, the ratio

will suddenly increase in the order of Southeast Zone, Northwest 1

and Northeast 2 life zone, and other life zones.

However, it can not be guaranteed that all the autonomous districts

will generate new housing construction as respond to increase in

redevelopable apartments.

In the scatter plot of the deteriorated housing ratio and the

construction ratio, the construction ratio in the Southeastern lif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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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because the deteriorated housing ratio increased, but

Yongsan-gu and Yeongdeungpo-gu did not have high construction

ratio even if they had high deteriorated housing ratio.

As non-apartment new construction is concentrated in districts

which has the favorable infrastructures, new apartment construction

can be similarly biased.

The conclu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new housing

supply and deteriorated housing stock in Seoul are that new

construction of apartment had been concentrated on the old town area

by the reconstruction projects before the Newtown policy Exit but

concentrate on the new town after. the policy Exit. Therefore,

systematic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olicies become

necessary in the long run.

In addition, non-apartments were newly constructed consistently in

old towns regardless of policy. As a result, the deteriorated housing

ratio of non-apartments in the old towns became higher,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in the limits of statistical data. The analysis of new housing

supply and housing stock data is composed of autonomous district

units, which have only 25 sample so they can not perform advanced

statistical analysis. Also, housing sub-markets can be formed in

smaller units than autonomous districts.

In addition, in measuring the deterioration of housing, it was not

possible to reflect the improvement of small-scale housing

development volume including remodeling.

The housing renovation has limits to improve the quality of

housing service in the long term but it is necessary to include in the

analysis. This is because i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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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ly carried out, they also can be the alternative against housing

deterioration shor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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