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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 28시 3군에 대해 공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여부를 확인ㆍ비교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도시계획학은 행정학으로부터 파생된 분야이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도시 문제 해결을 협력적 거버넌스와 연계시켜 봄으로써 향후

도시 정책 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종속변수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반영할 수

있는 지가 변동률을 사용한다. 독립변수로는 인구 변화율, 고령 인구

비율, 자가 소유 비율, 농가 인구 수, 노후 주택 비율, 빈 집 비율, 1인

가구 비율 등을 활용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선행하도록

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 및

선형 회귀분석 등을 활용한다.

독립변수에 대해서 2010년-2019년까지 경기도 28개 3개군

행정구역 각 단위별로 7개의 독립 변수 및 종속 변수에 대해 계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경기도 외곽에 노후주택 및 빈집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직관적인

통찰을 얻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 28시 3군에 대해 다음 7개의 연구가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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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검증하였다. 총 인구 변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고령 인구 비율이 감소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주택의 자가

소유 비율이 증가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농가 인구 수가 감소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빈 집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분석 결과, 가설 1, 2의 경우 연구 가설과 반대로 총 인구 변화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라고 나타났다. 나머지 연구 가설의 경우

채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지역에 일어나게 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경기도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에 있어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젠트리피케이션, 경기도, 도시계획, 인구이동, 발생요인

학  번 : 2018-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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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1년 이후 서울 내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외국인을 포함한 서울 전체 인구 또한 매년 10만명씩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1000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던 도시인 서울은 2016년 1000만 인구가 붕괴된 후 2021년

현재 960만명 정도로서 950만명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에서 서울 외곽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으로 이주하는 30·40대의

인구 이동의 영향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 동안 서울 위주로 연구되어 왔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또한 경기도로 확산되어 둥지 내몰림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1960년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슈가

되었던 성남시 뿐만 아니라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등의 구도심으로

서울에 거주하던 고소득 중산층인 30대, 40대 들이 이주하고 구도심에

살던 원주민들은 구도심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경기권 외곽이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COVID-19는 수도권과 대한민국과

세계를 뒤바꿔 놓았다. 2020년 2월 말부터 국내에서 COVID-19의

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매출 감소를 지난 1년 반 동안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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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이 장사를 포기하고 가게를 비우는 공실률 또한 최대로

폭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명동 이태원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던

지역일수록 더욱 심하다. 이와 반대로, 주요 상권의 건물주들은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경기 부양 등을 위한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건물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부동산학 이론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은 금리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의

경우에는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현금 동원

능력 및 자금 능력이 풍부한 사업가들이 더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코로나가 지역 상권마다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①

젠트리피케이션은 통념적으로 상업지역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에서도 일어난다. 주거지역의 경우 코로나 이후 지난 1년 반 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폭등한 반면에 빌라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경향이 존재한다. 서울의 인구 또한 2016년 1천만명이 무너진 후 한 해

10만명 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의 30대·40대의 중산층 인구가

서울 내의 비싼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울 빌라의 경우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 그러나 30대·40대 중산층의 경우

소득 수준이 더 높고 넓고 쾌적한 환경을 가진 주거 여건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서울 빌라 대신에 주거환경이 더 좋은 경기도의

                                           
① 코로나로 인해 양극화가 사회 많은 영역에서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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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2010년대 이후 젠트리피케이션이 각 시도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됨으로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들 또한 입법되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의

‘지역공동체 상호협력과 지속가능발전 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② 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방 입법을 하고자 한다고 한다.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지정을 통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물리적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지가 또는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공동체가

해체 되고 원 거주민이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 역시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가 수반되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공공정책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정책의

시도와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 부작용인 ‘비자발적 이주(displacement)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특히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빈번하다.

                                           
②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지역상권법’으로 입법화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2018298070405, 

뉴스1 기사, 2021, 7. 20, 검색일(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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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에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과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역 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의 신설과 개별 정책 수단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다양한 정책 수단과 제도 개선이 시도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 개선의 한계와 운영상 과제에 대한 평가는 미진한 상황이다.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적용상의 한계와 개별 정책 수단의 실제적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적 수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

수준이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진희(2017)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 부작용은 지역 여건에 따라 양상이 다르며

복합적으로 법 제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개별 정책 개선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용도지역지구제 등 도시계획 제도들과 젠트리피케이션 또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2020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차 3법 또한 임대료 상

승률을 제한하고 2년 후 2년 간 더 재계약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임

차인에게 보장함으로써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개발할 수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1

종 근린생활시설, 상업지역 등 용도에 따라서 제한받고 있다. 그리고 주

민 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이 어

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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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행정학 논문으로써 가지는 역할과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경기도 28시 3군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에 대해서 분석해 볼 것이다.

본 연구의 전체 연구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다.

세부과제 1은 경기도 시·군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의 현황 및 수준을

분석하고 기술통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세부과제 2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계량분석을 시행하

는 것이다.

도시계획학은 행정학에서 파생된 분야이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

된 도시계획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 참여를 연계시켜볼 수 있는

사례 및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을 일으키는 독립변수에 대해서 2010년-

2019년까지의 각 시·군 행정구역 단위별로 시계열 변화를 시각화 하기

위해 GIS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본다.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들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직관적인 통찰을 얻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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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서울의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간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공간적 범위

는 경기도 28시 3군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시군 단위로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경기도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읍

면동 단위의 미시적인 스케일에서 발생 및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

기도는 인구 1,300만명 이상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인구를 가진 지방

자치단체이고 경기도의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

인 연구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시군구 단

위가 차선이라고 보았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양적분석방법을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접근법, 그리고 연구 동향의 변화에 대해

확인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외와 국내 문헌

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해외 문헌은 개념과 연구 동향에, 국내 문

헌은 정의와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양적 분석 방법으로는 SPSS 등을 활용한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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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회귀분석, 다변수 중회귀분석 등을 활용하려고 한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회귀분석 전에 상관분석을 선행한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선형 회귀분석과 다변수 회귀

분석을 사용한다. 연구 데이터로는 한국부동산원, 국가공간정보포털, 공

공데이터포털, 국가통계포털 등 통계기관 자료들을 활용한다. 통계 자료

를 활용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통계 자료는

시각화하여 지도로 표현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인구 변화율, 노령 인구 비율 변화, 주택 자가 소유율,

농가 인구 수, 1인 가구 수 변화, 노후 주택 비율 변화, 빈 집 비율 변화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데이터를 바

탕으로 기본적으로 분석하되, 데이터가 결측치인 경우 다른 대안을 찾아

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종속변수로는 임대료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지가 변동률을 사용한다. 독립변수에 대해서 2010년-2019년까지의 각

시군 행정구역 단위별로 시계열 변화를 시각화 하기 위해 GIS 분석 프

로그램을 활용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직

관적인 통찰을 얻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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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젠트리피케이션 정의 및 개념

   

1.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 개념 및 유형

(1) 정의

해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영국의 노동자 계층 지구의 변화를

서술하기 위해 영국의 사회학자 Glass(1964)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노동자 계층의

근린지구가 중산층의 근린지구로 대체되면서 원주민이 비자발적으로

이주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이후 사회적 ·

학문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으며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박재희·김태형(2020)에 따르면 Freeman(2005)은 ‘중심도시(central 

city)에 위치하고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며 이전에 투자 중단을 경험했던

지역에 상류층 또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단이 유입되고 지역의 투자가

증가되는 현상’이라 하였으며, Davidson and Lees(2005)는‘고소득 집단의

유입 및 자본의 재투자로 인해 사회적으로 개선되고 조경이 변화하며

저소득 집단의 이주가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등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기존의 정의를 종합해서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하여 네 가지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노후된 주택이 밀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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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에서 발생하고, 건축물의 부동산

가치 상승. 물리적 개선 등 ‘개선(upgrading)’이 이루어진다. 또한 저소득

가구 또는 사회적 계층이 낮은 집단이‘이주(displacement)’ 하게 되며,  

지역 이미지, 사회적 구조 등 ‘지역의 환경 변화’가 발생한다.

<표 2-1>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 종합 : 박재희·김태형(2020) 참조

저자 재구성

해외 연구는 Smith와 Ley의 모델을 주로 사용한다.  Smith(1979)는

구분 Glass(1964) Freeman(2005)
Davidson

and Lees(2005)

낙후

된

지역

낙후된 주택
저소득 가구 거주 /

투자 중단 경험

개선

건축물의 물리적

개선 / 부동산 가

격 증가

투자 증가 자본 재투자

이주

저소득 가구 또는

낮은 사회적 지위

집단의 이주

저소득 집단의 직접

적 또는 간접적 이

주

지역

환경

변화

사회구조 변화(높

은 사회적 지위로

변화)

지역구조 변화(상

업적 공급패턴, 공

공장소의 질, 지역

이미지 변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단

또는 상류층의 유입

고소득 집단에 의한

사회적 개선

조경의 변화

중심

도시
중심도시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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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수익을 위한 자본의 이동이라고 주장하며 발생

원인을‘지대 격차 이론(rent-gap theory)’을 통해 설명하였다.

지대 격차 이론은 그 토지가 최고 및 최적으로 이용될 때의 가격인

잠재적 지대 (potential ground rent) 개념과 현재 토지가격인 자본화된

지대(capitalized ground rent)를 기반으로 한다.

<그림 2-1> 도시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지대 변화(시카고) : 

Ley(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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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 사이클 : Ley(1986) 참조

Ley(1986)는 4차 산업 종사자 비율과 대학 교육 비율을 활용한 사회적

지위 지수를 산출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도시 특성, 주택시장 특성, 경제적 특성 등 4가지

특성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도시 특성과 경제적 특성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비교적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 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또한 기존 해외에서 연구된 젠트리피케이션은 Global North라

일컬어지는 선진국의 쇠퇴한 구도심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차이가 존재한다. 즉, 서구 젠트리피케이션의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현상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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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이진희(2017)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의가 추가되기 시작하였다.

진선미(2019)에 따르면 농촌 젠트리피케이션(Rural gentrification)과

같은 농촌 인구 유출과 마을의 소멸, 농업에서 서비스업 등으로

전환하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새로운 개발 사업에 원인이 있는 신규

개발 젠트리피케이션(new-build gentrification) 그리고 상위 계층의

유입이 기존의 젠트리 계층을 대체해 버리는 슈퍼

젠트리피케이션(super gentrification)과 같은 개념들이 파생되기

시작하였다.

유 형 내 용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residential gentrification)

- 자본과 고학력 고소득 인구의

유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원주민은 근린지구에서

유출시키는 문제가 발생

문화·예술

젠트리피케이션(art-led 

gentrification)

- 지역의 문화 예술적 특성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동기가

되어 외부 자본과 인구가 유입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초기 지역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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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의 상승으로

문화예술인이 지역에서

이탈하면서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

상업

젠트리피케이션(commercial 

gentrification)

- 임대료가 낮은 지역에 장소성

마케팅으로 명소화가 되면서

상업화됨

- 외부 자본의 유입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지역 내 영세상인과의

갈등 발생

농촌 젠트리피케이션(rural 

gentrification)

- 마을의 소멸 및 농촌 인구의

유출 등 비 도시지역에서

나타나는 농촌 공동화 현상과

연관

슈퍼 젠트리피케이션(super 

gentrification)

- 기존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끌었던 젠트리 계층보다 더

상위계층이 기존 계층을

대체하는 현상

<표 2-2> 젠트리피케이션 유형 : 이진희(2017) 참조 후 저자 재구성

2.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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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서충원(2019)에 따르면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연구는

시기적으로 크게 초기, 성숙기, 후기의 3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시기를 거치며 학문적인 정의, 주체, 원인 등이 변화하였다. 초기의

연구는 용어의 사용과 개념 정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숙기의

연구는 현상에 대한 접근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는 공급 측면의 접근(Smith, 1979), 수요 측면의

접근(Ley, 1986), 통합적 측면의 접근(Hamnett, 1991), 그리고 정치적

측면의 접근(Hackworth and Smith, 2001)이 있다. 후기의 연구는

발생지역, 지역별 특징, 주체,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며 변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다루고 있다.

높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빈곤층들의 빈자리를 대신할 좀

더 부유한 계층의 눈에 띄는 증가는 주거지역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라 판단 가능하다.

Voorhees(2015)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특성을 초기, 중기, 

그리고 완성기로 정의하여 단계별 발달 과정을 구분하였다. 먼저 발생

초기는 도시 내 일부 낙후된 근린지구를 도심으로 젠트리화(gentrified) 

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초기 단계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로 도심에 근접한 근린 지구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근린지구 내 부동산 수요에 따른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아서 젠트리화 영향으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차별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중기의 특성은 본격적으로 젠트리화가

시작된 근린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치와 임대료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단계이다. 외부 자본의 활발한 투자, 부동산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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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인프라의 개선 등 근린지구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고 레스토랑과

신규 부티크 매장 등 다양한 상업 활동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부동산 개발 이후 성장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중산층 유입의

증가로 소득, 인종, 사회적 계층 등 거주자들의 특성 변화에 따른

근린지구의 주거 특성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완성기 단계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배적인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관한 특성 연구 중 근린지구는 소수의

저소득층만이 거주하며 사회 ･ 경제적 특성 및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역

내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은 초기 문제

인식 단계에서 최종 균형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근린 지구 발달

단계 또는 재건 주기로 설명된다. 각 발달 유형과 단계별 특성 중

근린지구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무버, 즉 새로 유입되는

중산층의 경제 사회적 변수와 그들의 문화적 특성이다.

3.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특성

윤윤채·박진아(2016)에 따르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근린의

소상점들이 부티크나 고급 레스토랑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임대료와 방문객의 증가는 지역성을 변화시킨다(Zukin et al., 2009). 

최근에는 뉴욕뿐 만 아니라 리스와 에든버러(Doucet, 2009), 프라하(Marieke, 

2014), 암스테르담(Kloosterman, et al.,1999), 도쿄, 베를린, 상하이(Zukin et al., 

2015) 같은 세계 대도시들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새로운 형태로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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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새로운 소매 상점의 증가, 향상된

근린의 이미지, 상점의 다양성 증가, 새로운 직업 제공, 지역 경제 강화 과

같은 긍정적 평가와(Doucet, 2009; Marieke, 2014), 높아진 상품가격, 다른

취향의 물품, 주민 변화로 인한 장소성 변화와 같은 부정적 평가가

존재한다(Zukin et al., 2009; Zukin and Braslow, 2011; Zukin et al., 2015; Slater, 

2006). 또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업종 변화를 수반하는데(Lees et al., 

2013),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식료품점, 세탁소와 같은

소규모 상점이 없어지고 체인점, 레스토랑, 부티크 등이 근린에

들어온다.(Zukin and Kosta, 2004; Zukin

et al., 2009).

이와 관련하여 Hagemans et al.(2015)은 암스테르담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인 Utrechtsestraat를 살핀 연구에서 지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많은 수의 카페와 음식점이 급속도로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1960년대 말 10%대 초반에 불과하던 레스토랑, 카페, 바의 비율은

1980년대 30%까지 증가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Ernst(2011) 역시

암스테르담의 술집(pub)과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젠트리피케이션 초기 5년 동안 레스토랑과

술집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Benediktsson E al. (2016)은

뉴욕 브루클린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민영화(체인점화)와

동질화(업종 다양성 감소)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주민의

소득이나 교육수준, 독신가구의 비율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동질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지역의 식료품점, 미용실, 세탁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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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식음업종 위주의 상점들이 증가함을 밝혔다.

제 3 절 젠트리피케이션 선행 연구 검토

1. 서울 젠트리피케이션 선행 연구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국내 연구는 Ley(1986)의 모델을 보완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김걸(2007)은 종속 변수로서 사회적 지위 측면을 고려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위 지수를

산출해서 인구학적 특성, 주택시장 특성, 후기산업도시 특성, 제도적

특성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의 높은

4차 산업 고용자수, 가족규모 감소, 지방세 수입 증가 등과 관련이 있어

해외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허자연·정창무(2015)는 상업 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관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발생요인과 그 과정을 경리단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오창화·김영호(2016)은 종속변수로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사회적

지위와 지가 변화의 평균으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 평균 연령 변화,

총 인구 변화, 소규모 가구비율 변화, 아파트 가구 수 변화, 자가

점유비율 변화, 지방세 징수액을 사용하였다.

한지훈(2017)은 젠트리피케이션 지수 모형을 구축하여 종속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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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았으며 독립변수를 인구통계학적 특성, 주택시장 특성, 토지이용 특성, 

상업 특성으로 구분하여 중회귀분석을 통해 각 세부변수의 변화율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0-2015년에는 주거시설 연면적 대비

상업시설 연면적의 비율, 문화시설 연면적 비율의 변화율, 4차 산업 종사자

변화율, 아파트 비율 변화율이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세 징수의

변화율, 단독주택비율 변화율이 부(-)의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기훈(2018)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주거지역의 변화 특성과 입지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구와 그렇지 않은 구로 설정한 후 건축물

용도지역, 용도, 접근성, 수용, 도로 구조, 업종별 변화의 독립변수로 삼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연면적 비율이 높고

근린생활시설이 많은 주거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고속도로  지하철

입구와 대학교와 인구 집중시설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였다. 

주거지역 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집계구의 도로 특성은

도로 면적이 작으며, 도로 길이가 길고, 도로망 네트워크의 부분 통합도

값이 크고, 3지 교차로가 많은 집계구에서 발생하였다.

박재희·김태형(2020)은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영향요인 및

발생지역의 입지 특성에서 다음과 같은 변수를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인구밀도, 평균 가구원수, 평균 연령, 4년제 대학

이상 비율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주택 특성은 다세대 주택 비율과 단독

주택 비율 변수를 설정하였다. 경제적 특성은 4차 산업 종사자 비율과

평균 공시지가 변수를 사용하였고, 사회적 다양성은 연령 다양성,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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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가구 다양성, 토지이용 혼합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심슨 지수를 사용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김종성(2020)은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지수 분석에서

오창화·김영호 (2016)가 2000-2009년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2010-2019년까지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달리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서울 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는 도혜원(2017)의 연구가 있다. 도혜원(2017)은 서울시 내 서

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특성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서촌 메인 가로의

평균 공시지가로 삼았으며, 독립변수를 인구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지역 자산 특성으로 구분하여 중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 순 이동, 도소매 업체 수, 종사자 수, 예술

및 여가 관련 업체 수, 주민단체 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과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김상일·허자연(2015)는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상업가로의

젠트리피케이션 실태를 현장 조사와 정량적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송지은·이용우(2016)는 정량적 자료를 활용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실태 조사와 공간 분석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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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도시 계획적 수단을 통한 대응,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새협약 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연진 외(2016)는 문화예술분야 젠트리피케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고, 라도삼 외(2016)은

서울시 문화 지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전국·경기도 젠트리피케이션 선행 연구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선행 연구는 성남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조현수 외(2015)는

성남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선행 연구는

박근송(2020)의 전국 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 분석이 존재한다. 수도권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으로

‘개업 음식점 면적 차’와 ‘2종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유의미한 요인임을

도출해냈으며, 비수도권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으로 ‘영업 음식점

수 차’와 ‘평균 지하층수’가 유의미한 요인임을 분석하였고,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분석 범위를 확대 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 4 절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에 대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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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Smith(1979), Ley(1987), 김걸(2007) 등이 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 중 서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경기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10건 이하의 극 소수의

검색 결과만 나온다. 조현수 외(2015)가 성남시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시점에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본 연구의 차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독립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주택 비율, 빈 집 비율 등의 기존에 선행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추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속변수인 지가변동률과의

상관 및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술지 논문 및 학위 논문

중에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연구한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연구가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시작된 것을 봤을 때, 2021년인 지금 15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경기도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다양한

연구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고, 향후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 전망된다.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세부과제 1

1. 연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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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된 주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에 대해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교통,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다. 연

구문제에서 세부과제 1은 경기도 시군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의 현황

및 수준을 분석 및 시각화하고 기술통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의 출처

연구데이터로서는 국가통계포털 등 통계기관 자료들을 활용한다. 통

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양적분석방법을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접근법, 그리고 연구 동향의 변화에 대해

확인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는 해외

와 국내 문헌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해외 문헌은 개념과 연구 동

향에, 국내 문헌은 정의와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양적 분석

방법으로는 국가통계포털-e지방 지표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

하였다.

제 2 절 세부과제 2

1. 연구 문제

세부과제 2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계량분석을 시

행하는 것이다. 계량분석은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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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 저자 작성

2. 연구의 분석틀

<그림 3-2> 연구 모형 :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분석 모형은 각 변수별로 사용한

일반선형 회귀모형이다.

   � = ���� + �� � = ���� + �� � = ���� + �� � = ���� + ��

연구문제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 분석

세부과제2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원인 분석

• 계량분석 시행

<독립 변수>

인구 변화율

고령인구 비율

자가 소유 비율

농가 인구 수

노후 주택 비율

빈 집 비율

1인 가구 비율

<종속 변수>

지가 변동률

<통제 변수>

자동차 등록대수

대학 졸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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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x1 : 인구 변화율)(x2 : 고령인구 비율)(x3 : 주택의 자가 소유율)

(x4 : 농가 인구 수)(x5 : 노후 주택 비율)(x6 : 빈 집 비율) (x7 : 1인

가구 비율) (y : 지가 변동률(공통))

3. 연구 방법 및 자료의 출처

연구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석, 다변수 중회귀분

석 등을 활용하려고 한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으

므로 회귀분석 전에 상관분석을 선행한다. 연구데이터로서는 한국부동산

원,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공데이터포털, 국가통계포털 등 통계기관 자료

들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의 객관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통계 자료는 시각화하여 지도로 표현하

고자 한다.

독립변수에 대해서 2010년-2019년까지의 각 시군 행정구역

단위별로 데이터 변화를 확인해 보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들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직관적인 통찰을 얻어본다.

제 3 절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독립변수의 수에 맞춰서 가설 1부터 가설 7까지

설정한다. 종속변수인 지가 변화율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 등의 데이터를 통해 경기도 2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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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행정구역 단위로 측정한다. 

가설 1의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걸(2007) 및 오창화(2017)는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중산층의

전입과 원 거주민의 퇴거라는 인구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근린은 총 인구의 변화를 겪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구 변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가설 1. 인구 변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

어난 지역이다.

가설 2의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Ley(1986)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 20-35세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오창화(2017)는 젊은 중산층의 이주로 평균 연령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평균 연령은

젠트리파이어인 젊은 중산층의 이주로서 낮아지며, 평균 연령 변화는

젠트리피케이션 변화를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지역 내 고령 인구

비율의 감소는 지역 내 고령이 아닌 인구 비율의 증가 및 평균 연령의

감소를 의미한다. 고령 인구 비율이 감소한 지역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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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히 일어난 지역이다.

가설 2. 고령 인구 비율이 감소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

게 일어난 지역이다.

가설 3의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택의 자가 소유비율 변화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하여 변화한 근

린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준다. 중산층일수록 주택의 자

가 소유율이 높다. 따라서 주택의 자가 소유 비율이 증가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가설 3. 주택의 자가 소유 비율이 증가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가설 4의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경제 성장으로 서비스업에 근무하게

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농촌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

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의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를 나타내는

농가인구 수의 감소가 클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

다.

가설 4. 농가 인구 수가 감소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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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지역이다.

가설 5의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후 주택 비율은 30년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 수에서 얼마나 차지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후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어

려운 고령층이나 1인 가구가 많이 살게 된다. 따라서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가설 5.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가설 6의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빈 집은 공가를 의미한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주택의 노

후 등으로 인해 빈 집이 생기게 되면, 빈 집에 이전에 살고 있었던 원주

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따라서 빈 집 비율이 높은 지역일

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가설 6. 빈 집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

어난 지역이다.

가설 7 의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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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의 가구의 규모는 작아진다.

Ley(1986)은 1인 가구와 같이 작고, 자녀가 없는 가구가 기성 시가지

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젠트리피케이

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가설 7. 1인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그림 3-3> 독립변수 7가지 도식화 : 저자 작성

제 4 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1. 독립변수

독립

변수

고령 인

구 비율

자가 소

유 비율

농가 인

구 수

노후 주

택 비율

빈 집

비율

1인 가

구 비율

인구변

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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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로는 총 인구 변화(인구 변화율), 고령 인구 비율 변화, 자

가점유 비율 변화, 농가 인구 수, 노후 주택 비율, 빈 집 비율, 1인 가구

비율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데이터

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분석하되, 데이터가 결측치인 경우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독립 변수명 변수 설명

인구 변화율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중산층의 전입과 원

거주민의 퇴거라는 인구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근린은 총

인구의 변화를 겪는다. 인구 변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고령 인구 비율

평균 연령은 젊은 중산층의 이주로서 변화할

수 있으며, 평균 연령 변화는 젠트리피케이션

변화를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고령

인구 비율 감소는 평균 연령 하락을

의미한다. 고령 인구 비율이 감소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자가 점유 비율 자가 점유 비율 변화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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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변화한 근린 거주민의 사회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준다. 중산층의 경우 자가 소유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진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하여 자가 점유의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 주택의 자가 소유

비율이 증가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농가 인구 수

기존의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경제

성장으로 서비스업에 근무하게 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농촌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의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를

나타내는 농가인구 수의 감소가 클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한 지역이다

노후 주택 비율

노후 주택 비율은 30년 이상 주택이 전체 주

택 수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

표이다. 노후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

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1인 가구가 많이 살게

된다. 따라서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일

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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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 비율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주택의 노

후 등으로 인해 빈 집이 생기게 되면, 빈

집에 이전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1인 가구 비율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의 가구의

규모는 작아진다. Ley(1986)은 1인 가구와

같이 작고, 자녀가 없는 가구가 기성

시가지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1인

가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표 3-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 설명 : 저자 작성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할 종속변수로는 김걸(2007), 

오창화·김영호(2017), 도혜원(2017)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설명하는 지가 변동률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하여 투기 자본이 증가하면,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상승된 지가로 인하여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상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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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로 인하여 기존의 상점이 상업적인 용도로 변경되면서 원주민들의

전출을 발생시켰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는 지가 상승이 중요한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가 상승을 나타내는 지가 변동률

데이터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임대료 상승률 및 원주민 전출 비율이 조절 역할을 한다.

<그림 3-4>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 : 저자 작성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4년제 대학 졸업자

수 등이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중산층을 나타낼 수 있으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 중 본 연구의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통제 변수명 변수 설명

자동차 등록대수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중산층을 나타낼 수 있

는 지표이다.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한 지

역일 수록 중산층이 일어난 지역이고 젠트리피케이

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지가 상승 임대료 상승
원주민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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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자 수

대학 졸업자 수 또한 중산층을 나타낼 수 있는 지

표이다. 4년제 대학 졸업자 수가 증가한 지역일 수

록 중산층이 증가한 지역이고 젠트리피케이션이 활

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표 3-2>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 변수 설명 : 저자 작성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1. 경기도 인구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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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경기도 인구 증가율(2020년) : 저자 작성

인구 증가율 =
금년 인구 − 전년 인구

전년 인구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중산층이 유입되고 원주민이

퇴거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총 인구가 변한다. 따라서 인구 변화는 젠

트리피케이션을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경기도 인구 변화율 데이

터의 경우 2010년에서 매년 간격으로 2020년까지 11년간 국가통계포

털에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2020년의 경우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31개 시군 중 18개 이며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13개이다. 과천시의 경

우 8.44%로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았으며, 김포시의 경우 7.70%, 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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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경우 7.60%. 시흥시의 경우 4.90%, 평택시의 경우 4.35% 순이었

다. 인구증가율이 낮은 순으로서, 광명시 -6.02%가 가장 인구증가율이

낮았으며, 다음으로 안양시가 -3.11%, 부천시가 -1.51%, 포천시가 -

1.31%, 수원시가 -1.06% 순으로 낮았다.

행정구역별 평균 Max Min 순위

   수원시 2.66 -1.06 0.98 20

   성남시 1.79 -1.24 -0.22 26

   의정부시 2.12 -0.36 0.63 24

   안양시 0.85 -3.11 -1.02 29

   부천시 0.67 -1.51 -0.44 30

   광명시 9.45 -6.02 -0.37 6

   평택시 4.35 1.63 2.64 17

   동두천시 2.64 -1.33 0.18 21

   안산시 1.94 -1.96 -0.41 25

   고양시 2.14 0.22 1.26 23

   과천시 8.44 -9.80 -1.10 7

   구리시 3.72 -2.06 0.10 18

   남양주시 7.36 0.51 2.83 9

   오산시 14.27 -0.42 3.58 2

   시흥시 7.00 -0.21 2.36 10

   군포시 4.44 -1.43 -0.01 15

   의왕시 4.68 -1.19 1.38 13

   하남시 26.40 -1.52 6.61 1

   용인시 4.41 1.14 2.25 16

   파주시 9.87 0.54 3.38 5

   이천시 2.80 0.11 1.04 19

   안성시 4.45 -0.79 1.04 14

   김포시 11.13 3.06 6.89 3

   화성시 10.02 1.25 5.17 4

   광주시 5.95 2.16 4.3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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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7.89 -0.48 2.09 8

   포천시 0.48 -1.39 -0.49 31

   여주시 1.28 -0.37 0.41 28

   연천군 1.47 -1.73 -0.31 27

   가평군 2.37 -0.74 0.73 22

   양평군 4.78 0.60 2.41 12

<표 4-1> 경기도 인구 변화율 기술통계 분석 : 저자 작성

2. 경기도 고령 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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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경기도 일반 가구의 고령 인구 비율(2020년) : 저자 작성

고령인구 비율 =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고령인구 비율 변화율 =
금년 고령인구 비율 − 전년 고령인구 비율

전년 고령인구 비율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에는 인구 연령 분포가 변화한다.

Ley(1986)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 20-35세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령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경기도 고령 인구 비율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2020년 고령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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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천군으로서 26.4%이었다. 그 다음으로

26.2%로서 가평군, 다음으로 25.7%로서 양평군이었다. 그 다음으로

21.9%로서 여주시였다. 5번째로 20.6%인 동두천시가 높았다. 2020년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화성시로서 8.9%였다. 그 다음으로

시흥시는 고령 인구 비율이 9.3%였다. 오산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9.6%

였으며, 안산시는 10.9%, 수원시는 11.1% 였다. 경기도 외곽 동쪽 지

역의 군 지역일수록 고령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성시의 경우 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행정구역별 평균 Max Min 순위

수원시 8.6 11.1 6.9 28

성남시 11.1 14.2 8.6 17

의정부시 12.3 15.2 9.7 10

안양시 10.2 13.7 7.9 25

부천시 10.0 13.7 7.3 26

광명시 10.6 14.0 8.2 23

평택시 11.2 12.4 10.1 16

동두천시 16.3 20.6 13.0 5

안산시 8.2 10.9 6.4 30

고양시 10.9 13.5 9.0 19

과천시 11.7 14.2 9.3 13

구리시 10.4 13.7 8.0 24

남양주시 11.3 14.1 9.2 14

오산시 7.6 9.6 6.2 32

시흥시 7.6 9.3 6.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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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9.9 13.3 7.7 27

의왕시 10.6 13.6 8.2 22

하남시 11.3 12.8 9.5 15

용인시 10.8 13.3 8.6 20

파주시 12.0 13.9 10.8 11

이천시 12.0 14.3 10.2 12

안성시 14.5 17.6 12.4 8

김포시 11.0 12.3 10.1 18

화성시 8.3 8.9 7.6 29

광주시 10.7 13.4 8.9 21

양주시 12.8 15.7 10.1 9

포천시 15.7 19.9 12.7 6

여주시 18.7 21.9 16.7 4

경기 여주군 15.6 16.1 15.1 7

연천군 22.3 26.4 19.5 1

가평군 21.8 26.2 19.1 2

양평군 21.3 25.7 18.5 3

<표 4-2> 경기도 고령 인구 비율 기술통계 분석 : 저자 작성

3. 경기도 일반 가구의 주택 자가 소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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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경기도 일반 가구의 주택 자가 소유율(2019년) : 저자

작성

주택 자가 소유율 =
주택 자가 소유 가구 수

전체 가구 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31개 시군에 대해서 일반 가구의

주택 소유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자가 보유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가구의 주택 자가소유율은 위 식과 같이 계산되며, 2019년의 경우

31개 시군 중 자가 소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평군으로서 64.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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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음으로 광주시로서 63.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용인시의 자가

소유율은 61.5%, 안양시의 자가 소유율은 60.9%, 여주시의 자가 소유

율은 60.7%였다. 자가 소유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47.4%인 하남시였으

며, 그 다음으로 자가 소유율이 48.7%인 성남시, 다음으로 49.8%인 오

산시, 50.8%인 과천시, 51.3%인 파주시 순이다. 경기도 동남권 외곽지

역이 경기도 주택 자가 소유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구역 평균 Max Min 평균(순위)

수원시 53.60 54.10 53.00 22

성남시 48.68 49.10 48.20 31

의정부시 55.95 56.50 55.60 16

안양시 61.05 61.30 60.90 3

부천시 58.53 59.10 57.80 10

광명시 58.75 58.90 58.40 9

평택시 53.78 54.60 52.60 21

동두천시 55.65 56.30 54.70 18

안산시 50.58 51.40 50.00 28

고양시 56.35 56.90 56.10 14

과천시 52.63 54.30 50.90 25

구리시 57.30 57.90 56.00 12

남양주시 56.10 57.00 55.00 15

오산시 49.10 50.50 47.90 30

시흥시 55.95 56.40 55.70 16

군포시 60.03 60.40 59.50 5

의왕시 59.63 60.00 58.70 7

하남시 49.53 51.50 47.40 29

용인시 60.28 61.50 59.80 4

파주시 51.05 51.30 50.9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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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59.23 60.30 57.30 8

안성시 55.43 57.30 51.90 19

김포시 56.43 56.90 55.30 13

화성시 53.03 55.20 51.40 24

광주시 62.18 63.70 60.20 1

양주시 54.23 54.80 53.60 20

포천시 53.25 54.40 51.90 23

여주시 59.95 60.70 58.40 6

연천군 52.43 53.40 51.50 26

가평군 57.93 58.90 56.70 11

양평군 62.15 64.10 60.40 2

<표 4-3> 경기도 일반가구의 자가 주택 소유율 기술 통계 분석 : 저자

작성

4. 경기도 농가 인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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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경기도 농가 인구 수(2019년) : 저자 작성

농가 인구 비율 =
농가 가구 수

전체 가구 수

경기도 농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시로 29,567명이었다. 다

음으로 평택시로 20,153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안성시로 19,882명이었

다. 다음으로 용인시로 18,519명, 그 다음으로 이천시로 16,939명이었

다. 가장 작은 지역은 군포시로 828명, 과천시 919명, 구리시 1,274명, 

의왕시 1,525명, 광명시 1,647명 순으로 농가 인구가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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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별 평균 Max Min 순위

   수원시 9,322 10,314 8,213 16

   성남시 3,092 3,608 2,293 23

   의정부시 3,339 3,871 2,936 22

   안양시 1,784 2,091 1,596 28

   부천시 2,673 3,057 2,263 24

   광명시 1,957 2,183 1,647 27

   평택시 27,340 33,967 20,153 2

   동두천시 2,106 2,366 1,866 26

   안산시 5,460 6,285 4,449 19

   고양시 18,647 22,275 15,442 9

   과천시 1,440 1,839 919 30

   구리시 1,645 1,894 1,274 29

   남양주시 16,291 18,941 11,769 11

   오산시 3,725 4,022 3,379 21

   시흥시 5,536 6,644 4,524 18

   군포시 1,220 1,521 828 31

   의왕시 2,238 2,659 1,525 25

   하남시 4,081 5,240 2,699 20

   용인시 21,086 25,171 15,224 6

   파주시 22,692 27,299 18,519 5

   이천시 22,900 27,401 16,939 4

   안성시 24,913 29,953 19,882 3

   김포시 16,026 19,351 13,683 12

   화성시 35,334 41,869 29,567 1

   광주시 11,504 13,952 9,406 14

   양주시 12,752 15,833 9,722 13

   포천시 17,564 20,817 13,836 10

   여주시 20,371 23,422 16,875 7

   연천군 8,906 11,317 7,12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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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10,638 12,563 8,261 15

   양평군 20,110 23,954 15,185 8

<표 4-4> 경기도 농가 인구 수 기술통계 분석 : 저자 작성

5. 경기도 노후 주택 비율

<그림 4-5> 경기도 노후 주택 비율(2020년) : 저자 작성

노후 주택 비율 =
30년 이상 노후 주택 수

전체 주택 수

노후 주택은 30년 이상 된 집을 의미한다. 경기도 노후 주택 비율

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1위가 과천시로서 38.3%로서 가장 높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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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광명시로서 노후 주택 비율이 33.9%, 그 다음으로 연천군

28.0%, 여주시 노후 주택 비율 21.4%, 다음 부천시로서 노후주택 비율

20.4%이었다. 노후 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2.9%인 용인시였으

며, 3.4%인 광주시가 그 다음으로 노후 주택 비율이 낮았다. 다음으로

3.8%로서 화성시의 노후주택 비율이 세 번째로 낮았으며, 김포시의 경

우 3.9%로서 네 번째, 하남시의 경우 4.4%로서 다섯 번째로 낮았다.,

행정구역별(시군구) 평균 Max Min 순위

   수원시 10.0 13.5 7.5 15

   성남시 6.7 9.2 3.9 20

   의정부시 7.4 7.7 6.7 18

   안양시 15.5 20.1 12.2 9

   부천시 15.3 20.4 11.0 10

   광명시 17.8 33.9 9.8 5

   평택시 10.8 11.2 10.4 13

   동두천시 16.1 18.5 14.7 8

   안산시 6.9 10.9 4.5 19

   고양시 4.6 5.7 3.5 27

   과천시 47.6 60.3 38.3 1

   구리시 8.5 10.8 7.0 17

   남양주시 5.6 7.1 4.2 23

   오산시 5.9 7.4 4.9 22

   시흥시 3.9 4.9 1.5 29

   군포시 5.1 8.9 2.0 25

   의왕시 10.1 13.3 4.7 14

   하남시 5.3 6.9 4.4 24

   용인시 2.6 2.9 2.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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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9.9 10.2 9.4 16

   이천시 15.2 17.4 13.7 11

   안성시 14.2 14.6 13.7 12

   김포시 4.3 4.8 3.9 28

   화성시 4.6 5.7 3.8 26

   광주시 3.5 3.9 3.2 30

   양주시 6.6 7.1 6.2 21

   포천시 16.6 17.8 16.2 7

   여주시 20.7 21.4 20.2 3

   연천군 26.7 28.0 25.5 2

   가평군 16.9 17.6 16.4 6

   양평군 17.9 20.9 16.2 4

<표 4-5> 경기도 노후 주택 비율 기술통계 분석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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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도 빈 집 비율

<그림 4-6> 경기도 빈 집 비율(2020년) : 저자 작성

빈 집 비율 =
빈 집 수

전체 주택 수

경기도 빈 집 비율은 평택시가 16.1%로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평군이 15.6%였으며, 11.4%인 양평군과 안성시가 그 다음이었다. 동

두천시가 10.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빈 집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과천시로서 1.5%였다. 다음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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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로서 빈 집 비율이 2.0%, 그 다음으로 군포시로서 3.1%, 그 다음으

로 구리시로서 3.3%, 5번째로 고양시로서 3.5%였다.

행정구역별(시군구) 평균 Max Min 순위

   수원시 3.7 4.9 2.6 23

   성남시 2.7 3.6 2.0 29

   의정부시 4.6 5.7 2.9 17

   안양시 3.6 5.6 1.9 25

   부천시 4.2 4.8 3.2 20

   광명시 3.2 7.3 1.5 27

   평택시 14.3 18.2 11.0 1

   동두천시 8.9 10.5 7.7 6

   안산시 6.3 7.8 5.0 11

   고양시 3.3 4.4 2.3 26

   과천시 1.3 3.0 0.2 31

   구리시 2.0 3.3 0.5 30

   남양주시 4.1 5.2 2.9 21

   오산시 6.1 9.0 4.0 12

   시흥시 5.5 7.7 2.8 14

   군포시 3.0 4.6 1.8 28

   의왕시 3.7 7.4 2.3 23

   하남시 5.3 11.6 2.9 15

   용인시 4.2 5.2 3.1 19

   파주시 5.1 6.8 3.5 16

   이천시 8.0 9.4 5.9 7

   안성시 9.1 12.9 5.4 5

   김포시 3.8 5.3 2.0 22

   화성시 7.8 9.7 6.0 8

   광주시 7.0 9.1 4.5 9

   양주시 5.7 7.4 2.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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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6.7 8.4 4.4 10

   여주시 9.3 10.6 7.3 4

   연천군 4.4 6.9 2.7 18

   가평군 14.2 16.1 12.9 2

   양평군 10.6 11.9 9.1 3

<표 4-6> 경기도 빈 집 비율 기술 통계 분석 : 저자 작성

7. 경기도 1인 가구 비율

<그림 4-7> 경기도 1인 가구 비율(2020년)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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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비율 =
1인 가구 수

전체 가구 수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은 먼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31개 시군 중

2020년의 경우 가평군이 35.1%로서 가장 높았고, 연천군이 34.4%, 안

성시가 33.6%, 평택시가 32.6%, 오산시가 32.3%로서 그 다음 순이었

다.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을 낮은 순으로 살펴보면. 과천시가 18.3%로

가장 낮았으며, 남양주시가 21.1%, 의왕시가 21.7%, 용인시가 23.3%, 

광명시가 23.8% 순으로 낮았다.

행정구역별 평균 Max Min 순위

수원시 28.7 31.4 26.7 10

성남시 28.7 31.2 27.1 11

의정부시 25.2 28.1 23.5 16

안양시 21.7 23.9 20.4 25

부천시 24.8 27.0 23.3 17

광명시 21.5 23.8 19.3 27

평택시 29.4 32.6 26.7 7

동두천시 28.9 31.7 26.9 9

안산시 29.3 31.4 28.0 8

고양시 22.9 25.2 21.3 21

과천시 18.7 19.4 18.2 31

구리시 22.6 24.8 21.4 22

남양주시 19.0 21.1 17.3 30

오산시 29.4 32.3 27.6 6

시흥시 27.1 29.0 26.2 13

군포시 21.8 25.2 19.4 24

의왕시 20.4 21.7 19.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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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4.5 30.0 21.6 18

용인시 21.0 23.3 19.3 28

파주시 23.5 25.6 21.7 19

이천시 26.1 29.2 23.8 14

안성시 30.7 33.6 28.4 3

김포시 21.5 24.0 19.7 26

화성시 25.6 28.3 23.3 15

광주시 22.5 24.2 21.4 23

양주시 23.0 25.9 20.8 20

포천시 29.9 32.1 27.8 5

여주시 27.9 30.0 25.9 12

연천군 33.2 34.4 31.6 1

가평군 32.9 35.1 30.8 2

양평군 30.2 31.4 28.4 4

<표 4-7>  경기도 일반가구의 자가 주택 소유율 기술 통계 분석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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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도 지가 변동률

<그림 4-8> 경기도 지가 변동률(2021년 9월) : 저자 작성

지가 변동률 =
현재 지가 − 과거 지가

과거 지가

경기도 평균 지가변동률 데이터를 시군구 단위로 확보할 수 있었다.

2006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데이터가 존재했으며, 월별로 자료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상승률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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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별 평균 Max Min 순위

수원시 2.101 4.008 0.521 21

성남시 2.502 5.512 0.835 10

의정부시 1.833 4.044 0.363 26

안양시 2.150 4.292 0.197 16

부천시 2.254 4.295 0.941 12

광명시 2.781 5.573 1.098 4

평택시 3.286 7.3 0.934 2

동두천시 1.227 2.602 0.055 31

안산시 2.030 3.633 0.365 23

고양시 2.156 5.101 0.316 15

과천시 2.628 6.14 0.278 6

구리시 2.534 5.59 0.65 9

남양주시 2.809 5.3 0.764 3

오산시 1.985 3.259 1.059 24

시흥시 2.615 3.904 1.183 7

군포시 2.139 3.685 0.17 17

의왕시 2.606 4.255 0.985 8

하남시 4.530 6.695 3.116 1

용인시 2.185 5.131 0.969 14

파주시 2.124 9.157 0.014 19

이천시 2.205 3.656 1.096 13

안성시 2.119 3.205 0.827 20

김포시 2.088 5.025 0.266 22

화성시 2.645 4.018 1.289 5

광주시 2.327 4.26 1.12 11

양주시 1.607 3.682 0.248 27

포천시 1.519 3.46 0.091 28

여주시 2.137 3.436 0.33 18

연천군 1.497 5.984 0.199 29

가평군 1.492 2.884 0.31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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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935 3.523 0.705 25

<표 4-8> 경기도 지가 변동률 기술 통계 분석 : 저자 작성

제 2 절 계량분석

1.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상관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연도에

대해서 7개의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변수 변수명 기간

X1 인구 증가율 2010-2020(11년)

X2 고령인구 비율 2010 – 2019(11년)

X3 자가 소유율 2015 – 2019(5년)

X4 농가 인구 수 2010-2019(10년)

X5 노후 주택 비율 2015-2020(6년)

X6 빈 집 비율 2015-2020(6년)

X7 1인가구 비율 2010-2020(10년)

<표 4-9> 독립변수 7개 변수 변수명 : 저자 작성

SPSS 26.0을 이용해서 7개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상관분석 한 결과 독립변수 7개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다음 <표 4-9>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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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x2 x3 x4 x5 x6 x7

x1 1.000 -0.937 -0.826 0.909 -0.985* -0.758 -0.968*

x2 -0.937 1.000 0.904 -0.977* 0.983* 0.887 0.991**

x3 -0.826 0.904 1.000 -0.974* 0.857 0.989* 0.859 

x4 0.909 -0.977* -0.974 1.000 -0.952* -0.958* -0.952*

x5 -0.985* 0.983* 0.857 -0.952* 1.000 0.817 0.996**

x6 -0.758 0.887 0.989 -0.958* 0.817 1.000 0.826 

x7 -0.968* 0.991** 0.859 -0.952 0.996** 0.826 1.000 

<표 4-10> 독립변수 7개 상관 행렬(** 유의수준 0.01 *유의수준

0.05) : 저자 작성

독립변수 인구 증가율과 노후 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인구 증가율과 1인 가구 비율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독립변수

고령인구 비율과 농가 인구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고령인구 비율과 노후 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고령인구 비율과

1인가구 비율은 유의수준 0.01에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주택 소유율과 농가 인구는 유의수준 0.05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주택 소유율과 빈집 비율은 유의수준 0.05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농가 인구와 노후주택 비율, 빈집 비율, 1인가구

비율은 유의수준 0.05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노후 주택 비율과

1인가구 비율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해석 결과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도시가 활성화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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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파이어가 이주하므로 도시의 활력이 생기고 노후 주택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유추된다. 총 인구 증가율이 클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남으로 상대적으로 고령층으로 구성된

1인 가구 비율은 감소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됨으로 농가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는

감소한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므로 노후 주택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고령 인구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가량 높고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많아 1인 가구 비율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독립변수 7개와 종속변수과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x1 x2 x3 x4 x5 x6 x7

y -0.935** 0.876** 0.920* -0.649* 0.922** 0.825* 0.923**

<표 3-1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 행렬(** 유의수준 0.01 

*유의수준 0.05) : 저자 작성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측정하는 종속변수 y는 지가 변동률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독립변수 x1, x2, … , x7과 y 간 2010년부터 2020년까

지 연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0.05에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모두

나타났으며, 종속 변수인 지가 변동률에 대해서 인구 증가율과 농가 인

구 수에 대해서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구 증가율의 경우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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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0.01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했으며, 농가 인구 수의 경우 유의

수준 0.05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유의수준 0.01에서 지가 변

동률과 고령인구 비율, 1인 가구 비율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했으

며 지가 변동률과 주택 소유율, 노후 주택 비율, 빈 집 비율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회귀분석

  SPSS 26.0을 활용한 일반 선형 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2>와

같다.

일반 선형 회귀 분석 모형

Coefficients Estimate 표준화계수(베타) t

Intercept 3.110 15.419

X1 -0.929 -0.935 -7.450

Coefficients Estimate 표준화계수(베타) t

Intercept -6.166 -5.358

X2 0.944 0.933 7.306

일반 선형 회귀 분석 모형

Coefficients Estimate 표준화계수(베타) t

Intercept -76.552 -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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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 1.485 0.893 2.812

Coefficients Estimate 표준화계수(베타) t

Intercept 13.180 2.942

X4 -0.001 -0.688 -2.512

Coefficients Estimate 표준화계수(베타) t

Intercept -1.264 -1.315

X5 0.420 0.913 4.468

Coefficients Estimate 표준화계수(베타) t

Intercept -0.608 -0.443

X6 0.953 0.798 2.646

Coefficients Estimate 표준화계수(베타) T

Intercept -13.533 -3.788

X7 0.573 0.918 4.616

<표 4-12> 일반 선형 회귀모형 분석 결과 : 저자 작성

독립변수 x1, x2, … , x7 각각에 대해서 종속 변수 y 와 2010년부

터 2020년까지 연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수인 지가 변동률에 대해서 인구 증가율과 농가 인구 수에 대해서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종속변수인 지가 변동률과 고령인구 비율, 1

인 가구 비율, 노후 주택 비율, 빈 집 비율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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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설명하는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x1 : 인구 변화율)

� = �. ����� − �. ��� (x2 : 고령인구 비율)

� = �. ����� − ��. ��� (x3 : 주택의 자가

소유율)

� = −�. ����� + ��. ��� (x4 : 농가 인구

수)

� = �. ����� − �. ��� (x5 : 노후 주택 비율)

� = �. ����� − �. ��� (x6 : 빈 집 비율)

� = �. ����� − ��. ��� (x7 : 1인 가구 비율)

(y : 지가 변동률(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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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결과 종합

      연구 가설의 상관 분석, 회귀 분석 결과에 따라 가설 1, 2의 경우

결과가 반대로 나오고 가설 3, 4, 5, 6, 7의 경우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연

구가설이 채택됨을 다음 <표 4-14>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번호 가설 결과

1

인구 변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

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채택 X

2

. 고령 인구 비율이 감소한 지역일수록 젠트리

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채택 X

3

주택의 자가 소유 비율이 증가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채택 O

4

농가 인구 수가 감소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

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채택 O

5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

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채택 O

6

빈 집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

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채택 O

7

1인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채택 O

<표 4-14> 연구 가설 검증 결과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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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연구 가설로 설정하였던 7가지에 대해서는 가설 1과 2

를 제외하고는 귀무가설이 기각 되고 연구 가설이 채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의 자가 소유 비율이 증가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가설3) 농가 인구 수가 감소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가설4)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가설5)

빈 집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

이다.(가설6) 1인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

어난 지역이다와 같은 연구 가설이 성립하였다.

번호 가설 기각 이유

가설 1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원주민의 인구가 유출되고 중산

층인 젠트리파이어의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라 단순히 가

설1과 같이 총 인구 변화율의 변화만을 가지고 유추하기 어

려운 원 데이터 상의 한계 때문이다.

가설 2

평균 연령 변화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비율을 파악해

야하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로 평균 연령 변화를

판단하기에는 세부적인 연령 분포 데이터를 통한 평균 연령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 비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 4-15> 연구 가설 기각 이유 : 저자 작성

인구 변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가설1) 고령 인구 비율이 감소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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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가설2) 가설 1, 2에 대해서는 연구 가설

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원인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원

주민의 인구가 유출되고 중산층인 젠트리파이어의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

이라 단순히 가설1과 같이 총 인구 변화율의 변화만을 가지고 유추하기

어려운 원 데이터 상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평균 연

령 변화를 파악해야 하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로 평균 연령 변

화를 판단하기에는 15-64세 사이의 세부적인 연령 분포 데이터를 통한

평균 연령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 비해 한계가 있는 점이 연구 가설에 따

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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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의의, 유형,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주거 젠트리피케이

션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행정학적인 관점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기존에 젠트리피케이션 연구는 주로 서울을 대상으로 이루

어져왔으므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연구가 본 연구의

차별성임을 확인하였다. 연구 설계에서는 종속변수를 젠트리피케이션 지

수를 나타낼 수 있는 지가 변동률로 하고, 독립변수를 인구 변화율, 고

령 인구 비율, 주택의 자가소유 비율, 농가 인구 수, 주택 노후도, 빈 집

비율, 1인 가구 비율로 설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

였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요인에 대해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해 봤을 때

경기도의 경우 외곽지역일수록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주택 노후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경기도 외곽지역에 농촌 지역들이 주로 분포

하는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에 따라 연구 가설로 설정하였던 7가지에 대해서는 가설

1과 2를 제외하고는 귀무 가설이 기각 되고 연구 가설이 성립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택의 자가 소유 비율이 증가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

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가설3) 농가 인구 수가 감소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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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가설4)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

다.(가설5) 빈 집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가설6) 1인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와 같은 연구 가설이 성립하였다.

인구 변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가설1) 고령 인구 비율이 감소한 지역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

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가설2) 가설 1, 2에 대해서는 연구 가설

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원인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원

주민의 인구가 유출되고 중산층인 젠트리파이어의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

이라 단순히 가설1과 같이 총 인구 변화율의 변화만을 가지고 유추하기

어려운 원 데이터 상의 한계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65세 이

상의 고령 인구 비율로 평균 연령 변화를 판단하기에는 15-64세 사이

의 세부적인 연령 분포 데이터를 통한 평균 연령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

비해 한계가 있는 점이 연구 가설에 따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원인이라

고 생각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경기도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도 축적되지

않았으며, 주요 독립변수들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서울과 달리 시기적,

수적 한계로 인해 결측치도 많고 상세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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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10년대에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의 노후도 등의 특성 및 도시의 팽창 및 수축 단계 주기 상 서울과

연관되어서 발전해온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15년에서 20년 사이의 시차

를 두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경기도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등 주요 시들의 구도심을 대상으

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경기도의 경우 자연

적으로 서울의 팽창과 함께 성장해왔을 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정책

이후 발전해온 경로로 인해 같은 도 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요

인과 현황이 다르게 나타나기 떄문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도시정책 당국자들은 도시정책을 설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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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is study, the occurrence of gentrification is checked and compared 

and the data is visualized based on spatial data for 3 districts in 28 cities and towns 

in Gyeonggi-do. Urban planning is a field derived from public administration. By 

linking urban problem solving related to gentrification with cooperative governance, 

we will examine implications for solving urban policy problems in the future.

As a dependent variable to be used in this study, the rate of increase in land 

price, which reflects the rate of rent increase that can reflect the gentrification index, 

is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we intend to use the population change rate, the 

elderly population rate, the self-ownership rate,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the 

old housing rate, the vacant house rate, and the single-person household rate. Based 

on the data for 10 years from 2010 to 2019, the analysis was basically performed.

The research methodology to be used in this study is preceded by correlation 

analysis to confirm the existence of multicollinearity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to chec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dependent variable.

For independent variables, a GIS analysis program was used for 7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to visualize time series changes for each unit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28 Gyeonggi-do, 28 cities and 3 counties from 2010 to 

2019. Intuitive insight could be obtain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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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ing gentrification, such as the high ratio of old and vacant houses in the outskirts 

of Gyeonggi-do.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7 research hypotheses were verified for 3 

districts in 28 cities of Gyeonggi-do. The higher the total population change rate, the 

more active gentrification is. Regions where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has decreased are regions where gentrification has occurred more actively. Areas 

with an increase in the rate of self-ownership of houses are areas where gentrification 

has occurred more actively. An area where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decreased 

is an area where gentrification occurred more actively.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aged housing, the more active gentrification is. The higher the vacancy rate, the more 

active gentrification is. The higher the ratio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e more 

active gentrification 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hypotheses 1 and 2, contrary to the 

research hypothesis, regions with a low total population change were found to be 

regions with active gentrification, and regions with an increased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were regions with more active gentrification. The remaining 

research hypotheses were accepted.

Keywords : Gyeonggi, Gentrification, City Planning, Factors, 

Student Number : 2018-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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