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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서울시의 계층별 거주지분화
1. 1970년의 계층별 거주지분포와 계층간 분리

측면의 동인

측면의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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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동성향을 보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불
균등의 누적， 심화가 초래될 수 있다. 계층별 거주

1.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지분화는 주택과 거주환경이라는 매우 중요한 희

소가치의 불균등 분배가 공간상에 표출된 형태라

거주지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추적 사회공간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 도시 거주지는 그 구성원의 특성이나 거주환경

이상과 같은 기본 인식을 배경으로 본 논문의

요소의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닌 하위지역으

로 분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거주지분화라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일상적 현상’의 중요성은 그것이 거주환경의 지

계층별 거주지분화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

역간 계층간 불균등성 내포라는 사실에 있다. 특

를 파악하고， 이의 지난 20 년간의

정한 거주지들은 특정한 거주집단， 거주환경， 노동

석한다. 둘째， 주택정책과 거주지개발 등 공급의

시장， 소비부문들의 모자이크이며， 거주지는 이러

측면에서 거주지 분화를 야기한 요인을 판별한다.

한 환경요소에 의한 개인의 가치， 기대， 소비습관，

다른

의식상태， 시장능력 둥이 형성되는 일차적 장이다

지역 UI메)을 선별하여， 수요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H따vey，

거주지선택 관련요인과 근린인식 등을 조사한다.

1989).

따라서

거주지가 분화되었다는

한편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서울시의

계층별분화의

정도를

것은 이러한 과정이 지역적으로 차별성을 지닌다

이렇게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사회관계의 재생산

형성한 동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라는 향후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리고 일단

용부담이 가능한 계층은 우위거주지로의 선별적

한 결과로서， 현재와 같은 거주지구조를

1) 서울시 거주지문화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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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성된 지역적 불균등은 주택가격에 반영되고， 비

전개양상을 분

서울市의 社會階層別 居住地分化에 關한 船究

본 논문에서는 우선 서울시 전체의 거주지분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 한 자료로서

관련직의 피고용자가 속하게 된다.
(2) 문화수준의 측정

1970, 1980, 1990

년 인구 및 주택 총조사의 서울시 표본자료를 이

서울시 전체에서 각 계층별 거주지분화의 정도

용하였다. 지역적 단위는 행정동으로 하였고， 가구

와， 계층간의 거주지 격리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

주의 특성을 조사하여

는 분리지수 Ondex of segregation) 을 산출하였다.

계층을 구분하였다. 그 구

이는 각 계층집단이 각각의 洞에서 점하고 있는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율을 해당연도의 서울시 전체에서의 평균과 비
(1)계층집단의

설정

교하여， 그 계층의 분포가 어떠한 정도로 편중되

계층구분은 직업， 학력， 소득， 생활양식 등 다양

한 지표들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었는지를 살피기 위한 방법이다(김 인， 1991; 한주
연，

서울시 전체의 계층구분을 위한 지표로는 가구주
의 직업과 그 종사상의 지위를 교차시켜 이용하였
다. 직업은 생산관계 속에서의 위치 및 사회적 지
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富의 몫과 그 획득방

1989).
특정집단이 각 하위지역에

전체에서의 구성비

와 동일한 비율로 균등분포할 경우 분리지수는 0 ,
극단적으로

100의

법을 반영하는 포괄적 지표이며， 실제로 한국사회

한

지역에만

집중분포할

경우에는

값을 갖게된다. 이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의 계층구분을 시도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대부
분 직업을 범주 설정의 기준으로 하였음을 볼 수

I. s.=

있다.

n

L

[lxi/X - yi/YIJ x 100 x ~

i=l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계층구분 논의들을 참조

X: 전체지역의 X 집단 총인구.

하여 상위계층， 신중간계층， 구중간계층， 하위계층

Y: 전체지역의 X를 제외한 나머지 거주인구.

의 네 계층집단을 설정하였다.

xi

지역에서의 X 집단 거주인구.

yi : i지역에서의 X를 제외한 나머지 거주인구.
표

1.

계충집단과 해당 직업군

계층구분

두 계층간의 분리지수는， X 와 Y 에 비교하고자

해당 직업구분

상위계층

기업주， 고위관리직

하는 각각의 계층의 인구수를 대입함으로써， 전체

신중간계층

전문직， 사무직. 관리직

에서의 두 계층의 비와 개별 동에서의 실제 비의

구중간계층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농업의 자영업자

차이를 통하여 산출할 수 있다.

하위계층

하위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 및 관련직，

다음으로는 동별로 각 계층의 구성비를 산출하

단순노무자

였으며， 계층별 탁월거주지역을 지도화하여 거주
지분화의 지역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계층범주 설정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표준직업분류상의 중분류에서 수

2) 거주지문화의

행하였다. 상위계층에는 관리자， 입법공무원과 정

수요측면

대상지역은 1990 년의 센서스자료를 근거로， 상

부관리직 공무원이， 신중간계층에는 전문 기술 및

위계층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압구정 1 동， 신

관련직， 사무 및 관련직， 서비스직 중 보안업무 종

중간계층이

사자가 해당되며， 단순사무직인 타자원， 경리출납

우세한 쌍문2 동

구중간계층 중심의

종로， 하위계층 비중이 높은 월곡동을 선택하였다.

원 등은 하위사무직으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1)

분석에

구중간계층에는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 및 관련

사용된

설문은

압구정동

230 매， 쌍문동

275 매， 종로 213 매， 월곡동 220 매로서 총 938 매이

직， 농업 및 관련직 중 종사상의 지위가 자영 및

다.

고용주인 경우가， 하위계층에는 앞의 하위사무직

여기에서는 지역별로 거주지선택의

노동자와， 생산 및 관련직， 판매서비스직， 농업 및

주요 고려

요소， 이전 거주지와 거주이동 계획지역， 근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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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분석을 통해 수

당한다. 하위부는 생산직과 서비스직， 농업에 종사

거주지분화가 야기되는 동인

하는 피고용의 임금노동자들로 구성되는데， 생산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요측면에서

계층별

2)

관계에서는 통제를 받는 입장에 있고， 소득수준이

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대체로 하류에 속하는 집단이다.
표

II. 이론적 배경

계충구분의 모형들

2.

구분기준

1.

계층연구

계충구성 내용
상총계급: 자본가， 정치엘리트

생산의

사회세력들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현상을 이해
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계급 혹은 계층의

관계 및

개념을

사회적

사용한 이론적 기반과 분석도구가 제공되어왔다.

중간계급: 화이트칼라， 일반관리， 쁘띠부르조
아，중·부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충계급: 공장노동자， 주변부노동자， 소작·농

지위

업노동자

계급의 보편적인 개념은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

적 생산체계 속에서 점하는 지위， 생산수단에 대

사회적

한 관계， 사회적 노동조직 속에서의 역할， 그리고

자원의

결과적으로 그들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회

통제수준

적 부의 몫의 크기 및 그것의 획득방법이 상이한

상:중상계급，상류계급
‘ “ “ . -...•.•. ‘

‘

‘

‘.................

‘

‘

‘

중:신중간계급，구중간계급，독립자영농
“ “ ‘ ‘ ‘ “ “ ‘ “ ‘ .......•.‘ “ ‘ ‘.............“ “ ‘ ....................

“ · ‘ ’ ‘ “ ‘

하:근로계급，도시하류계급，농촌하류계급
자본가계급

사람들의 집단. 이는 또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생산관계

상이성로 인해 한편이 다른 한편의 노동을 專有할

속에서의

수 있게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것이다(서관모，

위치

“

씨

화이트칼라(인텔리충， 신중간제계충， 임금취득
중간층)， 半프롤레타리아， 빈농
-

、“

_ ...........- _ . . . . …

•

노동자， 농업노동자， 주변적무산자

1985). 중요한 것은 계급들이 사회의 각 층위에서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으며， 행위의 주체로서 실

생산의

천지향적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계층은 재산， 권력， 직업， 학력， 소득， 생활양식

관계

등 매우 다양한 분류기준에 의해 나누어 질 수 있

자본가계급
화이트칼라(신중간계급， 하위사무직 노동자)
노동계급/농어민충

자료: 서관모， 1987，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연구

으므로， 특정 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몇개 범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16-17, 33-34.; 강희 경， 1990, “신홍

구분한 조작적 개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김채윤，

공업국가의

1975). 그러나 계층의 분류기준과 그 구획의 설정

신중간계층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34-39.; 홍두승， 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에 연구자의 명목적 판단이 개입된다고는 하지만，

공간적

분화: 한국과 대만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연구 5(3) , 69-85. 에서 재구성.

차별체계와 연관된 사회적으로 寶在하는 집단들
의 체계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계층과 계
급은 모두‘구조화된 사회적

계급의

사회과학과 정책

이들 상위와 하위부 사이에는 생산관계에서의

불평둥’을 파악하는

위치나 배분되는 사회적 자원의 측면에서 중간을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한상진， 1984 ),

점하는 집단들이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계급 혹은 계층구성

존재한다. 이들 중 신중간계급

또는 신중간제계층은 생산과정을 관리하고 기술

모형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한 것이 <표

을 혁신하며， 전반적 경제체계의 조정 및 재생산

2> 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판별된 계급 또는 계

과 연관된 작업을 수행하게 된 집단이다(강희경，

층집단의 성격과 관계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1990). 여기에는 대체로 전문직과 사무직， 일반관

요약될 수 있다. 집단구분의 상위부는 기업주나

리직 종사자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조정과 관리기

고위관리직과 같이 자본을 소유하거나 조직의 통

능을 수행하고 고학력의 화이트칼라라는 점， 그리

제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관계내에

고 소득수준의 측면에서도 일반 생산직 노동자들

서 상층부에 위치하고 경제적으로도 상류층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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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쁘띠부르조아，

교통로를

구중간계층은 소규모 자본 혹은 토지를 소유하고，

Hoyt 의

스스로가 고용주로서

고소득층의 수요가 충족되면 이전의 주택은 보다

러

부문의

경영과 노동에 참여하는 여

자영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따라

sector 별로

발전해간다는

}검 lμ 이론이다. 여기에서 새 주택에

낮은 소득계층에 의해

하층부는 도시하류계급과 유사한 영세 자영업자

분화，

대한

점유되는 filtering 이 발생

한다는 것 이 다. Harris 와 Ullman 의 다핵 심 이 론은

뜰이지만， 상층부는 성공적인 기업가 활동으로 집

동심원 이론과 선형이론을 결합하여

단 상위부와 구분이 어려운 정도로서， 편차가 큰

용을 규명하려한 시도로서， 도시의 토지이용 배치

구성을 보인다(서관모，

는 단일한 중심이 아니라 몇개 핵심의 주위에 형

계층구조의

공간적

1985).
표출이

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거주지분화라고 볼

때， 거주지의 선택에는 경제적 차원과 함께， 거주

지에서

기대하는 가치， 개인의

고전적 도시생태학은 이후 실증주의 전통의 도

생활양식 측면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 즉 고학력의

도시토지 이

시지리학과 도시사회학에 심대한 영향을

화이트칼라로

미쳤으

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주거용 토지와 그 구성단

분류되는 집단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집단의 거주

위인 근린지구에 초점을 두고 사회집단별 거주지

지 선택은 노동자계급

상층계급과는 다른 특성을

분화를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취급하여 보다 체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Shevkey ,
Bell , Williams 에 의해 비롯된 사회지 역분석
(social area analysis) 은 사 회 경 제 적 지 위 (social
rank) , 도시 화 정 도 (urbanization) ， 분리 정 도

보이는 측면이

논문에서도 직업과 종사상의 지위， 소득을 지표로
네개의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 계층집단으로 구분

하였다.

(segregation) 라는 세 지표로써

2.

거주지분화

지역사회의 공간

유형을 파악하였다.

거주지 형성 및 분화의 원인과 관련한 연구들은

초기의 생태학적 접근법은 이후에 변수를 보다

크게 주택 및 거주공간의 생산과 공급부문을 중심

많이 투입하여 이들을 주성분 분석이나 요인분석

으로 다룬 것들과， 개별수요 부문을 중시한 견해

을 이용， 소수의 중요한 차원으로 분리하는 요인

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거주지분

생태학적 연구로 세련되어 갔다. 그러나 생태학적

화의 초기연구들이 평형상태 유지와 개별적 선택

접근은 집합적 주거입지패턴 및 분화양상과

의

지역

틀을 형성해오다가，

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196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들

그 기법상 투입되는 변수의 성격에 의해 분석 결

에

과가 좌우될 수 있으며

측면을 설명하는 이론적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둥과 불평등

무엇보다도 특정 사회집

및 공급측면을 주로 다룬 연구가 또 다른 조류를

단이 어떻게， 왜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지에 대

형성하는 경향을 보였다2)

해서는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수요를

1) 개별수요 중심의 논의

중심으로한

주거지분화의

설명은 신고전경제학을 근거로하여

거주지 분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의 최초의

이론적

이루어졌다.

이들은 경제분석의 강조점을 생산의 조건과 상황

접근방식은 Chicago 학파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으로부터

있다.

로 옮겨놓았다. 따라서 여기에 기반한 도시주거입

Park, Burgess , McKenzie 의 동심원 모형은

도시거주민에게

침입과 천이라는 생태계의

개별소비자와 기업의

기호와 요구쪽으

경쟁

지 해석은 수요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주거지 분화

원리를 적용하여， 池價 지불능력 차이에 의해 도

의 기본 동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접근성의 함

시성장 및 주거지 분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

수로 결정되며 사회성을 띠지 않는 地貨라는 배치

였다. 이에 대한 수정이론이 도시의 주거지 패턴

기구를 통하여 최적의 공간배분상태가 형성， 유지

은 고소득층 주거지에 의해 우선적으로 결정되며，

된다는 것을 주요 논점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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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이라는 자본주의적

2)

수요를 중시하는 신고전경제학과 기본입장을 같

조는 자본의

이하면서 실제 수요자 인지의 내용과 그 제약성，

통해 형성되며， 특히 건설.토지자본등의 자본분파

이에 의한 선택의 측면을 보다 심도있게 탐구한

의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이

행태주의적 접근이 후속 연구들의 상당부분을 차

는 주로 맑시스트 계열의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

지하게 되었다.

는데， 이들은 도시공간구조와 주거지 분화는 독립
적인 공간현상이 아니며

신고전적 접근은 자유경쟁과 개인의 경제적 합

경제과정을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리성을 근거로 하여 도시 주거지 분화의 큰 골격

총체적과정을 통해 이룩되었다는 일반논리를 기

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조로 하고있다.

도시구조와 주거에

관한 많은 연구를 배출해내었다. 그러나 이 접근

이들은 거주지분화를 야기하는 힘이 개인적인

법에서 설정한 가정의 비현실성 뿐만 아니라， 근

기호와 선택 영역의 외부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보

본적으로 수요차원의 선택 중심의 연구들은 주거

이려고 하였는데， 정부와 금융기관， 건설， 토지자

공급과 배분체계，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

본은 자본축적과 자본주의 사회의

에서 수요와 선호가 구조화 되는 측면을 고려하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조하며， 도시화 과정을

않음으로 인해

통제하기 쉽도록 특정한 거주지 패턴을 나타내도

현실의 설명력에 약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재생산이라는

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주거
지구조는 개인들이 선택은 할 수 있으나 그 형성

2)

공급측면

중심의

논의

에는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개인은 자신의 수

주태시장을 둘러싼 개인의 접근성에 제약을 가

요와 기호를 實在에 맞추어나가야 하며， 시장구조

하는 권력관계와 공급， 분배문제에 차원에서의 주

아래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라 선택의 폭도 달라지

거문제를 제기한 일련의 연구들은 생태학적 접근

게 된다는 것이다.

과 신고전적 접근이 개별가구의 선호와 선태， 사

위와같은 논의들은 거주지분화를 다룬 기존 접

회적 평형의 측면에 치우쳤던 점을 비판하면서 수
행되었다 (Bassett

and Short. 1980). Pahl

근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둥에 의

해 제시된 관리주의적 접근법은 도시자원이 본질

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과정의

적으로 불균동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도시주거

근본성격에 바탕을 둔 총체적 수준의 설명이 실제

현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자원의 배분에 영향력을

지역에 적용되어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내 놓는 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

정에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의

였다. ‘도시관리자’ (Pahl， 1975) 로 명명된 이들에는

공공주택관리자，

지방정부공무원，

난점으로 인해， 일반이론을 포기한 분절적인 연구

부동산개발업

로 흐르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자， 주태대부조합과 보험회사의 대표자 등과 같은

다양한 개인도 포함된다. 도시관리자들은 정책개

m.

입을 통해 희소자원 배분을 결정함으로써 이미 형
성된 불균등을 강화 반영

서울시의 계층별 거주지분화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지난 20년간 서울시의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독립된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주거문제에 적용된

한 계층구성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계층과 하

관리주의적 접근은 주거배분의 과정과 이유를 밝
힌 통합된 이론이라기 보다는

위계층은 차지하는 비중에는 별 변동이

이 과정에 영향을

없었다.

이에 비해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기술적 분화 및

미치는 도시관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들의

조직의 전문화와 세분화 관리 및 조정관련 부문

역할구명을 통해 주택시장의 분배 메카니즘을 이

의 성장이 여타 부문에 비해

해하는데 있어 이론적 지평을 넓혀준 것으로 평가

빠르게 일어났기 때

문에， 이를 담당하는 신중간계층은 그 절대수와

된다.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현상에 대한 총체적 시

각에서 각 문제의 맥락속에서의 성격을 규명해내

구성비의 측면에서 급성장하였다.

주거 및 도시공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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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시의 계충구성 변화

비슷한 정도의 분화정도를 보인다. 구중간계층은
단위:%

자영업의 특성상 가장 고른 분포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층구성

1970

1980

1990

상위계층

하위계층

5.2
19‘ 4
27.0
46.5

5.0
22.0
27.5
45.5

5.6
28.7
20.7
45.0

계

100.0

100.0

100.0

신중간계층
구중간계층

계층간의 분리정도는 상위와 하위계층간이 가
장 높고 다음으로는 상위와 구중간계층， 신중간과
하위계층의 분리정도가 높다. 구중간계층과 하위
계층은 가장 낮은 분리지수를 가지며， 신중간계층
과 구중간계층의 분리지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다. 이러한 계층간 거주지분리 양상은 각각 계

자료: 각 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표본조사

층들간의 사회적 거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반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구중간계층은

것이다.

<그림 1> 에서 상위계층 비중이 높은 동은 전통

1960 년대에서 1970년대에 서울시 취업자 증가의
소생산부문으로 유입되던

적인 상류층 거주지역이었던 종로구의 삼청， 청운，

離農인구가 1980년대 이후급격히 감소하였고， 제

중구 필동 등지와， 인접하여 성북， 동선， 청파동，

조업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1960년대

하는 대규모 조직의 출현이 소규모 자영업 부문을

대단위 거주지건설의 시발언 이촌동， 그리고 은평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상당부분

1985;

대체해

서관모，

나감에

1985) ,

따라(김진균，

조희연，

1990년에는 계층구성상 차지

단지형

개발지역인 화독동 지역，

구 역촌， 신사， 마포구의 동교， 서교동， 동작구의
상도동 둥지이다.

신중간계층의 경우는 상위계층 거주지역과 대

하는 비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계층구성상의

말의

변화는 거주지분화 양상

체로 중첩하지만， 그보다 약간 도심에서

벗어난

에도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구

1960년대의 택지조성 지역에서 구성비가 높게 나

체적인 계층별 거주지분포의 변화와 계층간의 분

타난다. 가장 높은 동은 이촌 1 동， 불광2동이며， 다

리양상을 시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음으로 청운， 갈현， 이문， 미아3동， 상위계층 비중
이 높았던 성북과 마포， 동작 지역의 동들， 그밖에

1.

1970 년의

계층벌

거주지분포와 계층간

정롱과 화곡동， 수유동 둥이 해당된다.

분리

구중간계층의 경우 구성비가 높은곳은

먼저 각 계층이 서울시 전체에서 어느정도로 분
화된 거주양상을 나타내며

계층간의 분리정도는

업지구인 중구의 동들이며

4.

도 높은 편이다. 당시 서울시의 변두리였던 반포，

신중간계층
구중간계층
하위계층

양재， 과해， 상암동에서 구중간계층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자영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들로 인한 것이며，

1970년 계충간， 계충벌 분리지수

도심지역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거주가구수도 매

상위

신중간

구중간

하위

서울시

계층

계층

계층

계층

전체

상위계층

23.07
30.90
36.30

우 적다.

하위계층의 비중이 높은 동은 1960년대를 통한

30.61
19.98
21.34
24.35

17.71

가장 높은 곳은 영둥

포동이고， 창신동， 청량리동， 웅암， 아현동의 비중

어떠한 지 알아보기 위해 분리지수를 산출하였다.
표

도심상

도심지 빈민촌의 철거 이후 이들의 주요 이주지역
인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도봉， 상계，

14.90
19.95

신내， 사당， 신림， 구로， 염창， 신정， 중곡， 옥수， 금
호동 등지와 현 강남과 송파구의 거의 전역에 해

<표 4> 를 보면 상위계층이 가장 편중된 거주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신중간계층과 하위계층이

당한다.이처럼 1970년에도 각 계층별 구성비가 높
은 동은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체로 분

30

地理學論護 第23號 0994.

2)

〈상위계층〉

바
이

써짧빼
[

l
〈신중간계층〉

--、

‘,

‘ -i
-

,
J

- ‘‘

"

L

,

.

‘

I1

!

‘

、

1•.

01 ...

,

:1 1 1’
‘;

삐해I톰1II! 2S !l

l톨_:i~l'

그림

1. 1970년 계충벌 구성비의 분포도( I )

화된 형태의 거주지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의 <표 4> 와 비교해보면 각 계층의 분리지수가

있다.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분리지수도 상당
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위 계층， 신중간

2. 1980 년의 계층벌 거주지분포와 계층별

계층의

분리

서울시전체에서의 분화정도 및 상위계층

과 각 계층간의 분리정도가 심화된 것이 두드러진
다.

1980 년의 분리지수를 나타낸 <표 5> 를 1970년

이처럼 상위계층에 이어 선중간계층의 분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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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70 년 계충벌 구성비의 분포도 (11)

도 및 이들과 다른 모든 계층간의 거주지 분리정

높은 동에 지역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외곽지역에서의

있다. 은평， 마포구의 녹번， 역촌， 동교동 등은 구

신규 주택건설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며 거주구성

성비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나， 종로， 중구， 성북

비가 높은 동이 轉移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는

구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던 동들은 급격히 감소하

계층별 탁월분포동을 나타낸 지도에서 뚜렷이 나

였다. 반면 압구정，

타난다

수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1970년대 중반이

도가 높아진 것은

이들이

도시

<그림 2> 에서는 1980 년의 상위계층 구성비가

여의도， 이촌 1 동이 가장 높은

후 새로운 대단위 주거지로 개발된 강남， 서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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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여의도에서 상위계층의 거주비율이 크게 증

소 낮아졌다. 그러나 지역적 분포측면을 직접적으

가하였다.

로 표현한 수치는 아니다. 상위와 신중간계층의

분리지수가 낮아진 것은 대단위 거주지구의 건설
표

5.

이 지역적으로 확산되면서

1980 년 계총간， 계충벌 분리지수
상위

신중간

구중간

하위

서울시

계층

계층

계층

계층

전체

이들 계층의 거주지역

자체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하위계층의 분리지수는 197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규 주거개발지역의

상위계층
신중간계층

32.86

구중간계층

41.55
44.95

하위계층

신중간계층의

39.84
26.63
28.90
30.26

18.58

성격과 관련하여， 하위계층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진입 불가능한 지역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

17.90
21.80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계층별 거주지 분
표

경우 구성비가 높은 곳은 청담，

6.

1990년 계충간， 계충별 분리지수

반포， 삼성， 대치 둥 강남개발지역， 둔촌， 잠실 등

상위

신중간

구중간

하위

서울시

강서·강동개발지역과 같은 신규 대단위 거주지역

계층

계층

계층

계층

전체

과， 역촌， 갈현， 청운， 성북， 수유， 화곡 등 1970 년

상위계층

대 초반부터 신중간계층 거주비율이 높았던 지역

신중간계층

이다. 이들은 상위계층에 비하면 기존 거주지역의

구중간계층

20.62
31. 16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았으며， 보다 접근성

하위계층

38.16

이

떨어지는 보다 외곽의

22.33
28.87

16.90

13.21
23.28

강서， 강동지역에서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중간계층의

30.25
23.37

포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우 기존 도심상업지역의 동과

<그림 3> 에서 상위계층의 구성비 분포는 1980년

용산구 한강로， 영둥포동에서 여전히 높은 구성비

의 상황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강북 주택

가 나타난다. 성동구의 도선， 금호，자양， 동대문의

지의 경우 상위계층의 구성비가 더욱 낮아졌으며，

제기， 용두동에도 구중간계층의 비중이 높아진 것

여의도， 강남， 서초구， 송파구의 문정， 잠실 7， 오금

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지역 부심으로서 상업기

동， 한강변의 이촌， 광장， 서빙고， 흑석 2동 등 아파

능이 활발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위계층 비중이 높

트 밀집지역에서

은 동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위치해있다.
하위계층의 경우 가장 구성비가 높은 곳은 서울

주택지역에 새로이 구성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시 외곽의 불량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염창， 중계，

수 있다. 따라서 상위계층의 분리지수가 낮아진것

거여， 고덕동 둥과， 구로와 성수동 공업지구의 동

은， 1980 년대에도 기존개발지역 일대에 이들을 겨

들이다. 공업지역에서 하위계층의 구성비가 높게

냥한 신규주택 건설이 계속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

나타난 것은 생산직 노동자의 직주근접성향(구동

어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회， 1990) 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1970년
초반에

신중간계층의

하위계층 구성비가 높았던 강남과 잠실，

등촌 일대가 신규개발되며

상위계층 구성비가 높게 나타난

다. 한편 1980년대 이후 건설된 중형규모 이상의

경우 1980 년대 중반이후에 보다

현저한 신규 개발지역으로의 집중이 나타나고 있

하위계층은 더욱 외곽

다. 신중간계층은 개포3， 대치， 반포동 둥지에서

으로 밀려난 것을 볼 수 있다.

구성비가 높으며， 신규개발지역 중 주택가격이 낮
은편인 상계， 중계지역과， 목동， 강동지역에서 비

3. 1990 년의 계층벌 거주지분포와 계층별

중이 높게 나타난다.

분리

구중간계층은 구성비 분포의 변화가 가장 적어

1990년의 계층별 분리지수는 1980년에 비해 다

도섬상업지구와 그 주변， 용산의 한강로，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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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80년 계충벌 구성비의 분포도( I )

그리고 동대문과 성동， 성북의 제기， 도선， 길음동

산， 가리봉， 시흥， 면목 2， 고척， 성수2 가 1 동， 신길

에서 구성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구중간계층

동 등 1980 년의 경우와 큰 변동없이 여전히 서울

은 구성비가 높은 동의 변동이 적었을 뿐만 아니

의 공업지구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라，

년에 하위계층 구성비가 높았던 중계， 고덕， 일원，

전반적인

거주지구조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1980

서울시 전체에서의 분리지수도 낮은 수치를 유지

송파， 신정동 등지에

하였다.

형성되면서， 이들 지역의 외곽 및 미아， 창신， 신
내， 답십리 등

하위계층 거주가구수가 많은 지역은 대림 2， 독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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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0년 계충벌 구성비의 분포도( 11 )

아진 동에서 그 구성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

추세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를 지나면서 신규

났다.

개발지역을 축으로한 상위계층 중심지역， 역시 신
1980년대에는 1970년

규개발지역의 신중간계층 우세지역， 중간이상 계

대와 같은 큰 폭의 변동보다는 형성된 거주지구조

층의 비중이 감소중인 구주택지역 및 공업지역 인

가 대체로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개별동을

근과 중간층 거주지 외곽의 하위계층 우세지역 등

단위로 한 분리지수는 감소했지만， 계층별로 구성

이 분화된 거주지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의 자료들을 보면

비가 높은 지역과 거주가구수가 많은 지역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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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5. D

3. 1990년 계충별 구성비의 분포도( I )

거주지분화의 동안

다. 우선 1960년대 이후의 공업중심 성장지향적
경제정책은 서울시의 사회적

1. 서울시의 인구성장 및 계층구성의 변화

인구증가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성장초기인 1966-75년에는
3 백만명 이상의 절대인구수 증가 동 급격한 인구

서울시 인구의 급증과 계층구성상의 변화는

m

집중이 이루어졌다.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거주지구조 변동을 보다

또한 관리 및 조정관련부문의 성장이 여타 부문

광범위하게 초래한 선행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

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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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90 년 계총벌 구성비의 분포도(

11 )

해당하는 직업군은

요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취업구조와 상

대체로 관리직， 전문직과 사무직으로 볼 수 있는

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진 상위 및 신중간계층의

데， 이들 직업군의 종사인구는

성장은 주택의 수요구조 자체를 변모시켰다.

라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명으로 서울시

전체

1980년 76 만 4 천 명 의

1970 년 33 만 7 천

경제활동인구의

29.9% ,

년대 이후의 주택공급은 이러한 수요환경 변화에

23.7% 에서

1990년 에 는 137 만

1970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6

천명의 37.8% 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수 있다.

이처럼 급증한 인구가 주택의 절대량 증가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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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된 것이다(서종균

공급측면의 동인
1)주택정책의

기조

1970년대를 전후하여 주택문제 심화에 대한 해

결방법으로 집약적 건설을 통한 대량공급의 필요

성이

제기되면서， 주택부문에

대한 국가의 보다

법으로서(국토개발연구원，

인 공급체계가 변화하게 되었다.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면서 국가주도의 공간계획은 모든 경제활
준거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였다(고은아，

다는 기본방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의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에
도 불구하고 주택보급율은 오히려 저하되었으며，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75년
-79 년의 주택가격은 연평균 33.4%가 상승하였다

1993). 주택부문에 대해서도 1971 년 주택건설 10
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선우， 1987). 또한 분양과 민간부문 건설확대

이의 시행을 위해 72년

중심의

주택건설촉진법，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둥이 제정되어

현재와 같은 주택공급 형

다(김영현，

1990). 그런데， 취약한 국

임

하면서， 어느 정도 변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대한
민국정부，

재정투자를 최소화하면서

1981).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발이

익의 토지소유자 귀속으로 인해 극심한 부동산 투

공급확대를 꾀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 및 지가상숭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홍인옥，

실제의 내용은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직·간

1988; 국토개발연구원， 1990; 고은아， 1993) , 1980

이들에 의한 주태

년대에

건설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그 기본적 방향이

들어서서는

공영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적용지역이었던 목동

1993). 1975년에는 주택촉진법이 개

의 경우， 토지의 취득에서 분양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

관리까지 국가가

개발의 전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공공

되었고， 1977 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

이 회수하여， 이를

하는 사업자들을 건설부장관에게 동록하도록 하

저소득층 주택건설에 사용하

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은아，

였으며， 78년에는 민간주태사업자의 주택분양시기

1993).

이같은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는 소형주택

가 건축공정의 20% 이상이 진행된 시접에서 가능

과 임대주돼 공급이 확대되었지만， 분양을 전제로

하게 되었다. 이 해 9월에는 지정업체 제도가 신설

한 주태배분은 참여가능성과 수혜대상의

되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건축공사 착공과 동

차원에

서 이전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전저축

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제도에

이처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규제가 뒷받침

가입하여

대부분의

되면서 1976년 하반기 이후 재벌기업들의 경쟁적

분양대열에

들어온 가구들 중

저소득 가구는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

제의 실시로 실제 주택분양가 부담능력이 없으며，

대부분은

국민주택 규모의 분양시에도 입주자 선정기준은

수익성을 고려해 임대보다는 분양올 통해 공급되

었다(장영희，

1980년대의 주태

대주택의 공급비중 증대 주거환경의 개선을 제시

가재정으로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

참여가 나타났고， 건설된 신규주택들의

1992).

법의 제정을 통해 주돼건설 확대와 가격 안정，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것

정되어 공공주택건설에

말 이후에는

정책 목표로서는 우선 1980년 12 월 택지개발촉진

달， 운용 둥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었다(서종균，

1970년대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있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

접적 재정 및 세제지원올 통해

하에서

은 중형 이상 평수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

이들의 제정목적은 무주택국민을 위한 계획성

던 당시로서는 국가의

주택정책

소규모 주택의 건설비중이 낮아지고 수익성이 높

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었다(국토개발연구원

1990) , 국가의 주택부

문 재정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공급확대를 추구한

적극적 조정과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전반적

동의

1993). 즉 분양은 주택

생산에 대한 투자재원을 수요자측에 의존하는 방

저축총액이

1987 ), 이는 공급측에서 본다면 초기

많은 자의

순으로 되어있다(이선우，

1985). 또한 주택구입시 융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자본만으로 주택건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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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은 능력이 보다 많은 가구를 우선하기 때

림 2> 에서는 이들 계층의 주요 거주지가 신규 대

문에，

단위개발지역으로

융자주택에

대한

실태조사(한국주택은행，

시작했음이

뚜렷이

드러난다.

1985) 를 보면 전체 도시근로자 가구의 28.0% 를 차

1980년대 전반에도 대단위 주택공급의 대부분

지 하는 소득 4-7분위 의 중산층 가구가 융자가구
의 56.1% 를 차지 한 반면， 7 1.8% 에

전이되기

은

달하는 소득

기존의

개발지역과

인근지역에

집중되었다.

1981-1985년 기간에는 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광

1-3분위 저소득층 가구는 43.9% 에 그쳤다. 공영개

발에 의하여 조성된 목동지구의 경우에도， 입주가

장동 일대， 용산구， 서대문구 등 강북지역에도 다

구들을 조사한 결과 하위계층 무주택가구의 주거

소 확대되었으나， 아파트 건설의 72.5% 는 강남구，

마련 보다는 상위계층과 중간계층 자가소유가구

서초구，

의 도시내 거주지 이동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

윤완섭，

타났다(홍인옥，

송파구，

강동구에서

이루어졌다(권오혁，

1991).

1988).
표

결국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주택정책은 안

7.

대단위 주택단지의 區別 건설추이
단위: 호

정된 소득구조와 보다 나은 주거환경요구를 가진

중간계층 이상 가구의 양적 증가를 기반으로 하

, ( )안은 중심건설지구

1~년대

1ffi'O년대

계

여， 재정 소요비용이 저렴한 이들 계층을 주요 공
급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신규 건설되는

주거단

지의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미래의 자본

강남t 영동)

32，αE 노원(상계)

송패잠실)

:J)，짧 송파{오륜，가락)

강동{둔촌)

역으로 대거 진입하게 되었다.

영등포(여의도)
용산(이촌)

2) 대단위

주거지역의

조성

æ，때

7J\t

않닮7

35,543

앓，4η 노원

61,423

15,æ4 양천(목동)
~，62Z 강동
14,æJ 강동{명일，고덕) '2A，αB 서초
5.:m 서초(서초，신반포) 15,481 양천

æ,947
æ,fXß

서초(반포방배 )'2A，fJT7 강남t 개포일원)

이득을 기대한 상위계층과 신중간계층은 이들 지

$1앉B 송파

자료: 손정목， 1990， 현대도시의 발자취， 일지사; 권오혁.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단위 주택지

윤완섭，

1991 ,

“서울시 아파트의 공간적 확산과 주

역 건설을 위한 택지마련은 기존 도시지역에서는

거지분화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

사연구회， 文學과 知性社; 조주현，

업을 통하여 외곽지역을 개발하거나
거주지의

재개발(이규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한국의 도시문제와 지역사회， 한국사회

및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

무허가 불량

대경제사회연구원， 에서

1991 ,

“신도시

주택문제 해소대책， 현
재구성

1989) 방식으로 이루어
1986-1990 에는

졌다. 주택단지 건설은 주로 거점개발 전략에 의
해 이루지기 시작했는데

:J),942

이전까지

건설된

아파트의

이는 먼저 공공부문에서

35% 를 상회하는 물량이 공급되었는데， 개발에 적

택지를 조성하고 일단

합한 부지확보가 어려워진 강남지역 등이 감소한

의 주택단지와 근린시설 등을 건설한 뒤， 이를 거

반면， 노원구 상계.중계지구에 주공 주도의 5만

점으로 민간 건설업체를 끌어들여 여타 주변지역

천여 세대， 도봉구 쌍문동 일대에 1 만 5천여 세대

의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대단위 주거지개발을 완

가 건설되었고， 양천구 목동재개발을 통해 2 만

결짓는다는 구도를 가졌다(고은아，

천여 세대가 신규공급됨으로써

1993).

4

6

새로운 중간계층

거주지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우선 1970년대는 한강 이남의 대단위 아파트단

고밀도

지 건설이 붐을 이룬 시기였다 .68년 동부이촌동

주택단지의

건설은

도시관리자들에게

에 한강아파트 지구가 최초로 조성된 이후， 71 년

택지 및 주택부족의 효과적인 해소방안으로 각광

에는 여의도 건설이 시작되었고， 74년 반포 방배

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구， 영동지구 건설로 강남개발이 본격화되었다.

낮은 외곽지역에 입지하고서도 그 근린효과와 집

건설업자들에는 지대가

1970년대 후반에는 잠실과 둔촌지구에도 대단위

적이익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고수익을

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 1980년 상위계층과 신중

올릴 수 있는 사업이었다(권오혁， 윤완섭，

간계층 거주비율이 높은 동을 나타낸 m 장의 <그

이후의 신규주택 공급은 단지형태를 지향하게 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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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로 인해 동질성을 지닌 주민들의 집락이

형성됨으로써(李珞錫，

이러한 주택요소 관련 고려항목 차이는 계층과

1980) , 주변지역의 성격은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게 구별된다.

물론 서울시의 주거지구조 전체를 개편하는 중요

주택가격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층은 종

한 결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로의 하위계층이고， 다음이 종로의 중간계층，월곡
동의 하위계층， 쌍문동의 신중간계층이며， 각 지역

3.

수요 측면의 동인

상위계층은 낮은 순위를 보임으로써

계층편향성을 지닌 주택정책과 공급체계에

소득수준과

의 연관이 높다. 주택의 규모도 원하는 규모의 주

의

이루어졌다는

택을 선택할 수 있는 비용지불 능력과 관련이 있

사실은 거주지분화를 형성할 일종의 ‘가능성’이며，

으므로， 대체로 상위계층에서 고려순위가 높게 나

개별적인 거주지분화의

타난다.

해 특정지역에

대량의

주택공급이

현상들은 이를 구체화하

는 수요과정을 거쳐 이룩된다. 제 3 절에서는 상위

표

계층 중심의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기 개발지

9.

지역벌 계충별 주택관련 요소의 고려정도

(괄호안은 순위)

역인 강남구 압구정 1 동， 신중간계층 중심의 신규
개발지역인 도봉구 쌍문 2동 도심 상업지구 구중
간계층 중심의 종로 1.27} 동 하위계층이 대표적인

주택요소

압구정동

쌍문동

주택가격

6.7(10)

6.8( 7)

τ2(

5)

6.S( 7)

종로

월곡동

성북구 월곡 3.4동을 대상으로 거주지 선택에 관

상위계층

6.7(12)

6.8( 9)

6. 1( 12)

5.8(10)

한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신중간계층

6.8( 9)

6.9( 7)

6.6( 5)

6.1(11)

구중간계층

6.s( 10)

6.4( 9)

7.4( 6)

6.6( 8)

하위계층

6.S( 8)

6.8( 9)

7.5( 1)

6.6( 6)

7.2( 6)

6.6( 12)

5.9(13)

5.7(12)

표

8.

지역별 계충구성
(단위: 명， %)

계층구성

압구정동

상위계층

잃

쌍문동

종로
찌 (

주택유형

월곡동

(313.3)

33 (12.0)

9.4)

6 ( 2.7)

신중간계층

104 (45.7)

1:않 (않9)

æ ( 9.4)

33 (15.이

구중간계층

3) (13.2)

æ (7.3)

1ffi (49.3)

19 ( 8.6)

하위계층

8 ( 3.8)

00 (21.8)

æ (31.9)

전체평균

W( 100.0)

275(100.이

213(100.0)

11없

선택의

(1)주택관련

m100.0)

6.8(11)

5.α12)

6.8( 9)

6.1( 7)

6.3( 6)

구중간계층

6. 1(13)

6.2(10)

6.1(13)

5.6(11)

하위계층

6.5( 9)

6.0(12)

5. 1( 13)

5.6(12)

6.8(11)

6.5(10)

6.2(12)

5.9( 11)

상위계층

τ3(

7)

6.9( 6)

6.α13)

6.2( 7)

신중간계층

6.6(10)

6.6(10)

5. 1(13)

5.9(12)

구중간계층

6.5( 9)

6. 1(11)

6.6(11)

6. 1(12)

하위계층

5.4(13)

6.2(11)

6.α12)

5.8(10)

자료:설문조사

고려요인

*( )안은 137~ 항목 중에서의 순위임.

요소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선택할 때에는 주택의 가

이에 비해 주택유형은 신규개발지역에 거주하

는 압구정동과 쌍문동의 상위와 신중간계층에서

에 주변환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원

1982 ),

7.S( 3)

7.2( 4)

주택규모

격， 규모 등 주택관련 요소를 먼저 결정하고， 이후
용，

7.S( 5)

신중간계층

(73.6)

자료:설문조사

1)거주지

상위계층

중요하게 여겨졌고

실제 조사결과 구중간계층 중심의 종로

종로와 월곡동에서도 신중간

계층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아서 아파트

와 하위계층으로 구성된 월곡동의 경우 주택가격

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주택규모， 주택유형
은 그 다음의 고려항목으로 드러난다. 이에 비해

(2)

압구정동은 주택가격보다 주택유형， 즉 아파트에

경제활동 관련

임지요소

경제활동 관련 입지요소는 도심상업지구 주변

의 거주를 ‘중요하다’의 범주로 고려하고 있다.

의 종로와 나머지 지역， 그리고 구중간계층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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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계층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

표 11. 근린시설의 고려정도
(괄호안은 순위)
종로

월곡동

교통/공공시설

τ4

( 3)

7.2 (5)

7.2 (4)

6.9 ( 2)

상위계층

7.5
7.5
7.1
6.5

(
(
(
(

7)

6.9 (7)
7.2 (4)
7.4 (4)
τ5 (3)

8.5
6.9
7.3
6.8

7.9
6.7
7.1
6.8

τ0(7)

6.6 (9)

6.5 (10)

5.9 (10)

7.2 (
τ1 (
6.5 (
6.5 (

6.7
6.6
6.0
6.8

7.4
6.1
6.6
6.0

6.5
6.2
6.0
5.8

표 10. 경제활동 관련 입지요소의 고려정도
(괄호안은 순위)
입지요소

쌍문동

압구정동

종로

압구정동

근린시설

월곡동

신중간계층

직장접근성

6.7 (12)

6.7 ( 8)

7.2 ( 3)

6.3 ( 8)

상위계층

6.8 (11)

6.6 (11)

8.3 ( 3)

6.2 ( 8)

신중간계층

6.6 (11)

6.8 ( 8)

6.7 ( 4)

6.1 (10)

구중간계층

6.7 (7)

6.4 ( 7)

τ4

( 3)

7.1 ( 4)

상위계층

하위계층

5.8 (11)

6.8 ( 8)

7.0 ( 3)

6.3 ( 8)

신중간계층

구중간계층
히위계층
상가/서비스

구중간계층

자료:설문조사

하위계층

가구주 직장과의 거리는 평균 9.3위의 낮은 순위

4)
2)
1)

8)
7)
8)
9)

썽문동

(8)
(11)
(12)
(7)

(2)
(3)
(7)
(4)

(7)
(7)
(10)
(10)

(
(
(
(

1)

3)
5)
2)

I

( 5)
( 8)
(11)
(11)

자료:설문조사

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압구정동의 순위가
의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장 낮았다. 이는 거주지 선정과정에서의 입지선

상가와 생활서비스시설의 경우 지역별로 상위

택시 자신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접근성보다는， 그

와 신중간계층의 고려순위가 높은 편이며， 압구정

지역이 거주지로서 가지는 환경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이 계층간 편차가 적으면서 평균 고려도가 다른

종로의 경우는 직

지역에 비해 높다. 이는 지역과 계층별로 차별적

장접근성이 ‘중요하다’의 7.2에 3위의 비중으로 고

인 소비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계층구성

려되고 있어서， 이곳 거주민들의 경우 도심인근지

에

구라는 특성을 거주지 선택의 주요인으로 삼고 있

상응하는 소비환경이

소비부문이

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조성되는 경향， 그리고

생활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과 연결된다 (Thrift，

계층별로 보면 종로 이외에도 각 지역의 구중간

1982;

백욱인，

1991).

실제로 압구정동에는 고급 소매점이나 각종 서비

계층은 직장과의 거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

스시설이 경관상으로도 다른 지역과 구별될 만큼

는데， 지역마다 일상과 관련된 상업과 서비스활동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일정정도 이상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m 장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이들의 거주지
표

분포가 비교적 고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거주환경

12. 환경쾌적성의 고려정도
(괄호안은 순위)

환경

관련요소

각종 물리적 하부시설과 사회적 환경， 특히 교

녹^V공원

압구정동

쌍문동

종로

월곡동

6.9 (8)

7.3 (4) 7.1 (6)

6.6 ( 6)

육， 교통， 의료와 같은 핵심적 재생산 수단의 보유

상위계층

7.1 (9)

7.3 (5) 7.6 (6)

6.8 ( 4)

혹은 접근성 여부는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신중간계층

6.5 (12)

7.1 (6) 6.1 (7)

6.7 ( 4)

생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기회 전반에 영향을

구중간계층

7.1 (2)

7.5 (2) 7.4 (4)

6.7 ( 7)

미치는 (Saunders，

하위계층

6.9 (3)

7.7 (2) 6.5 (8)

6.6 ( 7)

7.4 (2)

7.6 (1) 7.7 (1)

7.1 ( 1)

1984)

매우 중요한 거주지 구성

요소이다.

조용/깨끗함

교통과 공공시설의 경우 계층별로 뚜렷한 선호

상위계층

τ7

(3)

7.6 (1) 8.6 (1)

6.8 ( 3)

패턴은 보이지 않지만 전반적인 고려순위가 높다.

신중간계층

7.3 (3)

7.5 (1) 7.5 (1)

7.1 ( 1)

이는 중하위계층의 경우 통행을 위한 대중교통에

구중간계층

6.9 (3)

7.9 (1) 7.9 (1)

7.7 ( 1)

의 접끈성이 문제시되며

하위계층

7.8 (1)

7.8 (1) 7.2 (2)

7.1 ( 1)

자가용을 보유한 중간계

층 이상의 경우에도 도로망과 같은 하부시설의 편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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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쾌적성 여부는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가장 순위가 높으며， 압구정동과 종로， 월곡동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접수와 순위를 나타냈다.

지역내의

‘조용하고 깨끗한 거주환경’은 소음과 인구이동을

월곡동의 순위가 가장 높은데， 이는 인근의 돈암，

유발할 시설물이 없는 주거기능 중심의 주택가를

길음동 불량주거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거주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환경이 열악한 월곡동과 종로에서도 쾌적한 거주

대한 고려는

거주환경을 이루는 주요 요소인 이웃주민에 대

환경이 입지선태에서의 중요요소라고 답하였다.
교육환경은

편차가 크다. 발전전망에

해서는 전 지역과 계층에서 자신과 비슷한 소득계

압구정동의 경우 1 위였으며， 쌍문

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런데， 압구정동은

동의 상위와 신중간계층 종로와 월곡동 신중간계

유사한 계층을 선호하는

층의 경우에도 ‘조용하고 깨끗한 거주환경’ 다음으

며， 다음은 쌍문동

로 중시된 요소로

가장 낮은 7 1.8% 를 나타내었다. 즉 상위와 신중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80.7% , 월곡동 73.8% , 종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단위의 학군제가 실시

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되는 경우 양질의 교육은 일종의 희소자원이 되며

동질적인 신규개발의

(Johnston, 1982) , 따라서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계

욱 자신과 유사한 계층의

층 혹은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 거

나타났다.

주지에 대한 경쟁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교육에 의

이상에서

비율 85.2% 로 가장 높으

주민구성이 상대적으로

아파트단지 지역일수록 더
이웃을 원하는 것으로

거주환경 요소별로 거주지분화와 관

해 자신의 지위를 획득한 고학력 화이트칼라， 전

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

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자녀 교육환경을 거주지선

였다.

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이
며，

자신과

다. (Scott,

동질적인

1988)

근린을

따라서

있으

먼저 주택요소와 관련해서 이미 아파트 단지에

한

거주하고 있는 압구정동 거주민과 쌍문동의 상위

선호한다고

압구정동 둥 강남과 서

와 신중간계층이 주택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

초구 일대는 8 학군에 대한 다소 과장된 선입견이

타났다. 이는 모든 계층에서

동질근린 선호도가

이들 계층의 거주지이동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높다는 사실과 맞물려， 유사한 계층끼리

했던것으로 볼 수 있다.

이루는 대단위 주택지역을 축으로 거주지분화가

집락을

일어나게 된 주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주택가격
표

13.

둥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맞추어 거주

교육환경의 고려정도
(괄호안은 순위)

교육환경

압구정동

지역전체

쌍문동

종로

월곡동

l
I

지를 선택해야 하는 하위계층의 고려비중이 높았

으며， 이는 이들 계층의 거주지를 저가 주택지역
에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활동 관련요

7.6 ( 1)

7.4 ( 2)

7.3 ( 2)

6.8 (3)

상위계층

7.9 ( 1)

7.6 ( 2)

8.1 ( 4)

5.5 (11)

소에 대해서는 자영업자가 주류를 이루는 종로와

신중간계층

7.5 ( 1)

7.4 ( 2)

7.0 ( 2)

6.7 ( 2)

각 지역 구중간계층의 경우에 높은 순위를 보였는

7.2 ( 3)

데， 이는 서비스와 판매활동이 도심상업지구에서

6.8 ( 3)

활발하지만 동시에 서울시 전역에서 일정수준 이

구중간계층

6.7 ( 4)

7.3 ( 3)

7.5 ( 2)

하위계층

6.9 ( 4)

7.2 ( 5)

6.9 ( 4)

자료:설문조사

상 이루어진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들의 비교적 고
른 분포를 설명해준다.

‘거주지로서의 좋은 이미지’와 ‘앞으로의 발전전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거주환경 요

망’은 현재의 일상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지

소는 대체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조용하고 깨끗

역이미지는 지역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며，

함， 교육환경， 교통과 공공시설로 나타났다. 따라

거주지가 지위의 척도화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

서 이들 거주환경에 대한 선호에 계층차별이 없음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에도 거주지분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거주지분

지역이미지는 신중간계층 주택지역인 쌍문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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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계층별 선호의 차이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

2)

향을 나타낸다.

며， 오히려 양질의 거주환경이 비용지불능력의 정

월곡동은 인근 주택지역과 신규개발지역으로의

도에 의해 순차적으로 획득되는 과정이 분화의 보

이주계획이 각각 50.0% 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중

다 큰 결정력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

간계층은 18.8%만이 인근 주택지역을 이주 대상

라고 볼 수 있다.

으로 하는데 반해， 하위계층은 62.0% , 구중간계층

은 42.9% 가 인근 주택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2)

지역계층별 거주지이동

답하였다. 특히 하위계층은 이 지역에서

비교적

다음은 계층별 거주지분화의 방향을 예측해보

적은 비용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고 대중교통이

기 위하여， 각 지역별 계층별 이주 계획지를 살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다가， 활동기반 移轉에

보았다.

따른 사회적 비용 소요측면을 고려하여 단거리 이

압구정동의 경우는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주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다음으로

의 압도적 다수인 92.3% 가 강남구와 신도시 의 신

신도시와 경기도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주택마련

규개발 아파트지역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답하였

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쾌

다. 상위계층은 강남중에서도 압구정동 및 가장

적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형성된 주택단지인 수서， 개포동으로 이주
하려는 가구가 많았고
도시로의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동의 이주계획지

신중간계층은 분당 동 신

이주가구가 상위계층에

역은 기존 거주지와 인접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

비해 상대적으

고 있다. 그런데， 계층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로 많은데， 이들은 보다 저렴한 주택가격 및 문화

살펴보면 압구정동과 쌍문통 신규개발 아파트지

와 체육공간을 신도시에의 이주 이유로 꼽았다.

역

쌍문동은 신규개발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가구

뿐만 아니라 종로， 월곡동에서도 상위계층은

강남지역 동 상위계층 우세의 신규개발지역으로

가 71 가구로 전체의 85.5% 이다. 이중 도봉/노원으

이주하려는 성향이 크며

로의 이주가 27 가구 (32.5%) 로 가장 많고， 특히 하

여타 신중간계층 우세지역으로의 이주율이 높다.

위계층은 61.2% 가 도봉/노원지역으로

이주할 것

이에 비해 쌍문동， 종로， 월콕동의 하위계층과 대

이라고 대답하여 지역내 이주의 비율이 월둥한 것

부분의 구중간계층은 인근지역으로 이동하는 비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계층은 66.7% 가 강남

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계층별 이주 경

신중간계층은 신도시와

구 상위계층 우세의 신규개발지로 이주예정이다.

향 차이는 형성된 공급의 틀에 의해 크게 영향 받

신중간계층도 쌍문동 둥 도봉구의

은 것으로서， 거주지의 선택이 기존의 계층별 거

이사하겠다는 경우가 상위계층

아파트단지로

16.7%

보다는 많

아 30.6% 정도이나， 목동， 강남， 잠실， 신도시

주지분화 질서 유지와 강화의 방향으로 이루어지

등

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생활 편의시설과 교육환경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여타 신규개발 아파트지역으로 이주하는 비중이

55.4%를 차지한다.

v.

종로는 전체가구의 46%(987} 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주율이 매

본 연구는 서울시의 계층별 거주지분화를 야기

우 높은 편이다. 이곳 주민들은 신규개발지역으로

한 원인으로서

옮기기 보다는 도심상업지구 및 인접한 기존 주택

계층편향적인 주택공급의 측면이

일차적인 조건을 형성하였고， 그 틀 안에서 수요

가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74.5% 에 이르는데， 이는

측면에 의해 실질적으로 분화된 구조가 이룩되었

이들이 중시하는 직장접근성과 교통， 주택가격이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종로에서도 상위계층은

결 론

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5

먼저 1970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서울시의 계

가구 중 117} 구 (73.3%) 가 신규개발 아파트지역으

층별 분포 추이를 살펴본 결과

로 이주할 계획이어서 역시 계층선별적인 이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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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의 진전에

서울市의 社會階層別 居住地分化에 關한 맑究

따른 기술적 분화와 조직의 전문화가 빠르게 일어

의 차이가 거주지분화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상위

남으로써 신중간계층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등 계

와 신중간계층이 주택유형

층구조 자체의 변화가 있었고

변화한 주택수요에

구중간계층이 직장과

의 거리를 중시하는 경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대

재편되었다.

단위 아파트 중심 지역에서의 상위와 신중간계층

1970 년대에는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을 유도한 한

의 높은 거주비중， 도심상업지구 인근에서 구중간

대응하는

과정에서

거주지구조가

강 이남의 대단위 거주지개발 지역을 중심으， 상

계층의 거주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설

위계층과 신중간계층의 지역적 구성비가 높은 동

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하위계층은 주택가격 요소

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를 여타 계층보다 중시하고 있어서， 거주 가능지

각 계층간의 분리정도

도 이와 관련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0 년대에

역이 제한적일 수 있음이 나타났다.

도 기존 대단위 거주지역과 신규개발지역을 중심

또한 일단 형성된 거주지분화의 구조는 상당기

으로 신중간계층과 상위계층 구성비가 증가하는

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

추세는 계속 이어져

이주성향을 조사한 결과 개별수요의 선택이 이미

이들의

1990년에는 1970 년대 말까지

비중이 높았던 구주택지역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졌다. 구주택지역에는 공엽
지역

인근과 신규개발지역의 외곽에서

하위계층

형성되어

있는 거주지구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

며， 계층별 거주지분화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구중간계층 거주비가

본 논문은 계층편향성을 띠는 주택정책이 실제

높은 편이나， 신규개발지역에 비해 거주지의 분화

개별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정도가 약하게 나타난다.

부족하고， 각 계층의 선호나 거주요소에

의

비중이

높고， 도섬에서

이러한 서울시의 거주지분화는 주택공급의 측

식이

거주지역의

영향을 받아 지역적인

대한 의

차이가

면에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동

은 주택부문에 대한 공공투자를 최소화하면서， 동

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

시에 한정된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통한 대량공급

완， 그리고 계층구조와 거주지분화 상호작용의 반

을 그 기조로 하였다. 따라서， 이윤추구를 목적으

대측면， 즉 거주지분화의 지속이 계층질서 자체의

로 하는 민간 건설부문의 확대가 유도되었고，

유지에 관계하는 측면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

태건설의

財源을 수요자측에

주

겨놓으면서 이 논문을 끝맺고자 한다.

의존하는 분양이라

는 방식을 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핵심적 성장
계층으로 등장한 신중간계층과 상위계층이주택공
급의 주 대상이 되었으며

해

<

註 >

집약적 대량공급을 위

태지마련비용이 저렴한 외곽이었던 1970년대

1)이들은 중분류상 01-19 의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

영동， 여의도， 반포， 잠실， 둔촌지구， 1980년대 상

사자， 30 사무원감독자， 31 정부행정공무원， 35 운

계， 목동 등지에 상위와 신중간계층을 선별하여

수 및 통신사업감독자， 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

재배치한 결과로 귀결되었다.

무 및 관련직 종사자이다.

다음은 개별 수요의 측면에서 거주지분화에 작
용한 부분을 보기위해

계층의

2) 거주지분화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은 여러 사회

거주환경요소들에 대한 각

경제적 변수들을 투입하여 요인분석 기법을 이용

선호와 고려비중을 조사한 결과， 계층과

하는 등 분화의 패턴을 규명하거나， 수요자의 선택

지역별로 차이없이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과 교육

과 관련한 행태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질을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들로는

양질의 환경에 대한 비용지불능력이 있는 계층부

소유관계를 변수로 분화패턴을 다룬 김인， 박영규

터 보다 상위의 거주지를 획득하는 과정이 거주지

(1 984) , 직업별 탁월 거주지역 분포를 연구한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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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sidential Segregtion of Social Classes in the City of
Seoul
Kyungsun Doh*
Summary
Residential segregation can be seen as the spatial manifestation of uneven distribution of such
important scarce resources as housing and residential environmemt. This paper aims to c1 arify the
factors of residential segregation of c1 asses on both the housing supply side and the demand side.
For the preliminary research , four social c1 asses of upper, new-middle , traditional-middle , and
lower c1ass had been categorized by the occupation , job status , and average income of the
residents. The major findings are summed up into the follwing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growth of the new-middle c1 ass in 1970’s and 1980’s as the result
of rapid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division proceeded from the industrial evolution. Also the
residential structure has been under conspicuous changes during the period. In 1970' s , in the area
of large-scale housing development , the percentage of upper and new-middle c1ass residents has
risen notably , thus increasing the level of segregation indices of each c1 ass and between c1 asses
throughout Seoul. The trend of 1970 ’ s continued in 1980 ’ s as the proportion of new-middle and
upper c1ass residents increased around the already established housing development area , and also
in other newly developed areas.
The residential segregation of Seoul has been caused primarily by the housing policy which can
be stated as ’ the least public investment in housing sector, and large-scale housing supply
through intensive use of limited land'. In this respect, profit oriented private construction sector
has been incited by policy , and the installment housing sale system which relies mos t1 y upon
consumer side in providing construction expense has been adopted. In consequence, the
new-middle c1ass which appeared as the core growing c1 ass , and the affluent upper c1ass has been
selected as the main housing supply target. With the establishment of large-scale apartment
housing district, the outcome was the selective allocation of upper and new-middle class to the
newly developed areas.
Then to consider the residential segregation from the housing demand side , prefernce over the
componen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have been inquired of four c1asses. Among those found are
the following. First, ’ quite and c1ean environment' and ’ good educational environment' were
identified as crucial components indiscriminate of classes. This implies that acquisition process of
qual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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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explains the high composite ratio of upper and new-middle class in the large scale housing
development area , and the relative high ratio of traditional-middle class in the urban commercial
district though the ratio variance throuhout the city is the least of all classes.
Once established, segregated residential structure is very much likely to persist for a long
period. The investigation of migration plan shows individual decision making is strongly
in f1 uenced by the current residential structure, and as the result , it acts to maintain the residential
segregation of classes.

Key words

social class , residential segregation , large-scale housing development, newly
developed area, components of residential environ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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