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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기법을 이용한 주택의 미래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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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불확실성의 증가는 다양한 성향의 미래연구 확산을 가져오고 았다. 본 연구는 미래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주택의 미 

래트렌드와 이슈를 분석하고， 핵심영향변수를 도출하여 주거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주거의 미래 시나리오는 

‘전통적 주택문제의 지속과 점진적， 대안적 주거문화’ , ‘사용가치 중심의 대안적 주거문화의 확산’ , ‘이중도시의 형성과 사 

회적 주거지 분화의 섬화’ 동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주요어 : 미래연구， 미래연구방법론， 주택문제， 주택의 미래와 시나리오 

Abstraα : Based on complex and fuzzy reality, futures studies and futures-thinking in various ways may be 

expanding. On the basis of Futures Research Methods including futures wheel, DHP, AHP, CIA, scenario technique, 

this paper investigates future trends and issues of housing, influential factors that determine future of housing in Korea. 

The future scenarios consist of three typology, i.e., ‘continuance of traditional Korean-style housing problems' ’ 

‘diffusion of alternative housing cultures focused on use value' , ‘emerging of dual city and deepening of social 

segregatlon’ 

KeyWords: future studies , futures research methods , housing problem, future scenario of housing in 

Korea 

1) 본 연구는국토연구원에서 발주한 『주거분야의 미래이슈도출과 시험예측~(2009) 연구용역 결과의 일부를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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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기법을 이용한 주택의 미래분석 

1. 서 론 

한국은 오랫동안 아파트중심의 주택문제， 특히 

주택가격 문제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 

으며，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다루면서 경제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주거양식과 주택문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 

인가는 확신할 수 없다. 때문에 최근 국내에서 활 

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미래학적 관점에서 주거의 

미래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환경적 위험의 

증가， 경제의 세계화 심화에 따른 세계경제체계적 

위험의 증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국제이동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대응위험의 증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불 

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웅하기 위한 미래연구가 

국가차원이나 학문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주택문제의 중요성에도불구하고국토공 

간이나 주택분야의 경우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책 

비전 제시차원을 제외하면 미래연구방법론을 사 

용한 미래예측 연구가드문 편이다. 이에 본 연구 

는 미래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메가트렌드에 기 

초한 주택분야의 미 래트렌드와 이슈를 도출하고， 

미래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를 분석하여 

미래의 주거시나리오를 구성하파 한다. 

2. 미래연구 현황 

전문적 미래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근대의 성립 

과 더불어 비교적 일찍이 요구되었다. 일찍이 19세 

기 중반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F. Lìst)는 미 래에 

초점을 맞춘 과학적 학문분야가 필요함을 주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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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0세기 벽두에 Wells 역시 이러한 주장을 하 

면서 대학에서 미 래학을 위한 전문 교수가 필요함 

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는 미래에 대 

한 학문적 연구 및 교육과정은 본격적으로 출현하 

지 않았고， 이후 연구가활발해지면서 현재는안정 

적인 정규 학문 및 과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지 

만연구대상과범위，미래학의 정체성을놓고여전 

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Tiberius ， 2010). 

미래연꾸범위와 미래연구자들의 유형을 구분해 

오고 있는 Marien(201O, 2002)은 미 래 연구자를 나 

이스비트(Naisbitt)와 같은 대중형을 포함하는 주 

류미래연구자， 드러커 (Drucker)와 같은 공론형(서 

재형 , Closet Futurist)을 포함하는 비주류미 래 연구 

자， 미래관련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비미래주의적 

미래연구자동크게 3개 범주 12개 유형으로구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유형을 문화， 입장， 스타 

일， 공동연구 여부， 시간적 범위， 전문성， 이데올로 

기， 정체성， 이론적 기반， 연관성， 엄밀성， 참여도 

등의 127R 판단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만큼 마 래관련 연구자와 연구 성향은 아주 다 

양하다고 할 수 있다. 미 래 연구는 futuristics , 

futurology , futuring , futurism , futuribles , futures 

studies, foresight , forecast , futurist 등 아주 다양한 

용어가 시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futures 

studies’ 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정 

보화사회진흥원， 2009). 

연구성향과 용어의 다양성은 그만큼 과거처럼 

고정관념에 입각한 연구와 대응이 아니라 적기의 

유연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세계로 진입하였다는 

것을보여주는것이며，개인，사회，국가모두가이 

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미 래의 불확실성 증가 및 세계적 규모의 경쟁 

심화와 더불어 변화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빨라 



지면서 급변하는 미래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웅하 

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은 우선적인 과제로 부각 

되었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 

로코 등의 저개발국도 정부차원의 전문미래예측 

기관과 연구를 수행하면서 현재 약 50여개 국가에 

서 국가차원의 미래종합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국 

내외 주요 미래연구기관을 정리한 것이 〈표 1> 이 

다(유엔미 래포럼 , 2007; 박영숙， 2008). 

일반적으로 미래연구는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줄 현재의 트렌드들을 추적한 후 그 분석에 기초 

하여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큰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개연성이 높은 복수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새로이 출현하는 사회구조를 밝힘으로써 능동 

적 · 창조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연구이다.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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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종류는 크게 국가전략 수립을 전제로 10년 

내외의 미래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Future 

Research와 전략이나 정책의 수립을 전제하지 않 

고 20년 이상의 미 래를 연구하는 Future Studies로 

구분한다(황주성 , 2009). 

최근 미래연구의 대상 및 방향과 관련하여 환경， 

교육， 에너지자원， 정보통신기술， 사회정의， 여성 

의 지위， 세계거버넌스， 평화 등의 문제에 대한 대 

안적 미래를 추구해야 하며， 현재 상황이 어떠하 

든 긍정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미래세계상(images 

of future worlds)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 

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 실천론적 

사고도 대두하고 있다(Bell ， 2005). 사회경제의 복 

잡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는 미래연구 대상을 계속 

해서 확장시키고 있다. 미래연구 유형을 분류한 

[표 1 ] 국내외 미래연구 주요 기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 (National Intelligence Councll) 
싱가포르 | 국가전략시나리오기획청 

스웨덴 
미래전략청 

유엔 The Millennium project 
(The Secretariat for Futures Studies) 

미래위원회 (National Futures Commission), 
OECD 

국제미래기구 
호주 

I 202'0 호주미래최고회의 (International Future Programme) 

미래상임위원회(the Finnish Futures Res. 
핀란드 I Centers. Turku School of Econ. and EU I FSU(Forward Studies Unit) 

Business AdmJ 

미래기획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과 
영국 

미래전략청 
한국 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미 | (PMSU:Prime MlIllster’ s Strategy Unit) 

래학회， (사)유엔미래포럼 

이보 
근」 

| 경제재정자문회의， 과학기술학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소 

기타 세계 미 래 회 의 (World Future Society) 

·프랑스:미래학사이트 
·일본:노무라연구소 

캐나다 l 국가정책전략청(PRI)， 국가연구위원회(NRC) 학계 I'~ | 민간연구소 Consulting(SRIC-B), Global Business 
Network(GBN), 테크놀로지리뷰사， 테크캐스트 

• 영국: 델타스캔， 시그마스캔， 첼린지포럼 

출처 : 정보사회진흥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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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n(2002)은 주요 연구범주로 147R를 꼽고 있 

고， 미래연구를주도하고있는유엔밀레니엄프로 

젝트는 가장 중요한 포괄적 과제 (global 

opportunities)로 157R를 들고 있다. 이들이 공통 

적으로 꼽고 있는 미래연구의 주요 대상 또는 영 

역은 지속가능한 발전， 과학기술， 에너지， 세계화 

와 글로벌 이슈， 민주주의와 다양성， 생태환경， 건 

강과 복지， 윤리와 가치， 도시화와 지역문제， 평화 

와 전쟁 등이라고 할 수 있다(Lombardo ， 2006, 표 

2 참조). 

미래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주 

목하고 있는 미래 사회경제 나아가 인류에 커다란 

영향을 lJl칠 메가트렌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 

경제， 정치 등각부문별로주요트렌드를도출하 

는 방향파 향후 인류가 직면하거나 극복해야 할 과 

제를제시동}는방향， 예측하고자등}는특정 시점의 

인류의 생활상을 전망하는 방향， IBM의 도시미래 

기술과 111 래상 연구처럼 특정 부문에 집중하여 미 

세계의 미래상 
(World Futures) 

글로벌경제 
(The Global Economy) 

세계의 지역과 국가(World 

Regions and Nations) 

국방과 군축 (Defense 
and Disarmament)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ility) 

환경문제 

(EnvironmentalIssues) 

식량과농업 
(Food and Agriculture) 

범죄를포함한사회와정치 
(Society and Politics) 

일을포함한경제와도시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과학과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미래구축방법 
(Methods to Shape the 
Future) 

[표 2] 미래연구의 주요 대상 

세계적 · 장기적 관점의 정책구상(Increasing acceptance of globallong-term 
perspectives in policy making) 

윤리적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발전(Encouraging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thical market economies) 

유망한 우주프로젝트의 추구(Pursuing promising space projects) 

세계평화와 안보전략의 출현(Emerging strategies for world peace and security)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대체에너지 자원의 개발(Developing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 

인구성장률 감소(Reducing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네트워크， 분산화 방향으로 제도의 진화(Improving institutions) 

의 경제자율성 증대(Increasing economic autonomy of women and 

민주주의 의 확장(Transforming authoritarian regimes to democracies)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 잠재력과 확장(Expanding potential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breakthroughs) 

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의 수렴확장(Globalizing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새로운 사고 반직관적 사고에 대한 탐구 장려(Promoting inquiry into new ideas and 
sometimes counter-intuitive ideas) 

출처 : Lombardo(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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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경제이슈， 정보기술을 포함하는 과학기술 발 

전과 관련된 이슈， 글로벌화의 진전과 관련된 이슈，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때|너지 문제와 관련된 이 

슈， 사회공동체 혹은 사회구조와 관련된 이슈 도출 

地理學論輩 제55， 56 합본호 (2010.9.1) 

개인주의， 양극화， 고령화， 가족개념의 확대， 인구구조 

의 변화， 네트워크 사호1. 실버산업， 프로슈머， 글로벌 체 

제， 디지털 혁명， 인공지능， 유전공학， 에너지 문제， 환 

경 파괴， 테러， 질병 키워드로부터 연결도 분석을 통해 

인구， 디지털혁명， 환경파괴， 양극화， 글로벌체제 등의 

핵심이슈도출 

〈그림 1) 미래전망 공통 트렌드와 이슈의 도출 
출처 : 이정원외(2007) 

래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의 연구는 주로 기존 미래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해서 핵심트렌드와 쟁점을 도출하여 미 

래를 예측하는 2차적 방볍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 

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각종 미래전망 보고서 

를 토대로 한 메타분석을 통해서 미래 사회경제 변 

화의 대표적인 트렌드로 글로벌화의 심화， 인구구 

조의 변화， 사회적 양극화， 디지털혁명의 지속， 에 

너지위기 및 환경문제를꼽았다. 대표적인 미래학 

저널인 ‘Futures’ 에 2000년 이후 게재된 논문의 제 

목과 요약에 나타난 단어분석(Theme Map)과 미 

래전망 키워드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쟁점을 도출하였다(이정원외， 2007 ， 그림 1 

참조). 

이러한미래연구또는미래예측을위한방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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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전략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였던 시나리오기 

법과 델파이 조사에서부터 역사적 유추법， 계량경 

제학적 방법에 이려까Àl 매우 다양하며， 연구자 

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표 3 참조). 

현재 가장 폭넓게 미래연구방법론을 집대성하고 

있는 것은 밀레니엄프로젝트의 보고서이며， 2009 

년 3판을 출간하는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론 

을 수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 에서는 각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개념， 가정 및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 

다.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보고서에서 Glenn(2003) 

은 미래예측 방법을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어떤 것 

인가에 대해 연구하는 규범적(normative)인 것， 무 

엇이 가능한 미래인가에 대해 연구하는 탐색적 

(exploratory)인 것， 정량적 인 분석방법과 정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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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기법 

텔파이조사 

브레인스토밍 

비전수립 

역사적 유추법 

출처 : 이정원외(2007) 

[표 3] 미래예측 및 전망기법 

• 제2차 세계대전시 미군이 적군의 공격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 
• 민간기업의 기업경영에 도입 확대 

-1948년 랜드社(Rand Corporationl 헬머(Helmer)가 고안 
• 국가방위 기술수요예측과 사회기술 발전추세예측 등 긴급한 국방 및 사회문제에 관한 집단 
의견 수집 방법으로 연구개발 

• 소그룹을 구성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새로운 아이띠어를 창출 
• 아이디어 창출， 문제해결 방법 아이디어 매핑 등 땅법 적용 

• 개인 또는 조직의 원하는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비전 창출 
• 과거， 현재 사건 분석에서 시작하여 미래 전략 방뱀 도출(목표수립 등) 

• 과거 역사적 모습이나 현상과 작용하던 힘이 미래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과거의 연장 또는 연속선상에서 미래 예측 

[표 4]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미래연구방법론 구분 

i ?없?섯짧썩 ; ; 훨활뿔챙 ‘ 쌀썩藝썰 ι 
에이전트 모텔링기법(Agent Modeling) × 

다층인과분석 법 (Causal Layered Analysis) × × 

교차영향분석 (Cross-Impact Analysis) × × 

의사결정 모댈링기법(Decision Modeling) × × 

델파이 기 법 (Delphi Techniques) × × × 

계량경제통계 모댈링기법 
(Econometrics and Statistical Modeling) 

× × 

환경 스캐닝 법 (Environmental Scanning) × × 

필드 변칙완화 기법 (Field Anomaly Relaxation) × × 

퓨처스 휠(Futures Wheel) × × × 

천재적 예측 비전 직관적 통찰법 
× × × 

(Genius Forecasting, Vision, and Intuition) 

상호작용 시 나리오기 법 (Interactive Scenarios) × × × 

멀 티 전망기 법 (Multiple Perspective) × × × 

참여방법 (Participatory Methods) × × 

관련 나무와 형태학적 분석법 
× × 

(Relevance Trees and Morphological Analysis) 

로드맴 기 법 (Road Mapping) × × × 

시 나리오(Scenarios) × × × × 

시율레 이 션 게 임 법 (Simulation -Gaming) × × 

미래예측인텍스 기법 (State of the Future Index)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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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석방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미래예측 방 

법론을 〈표 4)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밀레니엄프로젝트 미래연구방 

법론들에 대해 Aaltonen and Barth(2004)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략적 관리영역의 사고 

를 지배하고 있는 공학적 접근과 체계적 사고라는 

축， 아직은 널리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연구의 

보완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수학적 · 사회적 복잡 

성을 나타내는 축으로 구분하여 크게 4개 유형으 

로 미래연구방법론 속성을 분류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출처 : Aaltonen and Barth(2004) 

〈그림 2) 미래연구방법론의 속성 구분 

과학기술， 에너지，환경 등다른미래연구분야에 

비해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미래연구방법론을 사 

용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게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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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lenn(2003) 

고 있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국토공간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제시 연구가 많다고 할 수 있 

다. 미래연구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로는 글로벌 시 

티 2030(ULI , 2005) , 스마트시티의 비전(Dirks and 

Keeling , 2009) , 필드 변칙완화 기법을 이용한 도 

시의 미래상(Stephens ， 2006) , 국토대예측연구(이 

용우외 , 2009) 등을 꼽을 수 있다. 

주택분야의 미래에 대한 연구는 미래연구기법을 

이용하기 보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미래 주택정책 

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 

요 연구로는 영국의 주택 여건 및 주거환경의 개선 

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영국 

행정자치부 발간의 보고서(DCLG ， 2007) , 주택 및 

근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주택의 건축 기준 

을 제시하는 영국의 건축 · 주거환경위원회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1t 

environment, 2008) 보고서， 20년 후의 주택에 대 

한 전망을 제시하는 연구(Richard Hodkinson 

Consultancy, 2000) , 2025년의 주거 미래에 대한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제 

언을 제시하는 호주 주택도시연구원(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2005) 보고 

서， 미래주거의 3대 미션으로주택소유증진， 커뮤 

니티 발전 지원， 차별 없는 적정주거 접근성 제고 

를 제시하고 있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전략계 

획(HUD ， 2006) , 2050년을 기준으로 주요 쟁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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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거양식의 미래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본 

도시주택학회(2005)의 연구 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의 미래에 대한 국내종합 

연구로는 『미래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주택건 

설 방안 연구J (국토해양부， 한국주거학회， 2008) 

『도시공동화 방지 및 직주근접을 위한 신주거형 

주택모델 개발 연구보고서J(건설교통부， 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 2005) , ['21세기 주택 기획연구』 

(대한주택공사， 1999) 등이 있다. 

3. 주거분야 트렌드 및 이슈 분석 

국토연구원의 국토대예측연구(2009)에서 분석한 

메가트렌드(정치， 경제， 환경 · 자원， 사회 · 문화， 

과학기술의 5대 영역)를 기초로 퓨처스 휠(Futures 

Wheel) 기법을 이용하여 각 메가트렌드들이 가져 

오는 서브트렌드와 그 결과를 도출하여 주택 및 주 

거 분야의 미 래 경향을 도출하였다(그림 3 참조). 

퓨처스 휠 기법을 이용하여 구조화된 메가트렌드 

와 도출된 영향을 정리하여 상호관계를 파악하면 

〈표 5) 와같다. 

주거분야의 미 래 이슈 도출은 우선적으로 퓨처 

§ 

스 휠을 통해 밝혀낸 주거분야의 영향들을 주거의 

하위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주거 분야의 하위 특 

성은물렌적 측변인 〈주택 유형)， (주택 업지) ，사 

회 · 문화적 측면인 〈주거양식 · 문화)， (주거 갈 

등) , 경제적 측면인 〈주택 시장) , 정책적 측면인 <

주거 복지〉의 구분을활용하였다. 

주거의 하위 특성에 따라분류한주거 분야의 영 

향들은 ;각각의 방향성을 구분하여 상호간의 동질 

성 및 영힐t을 분석한다. 통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 

는다수띄 영향을통해 해당하위 특성의 미래 트렌 

드를 예측하고， 이 때 다수의 영향이 해당하는 방 

향을 1차적으로 모두 트렌드의 후보로 도출한다. 

예를 될어， (주택 유형〉 분야의 경우 초고층 주 

택， 도심형 고급주택， 전원주택， 에너지 절약형 주 

택， 의료형 주택，교외 실버타운등현재에 보편화 

되지 않았거나，도입되지 않은주택 유형이 미래에 

출현할 껏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유형 

의 다양화’ 를 트렌드 후보로 선정하는 것이다. 반 

면， 초고층 주택의 확산， 도심형 고급주택 보급 등 

의 영향응을 통해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가 증가할 가 

능성과 고층 건물에 대한 기피， 공동주택에 대한 

기피 등씌 영향으로 인해 초고층 아파트의 선호가 

풋
 

앨렐 

〈그림 3) 퓨처스 휠 기법을 이용한 주거분야 미래전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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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메가트렌드가 주거분야에 미치는 영향 

경제: 

경제의 자본의 
글로벌화 국제적이통 

정치· 

정치의 

다극화 
:다셔 I JJ!.뉴략L 

지구온난화 
질병증가 

환경·자원 

지구옹난화및 
’ L!.-t.:.!.-'"1, 전원주택 자원부족 환경파괴 

주거환경 선호 

에너지 자원의 
대체에너지의 개발 에너지 절약형 주택 

고갈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령화 수요증가 

인구. 
1인가구의증가 

저출산및 
• 1 -, j -'~~1 

고령화 

저출산및 인구감소 

사회·문화. 

가치관및문화 
| 문화의다양화 

의다양화 

잎
야
 
밸
 

0-

토
O
 스
콘
 

교
 
기
 

옹라인활동의증가 
독립형 주택 (Cocoon족) 

과학기술의 
융합화 

과학기술: 

과학기술의 

발달과융합 

IT기술의 발달 

친환경주택 

감소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초고층 

아파트의 증가 / 감소’ 는 이슈 후보로 선정하는 것 

이다. 

하위 특성별로 선정된 주거 분야의 트렌드와 이 

슈 후보는 후보 사이의 중복성 검토와 중요도 평가 

를 거쳐 최종적인 주거 분야의 트렌드와 이슈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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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트렌드 및 이슈 후보 도출 

정하며， 주거 분야의 이슈는 전문가 대상의 Real

time Delphi를 통해 선정하였다. 후보 트렌드로는 

‘주택 유형의 다양화’ , ‘녹색 · 지능형 건축물의 

보편화’ , ‘주거 어메니티에 대한관심 증대’ 의 3가 

지를， 후보 이슈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양식 지 

속’ , ‘주택총수요 증깨 , ‘주택소유의 불평등 심 

화’ , ‘부동산가격의 상승’ 의 4가지를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 트렌드와 이슈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 

해 다시 동의 여부와 중요도를 조사하였다，2) 

설문 결과를 통해 후보 트렌드 중 ‘주택 유형의 

다양화’ 논 방향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미래 이슈 

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아파트 중섬의 주거양식 

지속’ 이슈와 통합하였으며， ‘주택 소유의 불평등 

심화’ 는 미래 트렌드로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 

정을 거쳐 선정된 최종적인 주거 및 주택 분야의 

트렌드로 ‘녹색 지능형 건축물의 보편화’ , ‘주거 

어메니티(amenity)에 대한 관심 증대’ , ‘주택 소유 

의 불평등 심화’ 의 3가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주거 및 주택분야의 이슈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 

택유형 및 구조 지속’ , ‘주택 총수요의 증7Y ， ‘부 

동산 가격 상승’ 의 3가지 이슈 도출하였다. 

4. 주거 미래의 핵심영향 변수 도훌 

도출한 주거분야 미래 이슈 가운데 미래예측 대 

상으로 ‘2030년， 아파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 

2) 아파트의 미래 지위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의 선정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로 전문가 집단인 관련 분야의 연구직 종사자와 서 
울대학교의 연관분야(지리학， 도시계획， 건축학동) 석 ·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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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거분야의 후보 트렌드와 이슈의 검증 

*5는 현재 수준 유지， 0은 음(-)의 방향(매우 약화， 매우 축소 등)， 10은 양(+)의 방향(매우 강화， 매우 확대 등)을 의미 

**10점 만점으로 평가 

가 를 선정하였다. 본 이슈는 야파트 중심의 주거 

양식 지속’ 과 ‘주택 총수요의 증캐 라고 하는 2가 

지 이슈를 모두 아우르는 주택 유형 및 주거문화의 

핵심적인 이슈이며， 설문조사 역시 ‘아파트 중심 

의 주거양식 지속’ 에 대한 이슈는 주거 분야의 4가 

지 이슈 중 주거 분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가장 

보편적인유형인아파트의 미래환경 변화에따른 

대응 형태와 집합 주택 진화의 관점에서 아파트의 

변화는 주거 분야의 주요 미 래 트렌드 중 하나인 

주거지 분화 및 주거갈등의 양상을 상당 부분 예측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미 래 전망예측과 관련하여 아파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은 Brain

storming과 퓨처스 휠 기법을 활용하여 아파트의 

미래 지위 변화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정 

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환경 · 과학기술’ , ‘국 

토 · 주택정책’ , ‘아파트 변화경향 의 5개 분야에 

걸쳐 총 29개를 후보변수로 선정하였다. 

후보변수에서 핵심변수를 추출하는 방법은 미 래 

예측 방법론， 사회과학연구 방법론， 의사결정시스 

햄 등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수단을 연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변수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DHP(Dephic Hierachy Process) ,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 주 성 분 분 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교차영향분석 (Cross Impact 

Analysis , CIA) 등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DHP 기볍을 통해 추출된 핵심변수를 바탕으로 핵 

심변수의 미래변화 방향의 조합에 따른 시나리오 

기법을사용하였다. 

3) 설문조사에서도미래의 주거 양식에 대해 ‘아파트위주의 구조가지속되면서， 미래 주택유형은대안주택의 형태로소수공급될 
것이다’ 는 웅답과 ‘신규 아파트의 공급도 일정수준 이루어지지만， 미 래 주택유형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는 웅답이 비슷 
한수준으로나타나 아파트의 지위 및 주택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전망은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4) 정책 관련 변수 중 ‘재개발 · 재건축관련 규제’ ,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 은 주택시장 자체에 대한 정책이므로 내부변수로 구분하 
였고， 반면 ‘주택 관련 세제’ , ‘주택대출 규제’ 둥의 변수는 주택과 관련된 정책 변수이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 · 금융정책과 관련 
이 높은 변수로유통성 관리 정책의 수단으로볼수 있다. 이는주택시장자체만으로결정되는정책이 아니라，조세정책과의 형평 
성， 경제성장， 경기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웅과 연관되어 결정되는 변수이므로 외부변수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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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핵심변수 선정과정 및 방법론 

설문조사에 활용하는 후보변수는 변수 분야 사이 

의 계층조정과 미래 주거변화에 대한 영향 및 범위 

를 구분하기 위해 〈외부변수 집단〉과 〈내부변수 집 

단〉으로 재분류하였다. 정치 · 경제 등의 거시환경 

요소와 주택정책과 같은 주거관련 요소를 동일하게 

평가할 경우， 이슈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국 

토 · 주택정책과 아파트 변화 경향 동의 변수가 간 

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거시환경 요소에 비해 중 

요하게 평가되는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이다. 변수의 구분은 주거 및 아파트의 변화와 1 

차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내부변수 집단〉과 2차적 

으로 관랜을 가지는 〈외부변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푼야별 중요도를 평가하였다(표 7 참조). ’) 

DHP(Dephic Hierachy Process) 기법”에 따라 먼 

저 아파뜨의 미 래지위 변화의 핵심변수 선정을 위 

해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차 설문조사에서 

는 후보 변수로 도출된 29개의 변수에 대해 각각의 

〈미래 변화방향〉과아파트의 미래지위 변화에 미 

치는 〈줍요도〉 에 대해 10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각 분야떨로 중요도가 10위 미만인 변수들은 해당 

이슈에 때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2차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2차 설문대상 변수는 외부 변수로는 ‘공간 

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 , ‘주택 관련 세제’ , ‘대 

[표 7] 주거미래영향 후보변수 목록과 내부변수-외부변수의 구분 

• 주택금융 및 부동산 증권화 • 주택대출 규제 
• 무역수지， 투자처 등에 따른 유동성크기 
·노령인구비율의 변화 

• 근로시간 및 여가활동의 변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 외국인/다문화 가정 비율 변화 

• 1가구 다주택 소유 경향 • 신재생에너지 기술 
• 수도권의 인구/기능 집중 

• 신도시 조성 및 대규모 개발사업 

• 1인당 주거면적의 변화 • 초고층 아파트 건축 추세 
·관리비， 냉난방비 등주거비용의 변화 

•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 • 건축분야 신기술/소재의 개발 
• 가변형 내부구조/주문형 건축 기술 
• 재개발 · 째건축관련 규제 •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 
• 전원주택 등 비도시형 주택 보급 

• 레지던스， 원룸주택 등 도심형 주택 공급 

• 대단지 위주의 아파트 공급 
• 단지내 편의시설， 문화시설 확충 • 아파트의 브랜드화 

• 초고급아파트 등 아파트간 가격 차별화 

·보안 빛 입주민 서비스 

5) 미래예측의 한 수법인 텔파이 기볍 (Delphi Method)과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결합한 방법으 
로 Khorramshahgol( 1988)이 제안하였다.(조근태 외， 2(05) 다기준 의사결정5~형에 개입하는 주관성을 줄이고， 의사결정자로 하 
여금 조직의 목적과 그 목적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한 기법이다. 설문조사는 전문가 집단 
인 관련 분야의 연구직 종사자와 서울대학교의 연관 분야(지리학， 도시계획， 건축 동) 석 · 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회 실 
시(1차 23명， 2차 21명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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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입시 위주의 교육’ , ‘신재생에너지 기술’ , ‘수도 

권의 인구/기능 집중’ , ‘신도시 조성 및 대규모 개 

발사업’ 이며， 내부 변수로는 ‘재개발/재건축관련 

규제’ ,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 , 

‘초고급아파트 등 아파트간 가격 차별화’ , ‘보안 

및 입주민 서비스’ 이다. 

1차 설문을 통해 선정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AHP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방식으로 각각의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Expert 

Choice를 활용하여 2차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30년 아파트의 미래지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는 ‘주택관련 세제’ , ‘수도권 

의 인구/기능 집중，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 

‘초고급아파트 등 아파트 사이 가격차별화’ 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DHP 기 법 의 보완방법 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한 

핵심변수의 도출은 다음과 같다-) 후보변수 도출 

과정의 5개 분야구분을활용하여뻐P 분석을위 

地理學論難 제55， 56 합본호 (2010.9.1) 

한 계층구조를 구축하였고， 총 후보변수가 29개 이 

르고 있어 변수들 전체에 대한 쌍대비교가 불가능 

하므로 각 변수를 상위 범주로 구분하여 통일 범주 

내의 변수들간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인 

변수들 간의 우선순위는 5개 분야 간의 쌍대비교 

에 의한 분야별 가중치와 분야 내 변수들간의 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전체 후보 변수에 대한 우선순위 

를 도출하였다. 각 분야별 변수의 수가 다르기 때 

문에 각 가중치를 정규화(normalize) 해서 변수들 

의 최종가중치와우선순위를분석한결과，아파트 

의 미래지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재개발 · 재건축 관련 규제’ , ‘신도시 조성 및 대 

규모 개발 사업’ 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보완방법으로서 교차영향분석 (Cross 

Impact Analysis)을 이용한 핵심 변수 선정과정은 

Matrix를 활용한 상호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상호연관관계분석 대상 변수는 

29개의 후보 변수 중 DHP 기법을 통해 2차 설문 

대상으로 도출된 107R 변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8] Expert Choice를 통한 2차설문 결과의 분석 

6) 설문의 결과는 AHP 분석프로그램 Expert Choice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7) 본 방법은 1970년대 초반 Saaty가 개발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한판단을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포착하고자동}는 의사결정방법론이다(조근태 외， 2005). 18명 
에 대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AHP 분석프로그램인 Ex뿌rt Ch이ce를 통해 결과 도출하였다. 

8) 교차영향분석 (Cross Impact Analysis)은 1966년 까1edore Gordon, Olaf Helmer.가 제안한 미래연구 방법론으로 사건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한 사건의 발생이 다른 사건의 발 
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바탕으로 미래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한다(The millenium project , Future Research 
Methodolog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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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AHP 기법을 활용한 핵심변수의 도출 

정치·경제 

(0.446) 

사회·문화 

(0.639) 

환경·과학기술 

(0.683) 

국토·주택정책 

(1. 000) 

아파트변화경향 

(0.565) 

분석 결과 ‘수도권의 인구/기능 집중’ , ‘공간시장 

과 자본시장의 통합’ , ‘초고급아파트 등 아파트간 

가격차별화’ 와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가 도 

출되었다. 

2. 주거미래 시나리오의 도출 

1. 주거미래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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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거의 미래모습 변화방향의 일치도 

미래변화 방향에서 비교적 같은 의견을 나타낸 

항목 가운데 아파트의 미래에 대한 환경변수(외부 

변수 또는 사회경제구조 변수)는 공간/자본시장 통 

합， 주택끔융， 노령인구， 근로시간， 외국인비율， 신 

재생에너지 등으로서 글로벌화， 생활양식 및 사회 

계층다양화측면에서 강한 일치도를보이고 있다. 



주택의 물리적 특성이나 주택유형처럼 주택자체 

의 특성과 관련하여 같은 미 래방향성을 나타낸 변 

수로는 초고층 아파트， 유비쿼터스 환경， 신기술 

소재， 가변형 내부구조， 도심형주택， 단지내 편의 

시설， 아파트간 가격차별화， 보안입주서비스 등으 

로서 편의시설과 신기술 주택 측면에서 강한 일치 

도를보인다. 

따라서 미 래 변화방향에서 응답자들이 보이는 

방향성은 경제의 초국적화， 생활양식의 다양화， 

주거환경 어메니티 강화 및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 

다. 반면에 주택관련 규제， 유동성 규모，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체제， 다주택소유，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의견의 불일치화 비교적 큰 변수로 나타남 

으로써 현재 주택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20년 후에도 현재와 같은 영향력을 유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보인다고 

볼수있다. 

2) 주거의 미래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 

환경 또는 사회경제구조 변수로는 공간/자본시 

장통합， 주택세제， 노령인구， 근로시간， 외국인비 

율， 신재생에너지， 수도권 집중，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서 금융시스렘과 사회계층구조가 중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주택문제와 관련 

성이 큰 변수들은 미래의 방향성에서는 일치를보 

이지 않지만 중요도 측면에서는 계속 현재와 같은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 역설적으로 이러 

한 변수들이 향후 아파트와 주거양식의 미래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자체의 특성 변수로는 초고층아파트，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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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재개발 규제， 주거복지정책， 비도시형주택， 도 

심형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 등으로서 새로운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방향성에서도 일치담} 높고 중 

요도도 높은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현 

재 주택관련 중심정책들은 미래방향에서는 일치 

도가 낮지만 중요성은 높아서 주택의 미 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 

으로 미래지향적 주거양식의 변화를 구조적 경향 

성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변화정도는 현재의 정책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견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시나리오작성과주거미래 유형 

시나리오 작성에 활용하는 핵심 변수는 외부변수 

로는 ‘주택관련 세제’ , ‘수도권의 인구/기능 집 

중’ , 내부변수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 

‘초고급아파트 등 아파트간 가격차별화’ 이다. 

DHP를 통해 아파트의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에 대 

해 각각 2가지의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이 변수를 

활용하여 각각 2X2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의 파생상품이기 때 

운에 외부환경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재 

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변화와 주택자체 

변수를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도 작성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4가지의 내부변수 시나리 

오와 4가지의 외부변수 시나리오， 그리고 외부변 

수와 내부변수를 조합한 6가지의 내 · 외부변수 

통합시나리오 등 총 147}지의 개별 시나리오를 제 

시할 수 있다(그림 6 참조).91 

9) 내부변수와 외부변수를 통합한 시나리오는 4x4의 167r지 시나리오의 도출01 가능하지만， 변수들간의 조합에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다른 통합 시나리오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시나리오는 개별 시나리오의 제시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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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 조합 

한국주택문제의 구조적 특성 지속형， 토건형 
+ 0 0 

경제체제 지속 및 주택시장 양극화 

수도권집중심화 정부개입주의에서 신자뷰의적 경쟁자본주의 주택 | l 전통적 주택문제 지속과 
-주택세제완화 

시장 및 정책 시스템의 확립， 불로소득 추구형 주택 + + 0 
이중도시화 

문화 

수도권집중완화 
전통적 주택문제의 해소와 대안적 주거양식의 확대 0/- + 

사용가치중심의 대안적 
-주택세제완화 주거문화의확산 

수도권집중완화 
탈부동산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 주택가격의 안정화 0/+ 

사용가치중심의 대안적 
-주택세제강화 주거문화의확산 

재건축규제강화 
한국주택문제의 구조적 특성 지속형， 주택재산을 통 전통적주택문제지속과 

아파트간가격 + + 0/+ 
차별화심화 

한富의 양극화지속 점진적 대안적주거문화 

재건축규제강화 | 이중도시의 형성과 사회적 -0팩간 가격 |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노후빡 틈새주택시장의 형성 | + -/0 + 
차별화약화 

주거지분화의심화 

재건축 규제완화 I 아파트 중심의 표준적 대량주택생산방식의 지속 | 사용가치 중심의 대안적 
- 아}파별트화간 q 가격탈서울형 주거문화 ’ + 

주거문화의확산 
차 약화 

재건축 규제완화 1 다주택 보유를 통 쉬.한 주 불거로단소지득 차 추별구화， 초고층 아파트 1 -아파트간가격 
차별화 심화 1심의 주택형태， 전략추구 

-/0 + 0/+ l 전통적 주택문제 지속과 
주거지차별화심화 

수도권집중심화 
- 주택세제 완화 | 주택부문 주도의 토건형 경제체제 강화， 주택소비의 | 

+ + 0/+ | 전통적 주택문제 지속과 
- 재건축규제 완화 불평등 확대 점진적 대안적 주거문화 
-가격차별화심화 

수도권집중완화 
- 주택세제 강화 { 불로소득 추구 주택문화의 지양 탈서울적 새가치 | 

+ 
| λ냉가치 중심의 대안적 

- 재건축규제 완화 중심의 대안적 주거양식 활성화 주거문화의확산 
-가격차별화약화 

수도권집중심화 
- 주택세제 강화 | 수도권 주택문제 지속 불로소득 추구형 주택문화 | 

+ + 0/+ | 전통적 주택문제 지속과 
- 재건축규제 완화 초고층 아파트 개발과 주거지분화 점진적 대안적주거문화 
가격차별화심화 

수도권집중심화 

- 주택세제강화 1 수도권 중심의 주 생추택문구와제 지속과 주 양택극노후화화， 고급아 I 

- 재건축규제강화 파트중심의 재 주택시장 
+ 0 

| 이중도시의 형성과 사회적 
주거지분화의심화 

-가격차별화심화 

수도권집중완화 
- 주택세제완화 l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계층별 주택형태의 다양화 | 
- 재건축규제완화 대안적 주거문화의 확산 

0/- + 
l λ냉가치 중심의 대안적 
주거문화의확산 

-가격차별화완화 

- 주택관련세제강화 人도권 주택시장의 정체와 대단위 f파트단지의 퇴 I 
+ l λ주냉거가문화치의 중심 확산의 대안적 재건축규제완화 (X작， 고소득층 거 및단 사지용 확가산치) 중심의 주거단지 차별화 

- 가격차별화심화가주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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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핵심변수에 따른 시나리오의 구성 

개별시나리오는 외부환경 변수만의 조합관계， 

주택자체 변수만의 조합관계， 외부환경과 주택자 

체 변수의 결합을 통한 조합관계 에 따라 매우 다양 

하게 도출할 수 있다(표 10 참조).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문제의 구조적 

특성의 미래와 미래지향적 대안주거문화의 확산 

여부를 중심으로 볼 때， 일정한 유형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대 

표적 인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유형구분에 사용하는 기준은 한국 주택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도권 주택문제의 심화여부， 

주택문제의 경제적 토대라고 볼 수 있는 주택가격 

과 불로소득의 문제 대안적 주거문화와 형태로 

한다. 주택가격의 문제는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 

여부와 가격차별화의 심화 여부의 문제를 모두 포 

함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불로소득 추구형의 

체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것이다. 대안적 주거 

문화와 형태의 문제는 생활양식， 기술적 변화에 

따른 주거문화와 주택형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 

극화，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노동력 이동 등의 변 

수에 따른 사회적 주거지분화의 문제를 포괄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14개의 개별 시나리오는크게 ‘전통적 

주택문제의 지속과점진적，대안적주거문화’ , ‘사 

용가치 중심의 대안적 주거문화의 확산’ , ‘이중도 

시의 형성과 사회적 주거지 분화의 심화’ 의 3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0) 

3. 주거미래의 유형별 시나리오 

1 ) 전통적 주택문제 지속과 점진적 대안적 주거 

문화 시나리오: 불로소득 추구형의 뿌리 김은 

10) ‘수도권 집중심화 - 주택세제완화’ , ‘재건축 규제 완화 - 아파트간 가격차별화’ 는 주요한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하위 
성격에서 차이가 있어 예외 유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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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화의 지속과 아파트 공화국의 지속 

본 시나리오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 

권 규제완화 정책의 시행 및 지 역불균등 발전의 심 

화로 수도권의 국내적 · 국외적 기능이 집중됨으 

로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만성적인 주택초과수 

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미래전망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확대에 따른 기능과 인구의 집중， 경제 

적 잠재력이 큰 인구집단의 수도권 집중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수도권 집중과 더불어 주택세제의 완화와 가격 

차별화 경향의 지속은 불로소득 추구형의 고질적 

인 병폐를 지속시킬 것이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소득차별화의 심화는 세제완화 변수 결합하면 주 

택소유 불평등 심화 재산기반 부의 불평등 심화라 

는 악순환을 지속시키며， 토건주의형 경제체제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주의적 전략의 시행 

과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이 결합하면 주택가격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불로소득을 적극 

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재개발 · 재건축 단지의 고 

급화와 차별화，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배제되는 주거집단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 

이다. 

생활양식 다변화 및 과학기술 · 환경기술 발전， 

주택건축디자인 발전의 구조적인 경향으로 대안 

적인 주거문화와 주택형태도 확산될 것이지만 그 

속도와 수용범위는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 

이며， 기존의 대량생산 중심적인 아파트형태의 지 

배적 패러다임이 지속될 것이다. 

2) 사용가치 중심의 대안적 주거문화의 확산 시나 
리오 : 생활양식 맞춤형 고급주거단지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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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세계화， 생활양식 및 사회계층의 다양화， 

에코부머 세대의 소비양식 변화， 전통적인 가족구 

조의 해체와 다양한 가구형태의 출현， 노동과 주 

거 · 여가공간의 통합 동은 미 래 변화의 트렌드이 

거나 경향성을 나타내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완화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양적 

주택문제와 주택가격 지속적 상승 압력을 완화시 

키는 토대로 작용하며， 세계화와 공간-자본시장의 

통합추세에 따라 대안적 투자수단의 활성화는 그 

만큼 투X나단으로서 주택의 선호도를 약화시킬 

것이다. 여기에 조세의 강화는 전통적인 불로소득 

추구형의 주택가치관을약화시킨다. 

이러한 상황 및 가격안정화 기반위에서 재건축 

완화를 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계획 

되어 있한 도시재정비 단지에서 주택공급이 증가 

하면 중산층의 주거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격차별이 완화되고 지속적 가격상승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조세강화 정책은 표준적인 아파 

트 중심띄 대량주택생산의 시장성을 약화시키면 

서 전통적인 표준형 아파트를 생산하는 주택산업 

의 사양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주거문화와 

주거 형 태는 주택을 생활공간 중심 , 사용가치 중심 

으로 간쥬:하는 것이며， 그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택 

형태가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적인 주택문제를 상당부분 탈피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적 대량생산 기반의 약화 및 상기와 같은 사 

회경제구조의 변화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공유 

할 수 있는 주거단지(전문계층 주거단지， 다기능 

하부구조와 soft infrastructure) , 부부만의 주거 

(empty nester homes) , 시분할주거 , 레저주거 (휴 

식+제2의 독립거처) ,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 독신자주택 등의 생활양식 맞춤형 주 

택 확산， 첨단기술 및 환경기술을 반영하는 다양한 

주택형태 확산， 작가주의 주택생산 확산， 탈서울형 

주거입지 확산등의 경향을강화시킬 것이다. 

3) 이중도시의 형성과 사회적 주거지분화의 심화 
시나리오 : 서구형 슬럼의 출현 

본 시나리오는 경제의 세계화를 통해 고급전문 

가 계급의 이동도 증가하지만 생산노동자의 국제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유입하게 되는 것을 전제한다. 아울러 국제결혼의 

증가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를 가져오고， 사회통합 

에 실패한 가정과 2세대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동 

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득불평등 

의 심화는 홈리스의 증가를 가져오며， 북한이탈주 

민의 증가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잠재적으로 서구 대도시 

에서 나타난 정체적 하층계급(underclass)의 형성 

을 촉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인구집단의 수도권 

유입과 체류를 증가시킬 것이고， 이들의 주거권 문 

제와 주거수준 악화 문제를 유발하면서 서구형 슬 

럼의 출현을 가져올 것이다. 

수도권 집중의 심화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중 

심으로 하는 양적 주택문제와 초과수요 상태를 지 

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세제강화와 재건축 규제 

강화 정책이 결합하면 수도권 및 기성 시가지 내에 

서 주택공급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가격차별화 

가 완화되면 표준적인 대량주택생산의 시장성을 

악화시켜 사양산업으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택생산， 작가주의 주택생 

산으로 활로를 찾으려 할 것이다. 가격차별화 심화 

상황과 결합하변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봉쇄형 고급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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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재건축단지가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와 주택시장 환경의 변화 

는 선진국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사회계층 및 인종 

기 반 의 주 거 지 사 회 적 분 화 (residential 

segregation)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사회적 문 

제로등장할수있다. 

6. 결론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래 

연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내에서 

도 국 · 공립연구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현상은기본적으로미래의 불확 

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주도의 미 래연구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필요에 따른 미래비전 제시와 같 

은 연구를 제외하면 미래연구방법론에 입각한 공 

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본 연구에 

서는 주거의 미래이슈에 대해 퓨처스 휠， DHP , 

AHP , 교차영향분석， 시나리오기법 등 미래연구방 

볍론을사용하여 미래예측을수행하였다. 

주거분야의 미 래트렌드로는 ‘녹색 지능형 건축 

물의 보편화’ , ‘주거 어메니티 (amenity)에 대한 관 

심 증대’ , ‘주택 소유의 불평등 심화’ 의 3가지를 

도출하였고， 주거 및 주택분야의 이슈로는 ‘아파 

트 중심의 주택유형 및 구조 지속’ , ‘주택 총수요 

의 증가’ , ‘부동산 가격 상승’ 의 3가지 이슈 도출 

하였다. 주거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로는 

‘주택관련 세제’ , ‘수도권의 인구/기능 집중’ , ‘재 

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 ‘초고급아파트 등 아파 

트간 가격차별화’ 로 나타났다. 

이러한 핵심변수의 조합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 



미래예측기법을 이용한 주택의 미래분석 

에서는 14개의 개별 시나리오를 구분하였고， ‘전 

통적 주택문제의 지속과 점진적， 대안적 주거문 

화’ , ‘사용가치 중심의 대안적 주거문화의 확산’ , 

‘이중도시의 형성과 사회적 주거지 분화의 심화’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현재의 주택 

문제를 고려하면 비교적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사 

용가치 중심의 대안주거문화 확산이라고 할 수 있 

으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유형은 이중도시의 형 

성과 슬럼형성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과거 서구도시가 경험한 좋지 못한 상황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성에 대한 선 

제적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88-

참고문헌 

1. 국내문헨 

강홍렬외， 2006, r일상의 안전을 위한 미래의 사회시스템: 

:ïq식정보사회의 위험관리J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건설교통뿌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5, r도시공동화 

땅지 및 직주근접을 위한 신주거형 주택모댈 개발 

떤구보구서J. 

건설교통부 · 한국주거학호1 ， 2007, r미래주거환경 비전 및 

전략연구J. 

국토해양부 · 한국주거학회， 2008, r미래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주택건설 방안 연구J. 

김도관 · 홍성희， 2007, r미래트렌드와 미래연구방법론'J ， 부 

산발전연구원. 

김용창 · 이성호， 2009, r주거분야의 미래이슈 도출과 시험 

여|측J ， 국토연구원. 

김진한 · 김성홍， 2004， “교차영항분석의 적용을 통한 국내 

IT환경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 r경영과학J ， 21(3), 

pp. 129"'147. 

대한주택공사， 1999, r21세기 주택 기획연구J. 

박영숙 · 제롬 글렌 · 테드 고든， 2007, r전략적 사고를 위 

한 미래예측J ， 교보문고. 

산업연구원， 2005, r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J . 

유엔미래포럼(사)， 2007， “늘어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기구 

들， 쿠웨이트 모로코 설치 

http://unfuture.orgl?p=2484. 

이용우외， 2009, r，국토대예측연구(l)J ， 국토연구원. 

이정원 · 속수정 · 이광호 · 임기칠 · 최지선， 2007, r미래 경 

제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비전J ， 과학기술정책연구 

원. 

조근태 · 조용곤 · 강현수， 2005, r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 

뿐석적 의사결정J ， 동현출판사. 

최항섭 오1 ， 2005, r미래 시나리오 방법론 연구J ， 정보통신 

쩡책연구원. 

최항섭 · 텀수언 · 전미경， 2006, r디지털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J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2006, r，국가비전 및 장기재정전략， 선진 

별지국가 모델의 해외 비교 분석J ， 기획예산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r，국가미래예측 메타분석J.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r성공적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전략 연구 방법론'J. 

황주성， 2009, “ IT기반 한국사회 패러다임 변화연구와 국 

토미래국토J ， 통권 328호(2009년 2월호)， 

pp. 134rv140. 

2. 국외 문헌 

H本훌ßiñf:초5쓸좋쓸編 , 2005,rT"‘ 강 깐짧& ζ < 훌Br휩 

f촬住0)*;;양」 강#윷풋 tii版힘t 

黑岩博之， 1993, 末來住居， 좁文社(대한주택공사 번역， 

1997, r미래주거J). 

Aaltonen, M. and Barth, T., 2004, “How Do 

We Make Sense of the Future?; 

Analysis of Futures Research 

Methodology V2.0" , AC/UNU 

Millennium Project 2004 Mid-Year 

Planning Committee Meeting. 

Antonio , M. , 2005 , "Scenario-Building 

Methods as a Tool for Policy 

Analysis" , MPRA Paper No. 7893. 

Arvai , J. P. , 2009, Re-끼'sioning Sustainable 

Urban Housing in 2020, University of 

Waterloo. 

Bell , W. , 2005, “Creativity, Skepticism, and 

Visioning the Future" , Futures, 37, 

429"'432. 

Burke T. and Zakharov R., 2005, Long-Term 

Housing Futures for Australia Using 

“ Foresigh t" to Explore Alternative 

Visions and Choices,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2008, Building for Life 

Delivering Great Place to Liv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7, Homes for the 

Future more Affordable, more 

Sustainable. 

Diacon, D., Pattison, B. and Vine, J., 2009 

-89-

地理學論훌 제55호 (2010.11) 

The Future of Housing: Rethinking the 

UK Housing System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Building and Social 

Housing Foundation. 

Dirks, S. and Keeling, M., 2009, A Vision of 

Smarter Cities: How Cities can Lead 

the Way into a Prosperous and 

Sustainable Future,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European Construction Technology Platform, 

2005 , Vision 2030 & Strategic 

Research Agenda Focus Area Cities 

and Buildings Version 2. 

Gallent, N. , 2009, “The Future of Housing and 

Homes" , Land Use POlicy, 26S, pp. 

S93"'S102. 

Glenn , J. C. , 2003, .ïntroduction to the 

Futures Research Methodology 

Series" , in Glenn, J. C. , Gordon, T. 

J. ,(eds) , Futures Research 

Methodology V2.0, American Council 

for the UNU. 

Glenn, J. C. , Gordon, T. J. , 2003, Futures 

Research Methodology V2.0, American 

Council for the UNU. 

Glenn , J. C. , Gordon , T. J. ,(eds) , 2009, 

Futures Research Methodology 

Version 3.0, The Millennium Project. 
Gordon, T. J. , Glenn, J. C. and Jakil , A., 

2005, “Frontiers of Futures Research: 

What' s Next? ,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72(9) , 

pp. 1064"'1069.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06, HUD’ s 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s 2006-2011. 

Lombardo, T. , 2006, “Future Studies" , in 

Contemporary Futurist Thought: 

Science Fiction, Future Studies, and 

Theories and Visions of the Future in 



미래예측기법을 이용한 주택의 미래분석 

the Last Century, AuthorHouse. 

Marien, M., 2002, “Future Studies in the 21st 

Century: A Reality-Based View" , 

Futures, 34(3/4), pp. 261"'281 

Marien , M. , 2010, “ Futures-Thinking and 

Identity: Why ‘Futures Studies' is Not 

a Field , Discipline, or Discourse: a 

Response to Ziauddin Sardar’ S ‘the 

Namesake' ,’ , Futures, 42(3) , pp. 

190"'194. 

NIC , 2008 ,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Richard Hodkinson Consultancy , 2000 , 

Foresight for Housing: A Forward 

Look to 2020. 

Slaughter, R. A., 2000, "Frontiers 01 the 21st 

Century", Futures, 32(2), pp. 199"'201 

Stephens, A. KW., 2006, Future Urban States: 

a Field Anomaly Relaxation Study, 

Land Operations Division , 

Commonwealth 01 Australia 

Tiberius , V. , 2010 , “Didactics 01 Futures 

Studies" , Journal of Futures Studies, 

14(4), pp. 135"'146. 

ULI, 2005, The Global City 2030. 

WHO , 2008, Our Cities, our Health, our 

Future. 

Xuan Thinh , N. , Arlt , G. , Heber , B. , 

Hennersdor1, J. , Lehmann, 1., 2002, 

“ Evaluation 01 Urban Land-Use 

Structures with a View to Sustainable 

Development", Applied Geography, 

22(5), pp. 331"'350. 

-90-


	요약
	Abstract
	1. 서론
	2. 미래연구 현황
	3. 주거분야 트렌드 및 이슈 분석
	4. 주거 미래의 핵심영향 변수 도출
	5. 주거미래 시나리오의 도출
	1. 주거미래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 시나리오작성과 주거미래 유형
	3. 주거미래의 유형별 시나리오

	6.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