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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흔히 지분을 가지고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소유자 

집단과 그렇지 않은 세입자 집단간 일방적인 게임의 결과로 설명된다. 이러한 접근은 분명 유 

효함에도， 소유자와 세입자간 갈등이 재개발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전부는 아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소유자 집단 내에서도 주민들간 대립이나 사 

업기간의 지연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갈등양상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과연 소유자간 갈등이 반 

복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또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소유자간 갈등이 경제적 이해관계，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서 비롯된다는 가설을 설정 · 검증하고， 또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는 소유자들의 특성을 파악함 

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갈등해소형 재개발 방안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었다. 

먼저 R 장에서는 재개발 반대의 경제적 원인과 집단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중심으로 현재 재 

개발 과정의 이론적 한계를 살펴본다. 여기에서 제기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m장에서 

분석틀설정 및 설문설계가 이루어진다. 수집된 자료는 W장에서 분석 • 해석되며 , 그 결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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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V장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논의될 것이다. 

H. 이론연구 

1. 재개발 반대의 경제적 원인 

재개발 대상지역에서 거주하는 일부 소유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재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역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개발 이 

후의 주택공급계획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대다수의 주민과 시행자， 그리고 지방정부는 어느 

정도의 평형과 가격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데 합의할 확률이 높다. 시행자는 고가의 주택이 

많을수록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이윤 중 일부로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급의 근린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 

L쩡부는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형 및 고가주택의 공급을 선호한다. 그러 

나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소유자들은 재개발 이후 증가된 면적과 상승된 가격의 주택을 감당하 

기 어렵다. 결국 이들은 재개발이 일어나면 소유권을 잃으며， 재개발 후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입주권과 이주보상금간의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재개발로 인해 소유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은 임차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재개발이 일 

어나는 곳은 대부분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독 빛 다가구주택 중심의 저밀도 주거지역이다. 

소유자의 입장에서 많은 세입자는 월세 및 보증금 등의 경제적 수업의 중요성을 뜻한다. 하지 

만 재개발사업 대부분은 공간을 분리하여 임대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유형을 공급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둔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수입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는 생계의 큰 충격으로도 연결될 

수있다 

우선 재개발이 이루어져 더 이상 세입자를 확보할 수 없다면 소유자들은 매달 그들로부터 받 

아오던 월세수입을 잃게 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경제활동에 따른 충분한 소득이 

있을 경우， 월세소멸의 충격은 어렵지 않게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월세수입에 의존도가 높다 

면 이는 소유자의 생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보증금은 소유자 입장에서 일종의 채무에 해당된다. 기존의 세입자가 떠날 경우 그들이 입주 

할 때 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들은 보증금을 채무라기보다 

여유자금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규 세입자가 다시 입주하면서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준 것 

만큼의 보증금을 소유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와중에도 지속적으 

로 소유자의 수중에 머물게 되므로， 소유자들은 보증금을 여유자금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개발이 일어날 경우 보증금에 대한 소유자의 믿음이 무너진다. 신규 세입자를 확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은 결국 소유자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그 

제야 보증금은 채무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목돈의 부담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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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유자가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재개발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소유자들은 생계에 큰 곤란을 겪는다. 

물론 실제 재개발사업 내에서 시행자들은 자발적으로 소유자들의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려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시행자들은 소유자에게 보증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무 

이자로 대출해 준다. 소유자들은 시행자가 빌려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준 뒤， 사업종료 후 분 

양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다시 임대하여 생기는 금액을 상환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사업 내에서 모든 소유자를 위한 자체금융(self-financing) 이 항상 마련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시행자가 선뜻 대출을 해주는 것은 대개 동의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개발 사업 

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이다. 동의율이 충족되었다면 시행자는 소유자의 경제 

적 곤경 앞에서 구태여 온정적일 필요가 없다. 결국 일부 소유자들은 재개발이 야기하는 경제 

적 충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곤경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 

은 재개발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2. 집단적 의사결정의 한계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단 한 명의 소유자가 재개발에 반대함으로써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없다면， 적어도 재개발로 생계의 위협을 겪는 소유자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재개발을 희 

망하는 소유자들이나 시행자， 지방정부는 이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양한 보상책을 강구할 것 

이며， 그 결과 모든 소유자들의 생계에 부담이 없는 재개발 계획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여부를 이와 같은 만장일치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약점이 

있다. 만장일치에 가까워질수록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람들의 전략적 입지가 급격하게 높아져 , 

그들의 ‘전략적 버티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정전. 2005: 148). 전략적 버티 

기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합의도출비용을 막기 위해서는 다수결 원칙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재개발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동의율’ 과 같은 다수결의 

원칙이 사용되고 있다. 즉 사업지구 내 전체 소유자 가운데 과반수 혹은 그 이상 비율의 소유 

자가 재개발에 찬성한다면 재개발사업은 시행될 수 있다. 

문제는 다수결로 재개발 여부를 결정짓는 과정이 투표로 대표자를 결정짓는 것과 같은 일반 

적인 집단의사결정과정과 결코 같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에서의 투표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자 

의 선호를 반영하며， 선호하지 않는 후보자가 선출되더라도 그것 자체가 투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개발은 다르다. 앞서 살펴봤듯이 일부 소유자들은 설령 재 

개발이 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재개발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로 인해 야기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가 선결되지 않는 한 재개발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원하 

지 않는 방향으로 집단의사가 결정될 경우， 그 결과는 일부 소유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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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정치적 투표과정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투표에서의 

승자가 다음 투표에서의 패자가 될 수 있으며 , 그 반대도 가능하다. 반면 재개발에서 반대를 

하고 패자가 되는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즉 소득수준이 낮거나 

자산수준이 낮은 사회적 약자로 고착될 확률이 높다. 일부 소유자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도적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소수에 대한 다수의 소유자들의 의도 

적 방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최막중， 2005: 15). 제도화된 과정 내에서 개선의 

목표아래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를 반복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 

다. 그것은 ‘개량을 기하는 정책의 1차적 요건’ , 즉 적어도 누군가는 현재 상태보다 더 나빠지 

게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득을 보게 해서는 안된다는 파레토 적정성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 

이다(권태준， 1998: 345) 

이론적인 사회적 정당성의 결여는 실제 현실에서의 갈등양상으로 확인된다 재개발 과정 가 

운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일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을 

내재화하고 있는 재개발 방식은 결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m. 분석틀 및 조사설계 

1. 분석틀 설정 

R 장에서 논의된 내용， 즉 일부 소유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재개발로 인해 발생되며 , 이 

경제적 부담을 겪는 소유자들이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은 이미 많은 문헌들에서 언급된 바 

가 있다(권영덕 2002: 22; 권태준， 1998: 346~348; 김수현， 1995: 185~186: 배순석， 1994: 

8: 윤인숙， 2004: 56: 홍인옥: 2002: 46~47).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정황적이며 심증적인 추 

론에 그치고 있다. 

드물게 이루어진 실증분석을 통해 재개발에 반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의 실체를 부분적으 

로 발견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 인천시 수용소촌지구의 재정착 소유자들은 

종전의 자산가치가 낮을수록 재정착율이 낮았다(김철홍， 1993: 102~103). 유사하게 대전시내 

7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분석에서도 과소필지의 비율이 높을수록， 무허가건축물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착율이 낮게 나타났다(김혜천， 2002: 71 ~ 73) . 봉천동 재개발사업 지구의 소유자 

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수록 재개발후 주택이 공급되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 

장을 취하고 있었다(하성규 • 김태섭， 2001: 79~80).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 토지 및 주택의 가 

치와 재개발 후 공급되는 토지 및 주택의 가치간 차이가 소유자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전시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는 5개 지역 2007r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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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결과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는 소유자의 특성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 분석결 

과 소득이 낮거나， 가구규모가 크거나， 가구주의 나이가 많거나， 거주기간이 길수록 재정착율 

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김혜천， 2002: 73~75). 그러나 이는 소유자와 세업 

자를 함께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로， 소유자 집단만의 특성을 분리해서 관찰할 수 없다. 

이상의 실증연구가 갖는 한계 및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 

째， 기존 연구에서 다룬 경제적 부담에는 세입자 관련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세입자가 있는 소유자에게는 추가입주금 외에도 월세소멸이나 보증금상환 등에 따른 경제적 부 

담이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추가입주금에 대한 부담， 월세소 

멸에 따른 부담， 보증금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구분하여 , 이 세 가지 경제적 부담이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무엇이 소유자의 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대전 

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007}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소유자의 특성과 재정착 여부 

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특성은 재정착 여부와 바로 연계되기보 

다는，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문화적 성향을 거쳐서 재정착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 

으로 국한시키지 않고서는， 소유자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예를 들 

어，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재개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까닭은 아파트에 대한 고령 

자의 비선호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김혜천， 2002: 73~75) ， 한편으로는 고령자의 낮은 소득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막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부담만 

을 통해 나타나는 소유자 특성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단순한 빈도분석에 그치거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변수들 

의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 개별 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각각 검증하고 있다 이는 

공간적으로 한정된 사업지구를 분석하면서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할 만큼 유효한 응답과 큰 표 

본크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이면서 심층 

적인 조사를 통해， 타 변수를 통제한 상태 (ceteris paribus)에서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검토할 것 

이다. 

분석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은 소유자의 세 가지 경제적 부담 수준이 재개 

발 반대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월세소멸 및 보증금상환의 부담은 세입자를 둔 소유자 

에게만 나타나는데， 이 집단의 표본크기가 작아 모든 경제적 부담 항목을 독립변수로 두는 데 

무리가 따론다. 결국 경제적 부담의 영향은 개별 항목별로 나누어 셨 독립성 검정을 통해 확인 

한다. 교차표(cross table) 내에서 5개 미만의 빈도가 관측될 경우에는 셨 독립성 검정의 결과보 

다 피셔의 정확검정 (Fisher’ s Exact test) 결과가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Stokes et al" 2000: 22~23) t 대신 정확검정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는 소유자들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 및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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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말에대안입장 
(찬성/반대) 

〈그림 1) 분석틀 

(1) 
Chl-square 

& Flsher test 

주가입주금 부담 

보층금상왼루담 

(2) 
Chl-sq 나 are 

& Flsher test 

ζ--그 
(3) 

Binary 
Logl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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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톨잉 

믿구시외익적톨잉 

경제적혹성 

롤러직 톰잉 

검정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군(群)， 경제적 특성군， 물리적 특성군 등으로 나누어진 변수들 

에 대해 검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 

기 위해 각 특성군에서 대표적인 변수를 선택， 이들과 경제적 부담간 관계를 이항로짓모형 

(binary logit mode l ) 을 통해 분석한다 이상의 내용은 〈그림 1 >과 같다 

2 ‘ 조사설계 

설문은 서울시의 2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된 ‘영등포 뉴타운’ 가운데 영등포 7가 블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영등포 재래시장에 바로 접해 있는 이 지역은 시장과 연계된 상업시설 

및 영세공장이 밀집해있을 뿐만 아니라， 낡은 주택들이 폭 1 m의 도로에 들어서 있을 정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입안된 재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주 

민공청회가 막 개최된 이후에 이루어져， 경제적 부담을 예상하면서도 아직 이주하지 않은 소유 

자들의 응답도 무난히 확보할 수 있었다 

예비설문을 거쳐 본설문은 2005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20여일간 이루어졌다 훈련된 

조사자들을 통한 일대일 면접설문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총 88부의 소유자 유효설문을 확보하 

였다 여기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을 참고하여 토지면적 , 건물면적 등의 항목에 있어서 응답 

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한편， 공시지가， 건물의 사용연수 등 설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변수들 또한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유형이나 필지내 가구수 등 

〈표 1) 응답자의 기초통계량 

변수 (단위) 유효응답 평균 최소값 최대값 

가구주연령 세 87 59 5 25 0 85.0 

가구원수 며。 85 3 85 1 0 10.0 

거주(소유)기간 녀」 88 20 1 1 0 1200 

월가구소득 만원 73 250 8 o 0 900.0 

소유토지면적 I여Q 88 30 3 5 5 90 .3 

공시지가 원1m2 88 1 497 727 1 180.000 3 ‘ 500 , 000 
소유건물떤적 I여g 83 40 5 5 0 237 .0 

건물사용연수 녀」 66 257 20 92.0 

세입가구수 호 81 1 2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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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검하였다 응답자들의 주요변수별 기초통계량은 〈표 1 )과 같다 

IV . 분석결과 및 해석 

1. 경제적 부담과 재개발에 대한 의사 

경제적 부담이 재개발에 대한 찬반에 미치는 영향은 〈표 2 )와 같다 이에 따르면 경제적 부 

담이 많을수록， 즉 추가입주금의 부담이 크거나 월세소멸의 충격이 크거나 보증금 싱환을 위한 

‘여유가 있다’혹은 ‘어려움이 특히 높다‘ 목돈 마련이 어려울수록 재개발에 반대할 가능성이 

없다 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재개발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높은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연결된다 Fisher의 정확검정에서 추가입주금에 대한 부담은 

유의수준에서 재개발에 대한 의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볼 1%. 월세소멸에 따른 부담은 5%의 

수 있다 다만 보증금 상환의 부담은 세입자를 둔 소유자 집단의 표본크기가 충분하지 않아 통 

그러나 재개발에 찬성하는 소유자에 비교할 계적 유의수준에 약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 반대하는 소유자가 보증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관찰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은 재개발에 대한 소유자의 찬반의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결론 

내럴 수 있다 

〈표 2) 경제적 부담과 재개발에 대한 의사와의 관계 

보증금상환에 대한 부담 

빠
 
% 

% 

M 

% 

% 

% 

…n 
M 

M 

% 

월세소멸에 따른 부담 

% 

% 

% 

% 

% 

% 

% 

% 

% 

% 

% 

% 

% 

% 

m 
% 

찌
 
찌
 m 
m 
m 
o 

추가입주금에 대한 부담 
% 

% 

% 

% 

% 

% 

% 

% 

% 

% 

% 

% 

% 

% 

m 

ω
 g 

애
 m 
m 
m 
o 

채개양안대 재개딴찬성 재개옐반대 재개알찬성 재개얼진경 찌개앨반대 

디 추가입주금융낼 안한여력이 없다 

l 우리가 따르꺼안 명요하다언 추가엽주금용 냉 수 있다 

디 큰 우리 없이 추가밍주긍융 낼 수 잉다 

디 생한비 대우훈융 잉대료에 의존혀여 우당이 크다 

l 잉대료용 생함비외 일부로써 어느 갱도 푸당이 원다 

口 잉대요삽 여유자긍으로 양용하으로 우당-1지 않는다 

디 성낭꾸용융다혼용도로써 보충급융에 종여혁이 없다 

l 보중금의 일부용 생활비로써서 생계에 무담이 왼다 

디 여유지긍으로 이용하고 있어 우당이 되지 않는다 

Fisher’s Exact Test 

p-value = 0.1338 

Fisher’s Exact Test 

p-value = 0.0318** 

Fisher’s Exact Test 

p-value = 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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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자의 특성과 경제적 부담 - 독립성 검정 

2 , 1, 생계형 소유자와 자산형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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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떠한 소유자가 재개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는 세 가지 경제적 부담을 각각 종속변수로 놓고， 개별변수들과의 독립성 검정을 시도해야 한 

다. 하지만 〈표 3)에서 보듯， 세 가지 경제적 부담 항목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경 

제적 부담의 측정변수들과 같은 순위 형 (ordinaI)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흔히 Spearman의 순위상 

관계수로 측정되는데， 이 값이 세 가지 경제적 부담 변수간에 0 ,5 정도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도 매우 유의하다 

이는 추가입주금 부담이 큰 소유자가 월세소멸의 충격이 클 수 있으며， 그러한 소유자들이 

또 보증금상환의 부담 또한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재개발이 

일어나면 복합적인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생계에 큰 타격을 받는 소유자 집단이 존재할 수 있 

다. 이러한 집단을 ‘생계형 소유자’ 로，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유자를 ‘자산형 소유 

자’로부르기로한다. 

자산형 소유자는 재개발로 인한 단기적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중장기적 이익을 단기적 피해와 저울질하면서 재개발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반면 생계형 소유자에게 있어 단기적 피해는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다. 재개발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많은 혜택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더라도， 이와 같은 단기적 피 

해가 선결되지 않는 한 이들은 재개발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재개발에 대한 생계형 소유자의 

선택이 재개발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도 여기에 있다 

생계형 소유자와 자산형 소유자의 분류는 경제적 부담 항목들에 대한 응답에 기초하여 이루 

어진다차적으로는 생계형으로 확신할 있는 응답과 자산형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응답을 기준 

으로 집단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생활비의 대부분을 월세에 의존해 왔다’ 는 응답자는 생계형 

소유자로， ‘큰 무리 없이 추가부담금을 낼 수 있다’ 는 응답자는 자산형 소유자로 분류한다. 생 

계형과 자산형의 응답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생계형으로 구분한다 한 가지 경제적 부담이 

〈표 3) 세 가지 경제적 부담 변수간 상관관계 

Speannan의 
추가납입금부담 

순위상관계수 
보증금상환부담 월세소멸부담 

추가납입금부담 
1,000 0491 0 .485 

(p<O.O l) (p<O.O l) 

보증금상환부담 
1 000 0521 

(p<O.O l) 

월세소멸부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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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톰뿔웰톨 

·추가부담금을 널 만만 여럭 

이없다 

• 썽윌비의 대부분을 일세에 
의존때왔다 

• 보륭금의 일부를 엉윌비로 

써왔다 

〈그림 2) 생계형과 자산형 소유자의 분류기준 

1 자문휴 

2자문휴 

ll톨쩔-톨 
· 큰 무리없이 추가부담금을 

널 수있다 

·월세들 여유자금으로 이용， 

일세가 사라져도 부담이 되 

지는 않는다 

• 보륭금을 여유자금으로 이 
용 ， 상왼이 부담스럼지 않다 

• 무리가 따르지만 추기부담 
음을 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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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적용하고도 분류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해서 

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추가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생계형 자산형을 구분한 

다 이상의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개별 소유자의 특성 이 경제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이와 같은 생계형 및 자산형 소유자의 

집단구분을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계형으로 분류되는 소유자들은 자산 

형에 비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알게 된다 

2 2 인구·사회학적 특성군 

인구 사회학적 특성군에 속한 각각의 변수들과 경제적 부담간 독립성 검정결과는 〈표 5 )와 

같다‘ 생계형 소유자는 자산형에 비해 고령자의 분포가 많으며 ， 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소유기간도 조사되었는데， 응답자 모두가 부재지주가 아닌 거주형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기간 

을 거주기간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10년 미만의 소유자가 자산형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반면 . 

생계형에서는 23%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거주기간이 10년이 넘는 장기거주자들로 확 

인된다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가구규모에 있어서 생계형은 2인 이하인 가구가 전체 40%를 차지하는 반면 ， 자산형은 3인 

이상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구규모의 차이 또한 10 % 수준에서 

유의하다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규모를 사용해 응답자의 생애주기별 분포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은 50대를 기준으로， 가구규모는 2인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를 〈표 4)와 같 

이 가구형성기 . 가구성숙기 , 분가이전 ， 분가이후의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산형 소 

유자는 가구형성기 ， 가구성숙기에 60 % 이상 분포하고 있음에 비해 생계형 소유자는 분가 전 

후의 가구가 60%에 가까워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인구 · 사회학적 특성에 있어 생계형 소유자는 자산형 소유자와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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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생애주기별 집단분류 기준 

짧앓켠rζ 
50대 이하 

60대 이상 

〈표 5 ) 인구 · 사회학적 특성군 

가구주의 연령 

100% 

80% 

6IY’‘ 

40’‘ 

20% 

0% 

생계형 자산형 

2인 이하 

가구형성기 

분가이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거주(소유)기간 

생계형 

3인 이상 

가구성숙기 

분가이후 

자산형 

口 40대 이하 _ 50대 口 60대 口 70대 이상 口 3년이안 - 3-10년 디 10 -30년 디 30년 이상 

100% 

80% 

60% 

40% 

20% 

0% 

Fishel ’s EXaCI TeSI 

p-value = 0.0074*** 

가구규모 

생계형 자산형 

口 2인 이하 - )-4인 디 3인 이상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Fisher’ s EXaCI Test 

p-va lue = 0.0439** 

생애주기 

생계앵 자산영 

口 가구형성기 · 가구성숙기 디 용가。1 션 디 용가이후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p-va lue = 0.0997* p-va lue = 0.0150** 

생계형 소유자는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연령대가 높은 가구주로 가구원수가 적으며， 그래서 

분가 전후의 생애주기에 있는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생계형과 자산형간 경제적 격차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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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제적 특성군 

주요소득원 

[00% 

80% 

60% 

40(k 

20% 

0% 

생겨1형 자산헝 

口근로 사업소득 l 임 대소득 口 금융소득 디 보조금 

Fishel ’s Exact Test 

p-vallle = 0 .0054**샤 

[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월가구소득 

생계형 자산헝 

디 2분위 이하 - 3 - 6품위 口 7분위 이상 

Chi-Sq llare Test 

p-value = 0.0863* 

〈표 7 ) T-검정 : 생계형 및 자산형 소유자간 월가구소득의 차이 

월가구소득 표본수 평균 중간값 표주펴차 

생계형 32 165 0 150 .0 1 1 1 U 

자산형 36 323. 1 280. 0 ")'1" I 

2.3. 경제적 특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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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T-test 

p-va lue 

= 0.0004*** 

주요소득원과 월가구소득 등의 경제적 특성에 있어서도 두 집단은 확연히 대비된다- 자산형 

소유자의 90% 가량은 근로 · 사업소득과 같은 안정적 수입을 주요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반 

면 ， 생계형 소유자는 이러한 수입을 주요소득으로 가진 가구가 절반을 조금 넘는 반면 임대소 

득이나 금융소득 ， 기타 친지나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이 주요소득원인 가구가 나머지를 차지 

하고 있다 앞서의 분석결과에 비추어볼때 이는 많은 생계형 소유자들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 

득을 위한 정규적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 수준에서 유의한 주요소득원의 차이는 절대적인 소득수준의 차이로 이어진다 자산형 소 

유자의 월가구소득은 323만 원인데 비해. 생계형은 1 65만 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T-검정에서도 매우 유의미하게 검증된다C(표 7) ) 

2. 4 물리적 특성군 

〈표 8)에 따르면 생계형 소유자들의 주택유형은 대부분 단독 · 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로 나 

타냐는데 비해 자산형 소유자들은 다세대 연립주택을 가진 응답자의 비중이 높다 이는 다음 

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생계형 소유자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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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물리적 특성군 - Q) 건물 

주택유형 사용연수 

100% 100% 

90% 90% 

80% 80% 

70% 70% 

60% 60% 

50% 50% 

40% 40% 

30% 19 30% 

20% 19 20% 

10% 10% 

0% 0% 

생계형 자산형 생계형 

環境論鍵 第43卷 (2005 )

건물면적 

00% l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자산형 생계형 자산형 

口 단독 다가구 I다세대 연립 口 근린생한시설 | 口3년 미안 . 3 - 30년 口 30 - 50년 口50년 이상 | 口 1 5영 미만 .1 5 -30명 口 30- 50명 口 50명 이상 

Chi-Square Test Fisher’ s Exact Test Fisher’ s Exact Test 

p-value '" 0.0987* p-vallle = 0.0418** p-vallle = 0.0099*** 

〈표 9) T-검정 생계형 및 자산형 소유자간 건물사용연수의 차이 

스
 

1 보
 
」표

 
평균 

41. 0 

년) 

건물사용연수 중간값 

생계형 

자산형 

27 33 2 

33 20 3 19.0 

p-vallle 

= 00144" 

〈표 10) T-검정 생계형 및 자산형 소유;\}간 건물면적의 차이 

(단위‘ 년 ) 

건물면적 표본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T-test 

생계형 3 1 38 6 240 35.0 p-value 

자산형 44 39 8 28.0 4 1 2 = 0.8930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세입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주택유형이다‘ 둘째 ， 다세대 · 

연립주택의 비중이 높은 자산형 소유자들은 토지면적이 작게 나타날 것이므로， 생계형과 자산 

형의 토지면적에 대한 비교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뒤에서 다시 논의된다 

다세대 · 연립주택보다 단독 · 다가구주택이 많다는 사실은 생계형 소유자들의 건물이 더 노후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시사한다 실제로 생계형의 경우 30년 이상된 건물이 절반 이상을 차 

지하는 반면， 자산형은 약 27%에 불과하며 ， 나머지 건물들은 모두 사용연수가 30년 미만으로 

상대적드로 양호하다 사용연수의 차이는 독립성 검증과 T-검정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하다， 

건물면적의 차이 또한 주택유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생계형과 자산형간 건물면적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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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물리적 특성군 -@ 토지 

토지면적(전체) 공시지가(전체) 토지가치(전체) 

00% | 
90% 

80% 

10% 

60% 

50% 

40% 

30% 

20% 

10% 

0% 

생계형 자산영 

@M 

쨌
 빠
 빠
 없
 

…… …… 
M 

M 

% 

% 

생계형 자산형 
口 1 30안 원 미 만 .1 30-135만 원 

디 1 35- 140만 원 口 140만 앤 이상 10 5천 만 미안 - 5천 안- 1 익 디 | 억 -2억 0 2억 이상 口 1 5명이하 .15-25명 디 25-50명 디 50명이상 

Chi-Square Test 

p-value = 0.0427 ** 

Fisher’s Exact Test Fisher’s Exact Test 

p-va lue = 0.0 152** p-va lue = 0.0035*** 

토지연적(다세대 · 연립 제외) 공시지가(다세대 · 연립 제외) I 토지가치(다세대 · 연립 제외) 
100% 

90% 

80% 

10% 

60% 

50% 

40% 

30% 

20% 

10% 

0% 

90% 
| 10 80% 80% H 9 | 

10% 10% 
60% 

60% 
50% 

50% I 
15 40% 

40% 
30% 

30% 20% 

10% 20% 

0% 10% 

생계형 자산행 0% 
생계형 자산형 

口 1 30안 원 미안 . 130-135만 앤 

口 1 35- 140만 원 디 140안 왼 이상 

생계탱 자산형 

디 15영 이하 .1 5-25명 디 25-50영 디 50명 이상 디 5천 안 이안 _ 5천 안- 1역 디 l억 -2억 0 2억 이상 

Fisher’s Exact Test 

p-value = 0.681 1 

Fisher’s Exact TestFisher’s Exact Test 

p-value = 0.0578* p-va lue = 0.33 19 

균은 T-검정 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표 10) ) 그러나 자산형 가구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세 

대 · 연립주택들은 주로 건물면적이 1 5-30평으로 한정되어 이 면적대의 상대적 비중이 매우 

높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1% 내에서 유의하다 

〈표 1 1 )에 나타난 두 집단간 토지관련 항목들의 비교는 유의할 펼요가 있다‘ 전술하였듯이 

다세대 · 연립주택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인해 소유토지가 작기 마련인데 ，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세대 · 연립주택 소유자를 포함하여 독립성 검정 

을 한 경우 토지면적과 가치 등에 있어 생계형이 자산형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 

세대 · 연립을 제외할 때 통계적 유의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다세대 · 연립을 제외하여 비교할 경우 두 집단간 토지면적이나 토지가치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포의 형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응답자들의 자산에 있어 토지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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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물리적 특성군 -@ 임대 

세입자여부 월세수준 
% 

% 

% 

% 

% 

% 

% 

% 

% 

% 

% 

m 
% 

% 

m 
% 

m 

찌
 m 
m 
m 
o 

생계형 자산뺑 
디 월세없옵 . 50얀 앤 。1하 

디 50- 1 00안 씬 口 100만 원 이상 口 세입자없용 l 세입자있옴 

Chi-Square Test 

p-value = 0.00 10* 

Fisher’s Exact Test 

p-value = 0.7302** 

보증금수준 

100% 

90% 

80% 

70% 

60% 

50% 

이Q% 

30% 

20% 

10% 

0% 

생계형 자산형 

口 l천안 연 이하 . 1-5천만 원 

口 5천만- 1 억 왼 디 l억 원 이상 

Fisher’s Exact Test 

p-va lue = 0.9185*** 

하는 비중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토지가 크고 비싸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자산이라면 목돈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반면 ， 토지가 작고 싸더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경우 

경제적 부담과 무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공시지가의 경우， 다세대와 연립주택 소유자를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에서 

두 분포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생계형이 자산형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가 많아 

서 나타난 결과로 ， 총면적과 총가치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자산형 소유자가 보다 좋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읍을 짐작케 한다‘ 

생계형과 자산형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세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 12 ) ) 주 

택유형에서 짐작했듯이 자산형에 비해 생계형 소유자가 세입자를 둘 확률이 높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특이한 점은 세입자를 둔 가구들에 대해서 월세와 보증금의 절대금액을 비교했을 때 . 두 집 

단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월세와 보증금의 절대적 수준보다 해당 가구의 

소득에 대비한 상대적 수준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5 재정착여부 

재개발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생계형 소유자는 자산형에 비해 더 많이 이주를 계획하고 있 

으며， 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표 13 ) ) . 

이는 소유자 가구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재개발에 대한 소유자의 입장으로도 해석될 수 있 

다 지금까지 사용된 경제적 부담에 따른 생계형 · 자산형의 집단구분은 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으로 ， 그러한 부담이 이주와 재정착이라는 가구의 결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나 

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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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기타 

재정착여부 

100% 

90% 

80% 

70% 

60% 

50% 

4()% 

30% 

20% 

10% 

0% 

생계형 자산형 

口 이주 · 재청확 

Chi-Square Test 

p-value = 0.0388** 

3. 소유자의 특성과 경제적 부담 - 로짓모형 

다른 변수를 통제한 채 각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로짓모형을 사용한다 종속변수 

가 생계형 및 자산형 소유자의 집단구분을 뜻하는 더미 (dummy) 변수이므로， 다항회귀모형 

(multiple regreesion mode l) 보다 로짓모형이 더 적합하다‘ 

인구 · 사회학적 특성군에서는 연령과 가구원수를， 경제적 특성군에서는 월가구소득을 독립변 

수로 삼는다. 물리적 특성군에서는 세입자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그리고 토지가치를 표현하 

고자 공시지가와 소유토지면적을 곱한 값을 사용한다 또 건물의 경우 토지연적과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는 건물면적은 제외하는 대신 : 건물사용연수를 사용하여 건물 가치를 대리하게 한다 

건물유형은 세입자여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여섯 개의 독립변 

수와 생계형 및 자산형 집단구분을 종속변수로 구성된 로짓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14)와 같다 

모형에 포함된 6개의 변수 가운데 4개의 변수가 10% 이내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 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생계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며 ， 경제적 특성에서는 월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는 세입자가 있을수록， 건물사용연수가 길수록 경제적 부담을 

느낄 확률이 높다. 토지가치는 표본크기의 한계로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에 약간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석을 한다면， 토지가치가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에 처하기 쉽다 

표준화된 변수를 입력해 산출된 표준화 추정치들로 변수간 영향력 또한 비교할 수 있다 경 

제적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단연 월가구소득이었으며 , 세입자여부， 연령 . 건물사 

용연수， 토지가치 등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홍미로운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토지와 주택 

등의 자산가치가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 여러 변수들을 힘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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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로짓모형 소유자가구의 특성이 경제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 

특성 변수명 
Estimate Estimate 

(비표준화) (표준화) 

인구·사회학 연령 -0.7391 -0.9300 

적 특성 가구원수 0.0450 0.0790 
/ 

경제적 특성 월가구소득 0.0084 1.6390 

세입자여부 -2.2384 -11206 

물리적 특성 토지가치 0.0046 0.6501 

건물사용연수 0.0423 0.8687 

※종속변수- 생계형 및 자산형 집단구분(0=생계형， 1=자산형) 

※*: p < 0.1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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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비고 

00681* 

0.8743 

00326** 

0.0190" 1 = 세업자 있음 

0.1268 공시지가×토지면적 

0.0794* 

한 위 분석에서는 소득과 연령 , 세입자여부 등 소유자 가구가 처한 개별적 상황이 자산가치의 

변수들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재개발은 일부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 추가입주금에 대한 부담， 월세소멸에 따 

른 부담， 보증금상환에 대한 부담 등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는 가구는 재개발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반대’ 라는 적극적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겪는 소유자가 소수에 그칠 

경우， ‘동의율’이라는 장치로 제도화된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다수의 소유자에 의해 소 

수의 소유자가 심각한 경제적 충격과 곤경 앞에 방치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살펴보았다. 만장 

일치의 비현실성 · 비효율성으로 인해 다수결의 원칙이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수 

(數)의 대결 속에서 일부 특정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강요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 집단적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표현되지 않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 

민들의 선호와 어려움을 재개발과정에 반영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재개발에 공공이 개입해 

야 할 정당한 목적일 수 있다. 

우선 재개발의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이나 시행자， 지방정부가 찬성보다는 반대에 

주목하게끔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동의율’ 의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 

금까지의 재개발사업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율 수준을 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 

다. 하지만 오히려 동의율이라는 기준이 존재함으로써 동의율을 달성한 이후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중단된 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동의율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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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동의율을 확보하는데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동의율 수준의 제고가 규 

제요건의 달성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공공이 개입하기 전 민간에서 자 

율적으로 주민들의 선호와 어려움을 반영하고자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소유자들이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을 발견하였다. 많은 재개발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집 

단에 특화된 정책개발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고 고령인 소유자를 위해서는 

기존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 (Rεverse Mortgage)를 도업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있는 가구의 보증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막고자， 정부가 저리의 금융을 

시행자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필요한 가구， 토지나 주택면적이 

작아 재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감당할 수 있게끔 다양한 평면과 가격대의 주 

택을 공급하게 할수 있다 

소수의 소유자가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묵인해야 하는， 해결 불가 

능한 것이 아니다. 대안이 있음에도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동안 간과하고 지나 

치며 방치한 것들이다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더 많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재개발은 비로소 갈등의 온상에서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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