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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분법 적용을 통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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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economic, and physical improvemen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in Busan and Cheongju City, utilizing 
population, regional economic, and old building data.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d that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had no effect on the social, economic, and physical improvement of 
the project area comparing the neighboring areas. In other words, at the end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business performance was not eviden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xpect 
social, economic, and physical improvement i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does not consider 
the linkage with the detailed project composi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select 
detailed projects that meet the purpose of the project when establishing urban regeneration plans 
in the future.

  

Keywords: 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urban regeneration project, economic-based urban 
regeneration

1. 서  론

’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래인구는 

’28년 약 5천 2백만 명으로 정점에서 감소하며, 생산

연령인구(15~64세)도 ’17년 정점인 3,757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외에도 ’18

년 합계출산율은 0.98명(OECD 평균 1.65명)으로 조

사되는 등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인구감소사회로 진입

하였다.

문제는 인구감소가 지역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발생

한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

권 인구보다 적었으나, ’19년 수도권 인구(25,92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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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 비수도권 인구(25,924천 명)를 1,737명 넘어서

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변화와 함께 전국 약 3,500개 

읍･면･동 중 쇠퇴지역이 전체의 약 66%(2,300여 개, 

’16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도시가 

쇠퇴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

(2018)의 향후 도시전망(’18년 6월 기준)에서도 전국

수준 소멸위험지수1)는 0.91을 기록하는데 비수도권

의 모든 광역시･도 중 부산(0.76), 대구(0.87)는 소멸

위험지수가 1.0 미만인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하였으

며, 동일 시점에 읍･면･동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가 해당(쇠퇴지역의 43.4%)되며, 이중 비수도

권 소멸위험지역 비중은 57.8%로 절반을 넘고 있다.

이외에도 ’18년 말, 전체 읍･면･동 3,488개 중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시행령 제17조

에서 정한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

하는 지역은 1,006개(28.8%),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

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은 2,424개(69.5%)로 조사되

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감소, 비수도권 중심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쇠퇴지역 비중 증가, 산업 이탈

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노후건축물 증가로 인한 주

거환경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소멸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인

구감소 → 산업침체 → 물리적 쇠퇴 → 지자체 소멸’로 

이러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20년 현

재, 약 322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3)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14년 시행한 도시재생선도사업이 ’19년 

대부분 종료된 점에 착안하였다. 이에 대규모 사업비

가 투입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

단한 부산광역시와 청주시에서 진행한 경제기반형 도

시재생선도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 전･

후 인구, 지역경제 및 노후도 관련 지표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실태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도시재생선도사업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2.1. 추진배경

정부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외곽개발 위

주 도시정책 한계에 봉착한 점을 타개하고자 물리적 

사업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등 기성도시를 종합적으

로 재생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주민과 기업이 참여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국토교통부 2013). 

도시재생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

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도시재생법｣ 제1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

로 규정한다(앞의 법 제2조 제1항 제8호). 도시재생사

업은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으로 구분4)하고, 세부사

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따라  마중

물사업, 지자체사업, 부처연계사업과 민간참여를 통

한 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

된다. 

2.2.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사업 개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사업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

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

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

출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에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선도사업은 부산광역시와 청주시에서 진행하였

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사업은 부산시 

동구 초량동(1, 2, 3, 6동)에 위치하며, 총 사업비 5,928

억 원, 마중물사업 11개를 포함한 총 37개 세부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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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다. 사업목표는 원도심 재창조에 초점을 두

었으며, 지식혁신플랫폼 등 핵심시설지원사업, 도시

환경개선사업, 도시경제 활성화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었다(Table 1 참고).

둘째, 청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사업은 청주시 

내덕2동에 위치하며, 총 사업비 3,428억 원, 마중물사

업 5개를 포함한 총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사

업목표는 구도심에 위치한 (구)연초제조창을 국립현

대미술관으로 재생하는 등을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과 

도심인구 재유입을 도모하는 것이다. 주된 사업유형

은 문화창작 및 시민 문화활동 중심지 조성, 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업무지구 형성, 창조계층 및 인구유입을 

위한 도심형 레져 확충이다(Table 2 참고).

2.3. 선행연구 분석

도시재생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를 확인

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투입산출모형을 적용하여 사

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윤병훈･남진 2015)하거

나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정광진 

외 2017) 및 평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조진희 외 

2018)가 있다. 특히, ’17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를 확인하는 연구가 정부(국토교통부), 국회(국회입법

조사처) 및 공기업(토지주택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첫째, ’17년 국토교통부(2017a, 2017b)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중 근린재생형으로 추진한 11곳의 성

과를 실적, 효과 및 영향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Figure 1. Knowledge Innovation Platform, Front 
(above), Side(below) 

Source: self-picture by author

Classification Contents

The goal of 
project

Recreating the attractive and 
competitive Busan old city center 
where citizens and residents are 
happy

Location
Dong-gu, Choryang 1, 2, 3, 6 
dong(3.12㎢)

Project Costs Total 592.8 billion won

Detail Projects 
(total 37 
projects)

Priming water projects (11), Local 
government projects (13), 
Ministry-related projects (10), 
Private investment projects (3)

Regeneration 
Strategies

- Establishment an integrated 
promotion system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old 
city center

- Establishment of base facilities for 
exchanges, distribustion, support, 
and  pedestrian network system of 
industry fuctions in Busan Station 
Areas

- Recreating an attractive and 
identifiable old city center by 
using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 Improvement of local 
competitiveness and  community 
vitalization through improvement 
of resident competitiveness

Table 1. Overview of Economic-Bas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Busan City

Source: Busan City(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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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실적분석은 마중물 사업으로 추

진한 세부사업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효과분석

은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파급효과를 의미하며, 영향 

분석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변화하는 지역환경과 쇠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도시재생선도사업이 경제･사회･물리･환경･역

사․문화적 재생 실적치에서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일

부지역을 제외하고 인구나 노후건축물 수 개선에 대

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회입법

조사처(2018)는 정성적 지표를 토대로 사업효과를 체

감하는 지역주민 의견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선도사업

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도 경제기반형(부

산, 청주)을 제외한 11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사

업에 대하여 성과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

면,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은 주민의 체감도나 만족도

가 높은 반면, 현행 주택보수 방식은 주민의 소요와 배

치되고 주민의견 미반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

한, 경제적 활성화는 단기간 성과를 파악하는데 한계

가 있음을 전제로 지역행사, 이벤트 등 일시적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시재생대학 등은 주민 

임파워먼트 형성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

지주택연구원(2018)은 13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사

업추진 결과보고서, 도시재생지원기구 모니터링 보고

서 중심으로 한 정성적 분석과 선도지역 평가지표 등

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정량적 분

석을 수행함에 있어 선도지역과 선도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비교지역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이중 

정량적 평가 결과, 사회적 지표인 상주인구는 상대적

Figure 2.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ource: self-picture by author

Classification Contents

The goal of 
project

Contributing to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by creating new 
jobs and reintroducing the urban 
population by applying new 
economic functions such as 
culture, crafts, and knowledge 
industry through expansion of 
infrastructure and convenience 
facilities in the declining old city 
center and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REITs)

Location Cheongwon-gu Naedeok dong

Project Costs Total 342.8 billion won

Detail Projects 
(total 37 
projects)

Priming water projects (5), Local 
government projects (3), 
Ministry-related projects (9), 
Private investment project (1) 

Regeneration 
Strategies

- Recovery of urban functions and 
improvement of vitality 

- Improvement of city-specific 
characteristics and attractiveness 

- Promoting urban knowledge- 
based industries

Table 2. Overview of Economic-Bas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Cheongju City

Source: Cheongju City(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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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교지역보다 선도지역의 감소가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지표 중 매출액은 대도시 선도지역이 비교지

역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선도지역이 대도시일수록 

신설법인 증가와 폐업법인 비율이 비교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지표인 건축인허가 수는 선

도지역이 비교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

면, 관련 연구는 성과분석, 평가 및 모니터링이라는 측

면에서 진행되었으나 모두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성과

를 확인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토교통부(2017a, 

2017b)와 토지주택연구원(2018)은 정량적 분석을 중

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전자는 특정시점(’14년, ’17년)

에서 입주업체수, 고용자수 등 분석항목별로 비교함

으로써 시간경과에 따른 성과 확인에 한계가 있다. 또

한, 비교대상 없이 도시재생선도지역 내 세부사업의 

실적치만 제시하여 해당 실적이 주변지역 또는 비교

지역에 비하여 충분한 성과를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후자는 일정기

간(’14~’17년) 동안 평가지표로 설정한 항목의 변화추

이를 선도지역과 비교지역 간 비교를 통해 확인함으

로써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성과를 보다 객관화하였다. 

하지만, 성과확인을 위하여 사업지역을 포함한 시･

군･구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특정지

표의 실적치 증감(율)을 중심으로 추세분석을 진행하

여 도시선도사업의 효과나 영향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선도

사업이 진행된 선도지역과 선도지역을 둘러쌓고 있는 

인접지역을 비교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시작된 ’14년을 기점으로 전･후 

약 5년 간 인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노후건축물 추

이 등 시계열 자료를 통해 선도지역과 비교지역 간 성

과발생 차이 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실적치 

중심으로 한 정량적 분석의 한계점에서 탈피하고 보

다 종합적이고 객관화된 분석을 수행한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3. 연구설계

3.1. 가설설정

정부의 도시재생선도사업 취지를 요약해 보면, 인

구 감소, 산업체 감소 및 노후건축물 증가하고 있는 도

시에 대하여 마중물사업, 지자체사업, 부처연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당지역을 재생시

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본 연구는 도

시재생선도사업을 통해 선도지역의 인구, 산업체 및 

노후건축물 관련 지표가 개선되었는가, 혹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재

생선도사업 전･후에 대한 관련 지표 비교와 동 사업을 

추진한 선도지역과 인접지역 간 관련 지표 비교가 필

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도시재생선도사업이 비교지역보다 사

회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가설2) 도시재생선도사업이 비교지역보다 경

제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가설3) 도시재생선도사업이 비교지역보다 물

리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2. 분석 지표 및 방법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Table 3 참고), 대다수 연구자는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함을 전제로 

동 사업의 개선 여부는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제안한다(최막중･양욱재 2018; 

김수연･정혜영 2017; 김혜천 2013; 이상훈･황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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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이일희･이주형 2011; 강현구 외3 2009; P. 

Roberts and Sykes H. 2000).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요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법｣ 제13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참고하여 

사회적 요인은 인구변화율, 경제적 요인은 산업체수

와 종사자수5), 물리적 요인은 노후건축물비율로 분석

지표를 구성하였다(Table 4 참고). 이러한 이유는 도

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기본요건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인구가 현저히 감소

하는 지역,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

생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

는 지역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즉,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구, 산업체 및 노후주택 등이 발생

하는 쇠퇴지역을 개선시키는데 있는 바, 이들 분석지

표가 개선된다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나타나

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사업에서 선도

지역의 인구, 산업체 및 종사자, 노후건축물 측면의 개

선이 나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선

도사업 수행 시점 전･후를 기준으로 선도지역과 인접

지역 간 분석지표를 비교하였다.

이때,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6)을 적용하였다. 이중차분법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처치) 여부에 따라 선도지역(처리집

단)과 인접지역(비교집단) 간 분석지표의 결과값을 시

계열적으로 비교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도시재생선

도사업 전･후 개선실태에 대하여 준실험적 평가방법

을 적용하는 이유는 처리집단과 비교집단 간 선택편

의(selection bias)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차분법을 통한 개선 정도를 비교하는 모형은 Figure 

3과 같다. 또한 이중차분법은 다중회귀식으로도 표현

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uthors Social Factor Economic Factor Physical Factor Extra Factor

Choi and Yang (2018) ○ ○ ○ -

Kim and Cheong (2017) ○ ○ ○ -

Kim (2013) ○ ○ ○ Cultural Factor

Lee and Hwang (2013) ○ ○ ○ Cultural Factor

Lee and Lee (2011) ○ ○ ○ -

Kang et.al., (2009) ○ ○ - Living and Cultural Factors

P. Roberts and Sykes H. (2000) ○ ○ ○ Environmental Factor

Table 3. The Purpos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Literature Reviews
Source: Author made

Analysis Indicators period

Population Change Rate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9~’18

Total Company Number
(National Company Survey/

Statistics Korea)
’09~’17

Number of Employees(per 1,000)
(The Survey of Labor in 

Companies/Statistics Korea)
’09~’17

Ratio of Deteriorated Buildings
(Building Register/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2~’18

Table 4. Analysis Indicators
Source: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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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1)

(식1)을 살펴보면, y는 사회적·경제적·물리적 개선

을 나타내는 측정값으로 인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노

후건축물비율이다. T는 도시재생선도사업 전후를 나

타내는 더미변수, C는 도시재생선도사업 적용지역여

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β3은 정책효과를 나타

내는 이중차분계수로서 시간(T)과 지역(C)의 교차항

의 계수이다.

3.3. 자료수집과 분석기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계열분석을 

활용하였는데, 우선, 사회적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

구변화율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활용하였다. 둘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한 총사업

체수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른 (천인당)종사자

수를 적용하였다. 셋째, 물리적 요인에 대한 확인을 위

(T):처리집단(선도사업 대상 행정동)
Oi:측정값(인구, 산업체, 노후건축물)

(C):비교집단(선도지역 인접한 행정동)
X: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14년)(T) O1 X O2

(C) O3 O4 도시재생선도사업 성과 = G1-G2
  G1={(O2-O1)/O1}×100 G2={(O4-O3)/O3}×100

Figure 3. Performance Comparison Model between Processing Group and Comparative Group
Source: Choi et. al.,(2016: 116)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Bus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Cheongju

Project Areas Choryang 1, 2, 3, 6 dong Naedeok 2 dong

Neighborho
od Areas

 Beomil 5 dong, Sujeong 1, 2, 4 dong, 
Dongdaesin 2, 3 dong, Yeongju 1, 2 dong, 

Jungang-dong

Naedeok 1 dong, Uam dong, Yulryang · Sacheon 
dong

Location 
Map

* Areas marked in bold are the project areas(treatment group), areas marked in lighter are adjacent areas(comparative 
group)

Table 5.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as and Neighborhood Areas             Source: Author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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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선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상을 토대로 노후건축물비

율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전･후 

비교를 위해 동 사업이 시작한 ’14년을 전후해서 매년 

발표되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다만 노후건축물

비율은 통계자료 작성이 ’12년 이후부터 진행된 점을 

고려하였다.

도시재생선도사업은 복수의 세부사업이 동시에 진

행(부산 37개, 청주 18개)되며, 이러한 세부사업의 결

과가 동 사업의 효과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에 

공간적 범위 설정 시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수행되는 권역(행정동 기준)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선도지역과 비교를 위한 인접지역은 선도지역에 인접

하고 있는 권역으로 한정하였다. 이처럼 선도지역과 

인접지역을 구분하여 비교하는 이유는 도시재생선도

사업 전․후 선도지역(처리집단) 인구변화율이 증가하

였다 하더라도 인접지역(비교집단) 인구변화율이 동

일하게 증가하였다면, 도시재생사업이 선도지역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이 기각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반면에 인접지역 보다 선도지역 인구변화율 

감소가 적다면, 도시재생사업의 영향이 있다라는 가

설은 채택될 수 있다.

4. 실증분석

도시재생선도사업 시작시점(’14년)을 중심으로 전

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인구, 산업체 및 종사자수, 노후

건축물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Figure 4 참고). 또한, 

도시재생선도사업이 분석지표 개선에 영향을 주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 검증을 위해 이

중차분법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4.1. 사회적 활성화 여부(인구변화율 추이)

부산은 조사기간(’09~’18) 동안 선도지역과 인접지

역 공통적으로 전년도 대비 인구변화율은 감소하는 

추세7)로 나타났는데(Table 6 참고), 선도지역은 연평

균 1.3% 감소, 인접지역은 1.8% 감소하였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기준으로 전기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선도

지역 0.71% 감소, 연접지역 1.7% 감소하였으며, 후기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선도지역 1.9% 감소, 연접지역 

2.1% 감소하였다.

청주는 조사기간 동안 선도지역의 인구변화율은 지

속적으로 감소(연평균 0.4%)8)한 반면, 인접지역 인구

변화율은 반복적으로 증감하였으나 연평균 0.5% 감

소하였다(Table 6 참고). 

도시재생선도사업을 기준으로 전기 연평균 인구변

화율은 선도지역 1.27% 감소, 연접지역 0.7% 감소하

였으며, 후기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선도지역 0.4% 증

가, 연접지역 0.1% 감소하였다.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

사업 이후 연접지역은 연평균 인구변화율이 감소한 

반면, 선도지역은 오히려 연평균 인구변화율이 증가

함에 따라 동 사업으로 선도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예

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도시재생사업과 무관한 지

역 내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인구변화가 연평균 인구

Classification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Busan
Project Areas -2.0 0.5 1.8 -1.9 -1.9 -0.8 -1.8 -3.9 -2.8 -0.6

Compare Areas -1.7 0.3 -1.8 -2.1 -2.6 -2.5 -2.7 -2.5 1.1 -3.9

Cheongju
Project Areas 2.9 -0.5 -1.7 -1.5 -5.4 -1.6 -3.3 10.9 -1.1 -3.0

Compare Areas -1.3 -1.0 0.5 -0.5 -2.3 0.4 -0.7 0.7 0.3 -1.3

Table 6. Population Change Rate                       Source: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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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Bas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Busan Economic-Bas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Cheongju

Population Change Rate Trend(%) Population Change Rate Trend(%)

Change in the Number of Local Company (Number) Change in the Number of Local Company (Number)

Change in Number of Employees per1,000 Change in Number of Employees per1,000

Change in Ratio of Deteriorated Buildings(%) Change in Ratio of Deteriorated Buildings(%)

Figure 4. Changes in Economic-Ba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Analysis Index 
Source: Author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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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예측된다.

4.2. 경제적 활성화 여부(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추이)

우선, 부산의 사업체수를 확인해 보면(Table 7 참

고), 선도지역은 연평균 1,204개소, 인접지역은 연평

균 944개소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도시재생

선도사업 전･후기를 비교해 보면, 평균사업체수가 선

도지역은 전기(1,218개소)보다 후기(1,186개소)에 32

개소 감소하나 인접지역은 전기(939개소)보다 후기

(951개소)에 12개소 증가하였다. 동일한 방식으로 부

산의 종사자수를 살펴보면(Table 8 참고), 선도지역은 

연평균 1,448명, 인접지역은 연평균 2,547명이 종사하

고 있다. 다만, 도시재생선도사업 전･후기를 비교해 

보면, 평균종사자수가 선도지역은 전기(1,451명)와 후

기(1,445개소) 간 거의 변화하지 않은 반면(6명 감소), 

인접지역은 전기(2,462명)보다 후기(2,652명)으로 

1,207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수 변화가 

종사자수 변화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주의 연평균 사업체수는 선도지역 767개소, 

인접지역 1,753개소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선도사업 

전･후기를 비교해 보면, 선도지역 평균사업체수(전기 

796개소, 후기 730개소)는 전기보다 후기에 66개소 

감소한 반면, 인근지역 평균사업체수(전기 1,687개소, 

후기 1,835개소)는 148개소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연

평균 종사자수는 선도지역 236명, 인접지역 344명인

데, 도시재생선도사업 전･후기를 비교하면, 선도지역

(전기 230명, 후기 243명)은 13명 증가, 인접지역(전

기 329명, 후기 364명)은 35명 증가하였다. 청주시 도

시재생선도사업을 통해 선도지역 평균사업체수는 감

소한 반면, 인근지역의 평균사업체수는 증가하였으

며, 종사자수는 두 지역 모두 증가하였으나, 인근지역

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3. 물리적 활성화 여부(노후건축물 추이)

노후건축물 추이를 살펴보면, 부산과 청주 공통적

으로 일반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노후건축물 비율은 지

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참고).

Classification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Busan
Project Areas 1,202 1,196 1,199 1,233 1,262 1,246 1,197 1,167 1,133 

Compare Areas 920 921 915 970 968 964 942 950 947 

Cheongju
Project Areas 773 781 823 813 790 774 729 721 695 

Compare Areas 1,626 1,652 1,700 1,734 1,725 1,771 1,782 1,870 1,917 

Table 7. Total Number of Companies                    Source: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Classification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Busan
Project Areas 1,579 1,439 1,319 1,445 1,473 1,365 1,387 1,496 1,531 

Compare Areas 2,298 2,363 2,432 2,621 2,595 2,669 2,654 2,713 2,574 

Cheongju
Project Areas 188 210 239 257 255 243 252 225 250 

Compare Areas 311 345 335 331 322 329 332 389 404 

Table 8. The Number of Employees(per 1,000)           Source: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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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과 ’18년 간 노후건축물 비율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부산의 선도지역 8.7%p, 인접지역 6.2%p 증가

하였고 청주의 선도지역 6.0%p, 인접지역 5.0%p 증가

하였는데, 이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이 노후건축물 감소

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4.4. 도시재생선도사업 전･후 개선실태: 
가설검증과 결과발생 이유9)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선도사업정책이 사회

적·경제적·물리적 개선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가지의 가설을 가지고 이중차

분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이와 함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사업 효과를 모니

터링한 토지주택연구원(2018)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이 비교지역보다 사회

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는 가설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회적 개선의 지표로 인구변화율을 이용하여 

인구감소 개선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

역더미로 사용된 D1, 정책더미로 사용된 D2, 도시재

생선도사업의 효과를 의미하는 이중차분추정변수인 

D1×D2의 계수값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즉, 도시재생선도사업은 비교지역보다 인구감소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개선에 영

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지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토지주택연구원(2018)에서 제시한 

상주인구가 모든 선도지역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상

대적으로 선도지역의 감소는 비교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등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사회적 개선에 긍정

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사회적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세부사업이 주

거안정을 목표로 진행되지 않는 점, 관광객 유입에 치

중한 세부사업 위주로 추진된 점, 지역주민을 위한 폐

공가 철거, 노후주택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소

규모로 진행된 점 등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인구 신규 

유입 또는 선도지역 내 주민 외부이탈 방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이 비교지역보다 경제

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하여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더미, 정책더미, 도시재생사업효과를 나타

내는 변수들 모두 두 모형(사업체수, 종사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시재생선도사

업은 사회적 개선효과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주택연구원(2018)은 신설법인

수를 분석하였는데, 선도 및 비교 지역에서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작된 1~2년 후 증가하였으며, 대도시일수

록 신설법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에 대

하여 본 연구는 도시재생선도사업 전･후를 기준으로 

선도지역과 비교지역 간 산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확인

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Classificatio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Busan
Project Areas 67.0 70.3 72.3 74.0 75.2 76.5 75.8 

Compare Areas 78.1 79.2 80.3 82.0 82.9 86.0 84.3 

Cheongju
Project Areas 77.0 79.1 81.1 83.0 82.0 83.5 83.0 

Compare Areas 67.3 70.1 71.0 71.3 72.3 73.7 72.3 

Table 9. The Ratio of Deteriorated Buildings             Source: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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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결국, 토지주택연구원(2018)에서 제시한 신설법

인수가 선도지역과 비교지역 모두 증가하였다는 것은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는데 한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경제적 개

선에 미치는 영향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마중물사

업, 지자체사업, 부처연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을 확

인해 보면, 선도지역 내 신규 사업체를 유치하거나 새

로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관광객 유치,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위주로 진

행된 점(부산시),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문화업무공간 

조성(REITs) 사업은 종료되지 않은 점(청주시) 등으

로 인해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신규 산업체 또는 신규 

유입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사

업성과가 선도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도지역 경제적 개선이 달

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이 비교지역보다 물

리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하여 노후건축물 비율을 지역과 시간, 정책효

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가설과 

같이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았다. 따

라서 도시재생선도사업은 선도지역의 물리적 개선에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 개선과 관련하여 토지주택연구원(2018)은 

신규 건축인허가를 통해 물리적 개선을 확인하였는

데, 선도지역과 비교지역에서 건축인허가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제

시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 노후건축물 비율로 살펴 

본 물리적 개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인허가를 신규건물 건축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과 청주의 물리적 개선실태를 살펴보면, 지자

체 중심으로 폐공가 정비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도시 

                        DV

 IV

Social Improvement Economic Improvement Physical Improvement

Population Change 
Rate

Total Company 
Number

Number of Employees
Ratio of Deteriorated 

Buildings

β t β t β t β t

D1
0.612
(0.797)

0.767
7.687

(272.810)
0.028

-722.134
(1141.426)

-0.633
-5.148
(3.279)

-1.570

D2
-0.180
(0.612)

-0.294
45.675

(221.928)
0.206

151.440
(928.538)

0.163
2.228
(2.352)

0.947

D1 X D2
(The Improvement Effec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0.516
(1.128)

-0.457
-84.995

(409.215)
-0.208

-153..788
(1712.140)

0.090
1.104
(4.338)

0.255

N 169 152 152 118

R2 0.006 0.001 0.006 0.051

1) Below Coefficient(β) ( ): standard error 
2) D1 (1=Project Areas, 0=Neighborhood Areas)
3) D2 (1=After Urban Regeneration Project, 0=Befor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able 10. Analysis Results                                                      Source: Author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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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슬럼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부산시, 청주

시)에 있어 도시재생선도사업을 통한 물리적 개선에

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노후건축물 개선은 개

별 건축물 소유주가 담당해야 하는데, 도시재생선도

사업에 있어 주민이 자발적으로 노후건축물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인요인이 없어 선도지역 내 물리적 개선이 

용이하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적어도 인근지역과 비교했을 때, 선도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한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종료

(’19년)된 시점에서 볼 때, 사업성과가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도시재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물리

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도

시재생사업 지정을 위한 선결요건이 인구감소, 산업

이탈, 주거환경 악화 중 2개 이상이 필요함을 규정하

고 있다(｢도시재생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

17조). 즉, 사회적(인구), 경제적(산업), 물리적(건축

물)으로 쇠퇴한 지역이 도시재생을 통해 활성화되는 

것이 ｢도시재생법｣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14년 선정되고 ’20년 대부분 세부사업이 

종료된 도시재생선도사업 중 상대적으로 예산규모 크

고 지역 파급효과 발생이 예상되며 경제기반형으로 

추진된 부산광역시,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전･

후 선도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 여부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이 비교지역보다 

선도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는 기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도지역과 인근지역을 구분하여 사회

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 한 토지주택

연구원(201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

었다. 

이처럼 도시재생선도사업이 ｢도시재생법｣에서 정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개선에 있어 인구감소를 전환시킬 수 

있는 사업보다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 유입에 치중한 

세부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소규모,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신규인구 유입 또

는 내부인구 유출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경제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도지역 내 신규

산업 발굴, 산업인력 유입 노력 등 지역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기 보다는 관광객 유치,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

선을 위한 시설공사, 경제활동에 직결되는 핵심사업

이 늦어지는 등 산업체와 종사자가 증가할 수 있는 산

업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 

셋째, 물리적 개선은 선도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관

련이 있다. 즉, 선도지역은 슬럼화가 급속도로 진행되

고 있어 노후건축물은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이다. 다만, 선도지역 내 물리적 개선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인 주민이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유인요인이 없어 정부사업과 주민사업 

간 괴리가 발생하는데 원인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단순히 세부사업 구성

에 있어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백화점식으

로 나열하는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사

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을 면밀

하게 선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마중물사업, 지자체사

업, 부처연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이 상호 유기적으

로 진행됨에 따라 시너지효과가 해당지역에 발현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추진 시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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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우선, 

도시재생뉴딜사업 전･후 개선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 ｢도시재생법｣에서 정한 인구, 

산업체 및 노후건축물에 한정하였다. 이에 주민만족

도 등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개선 

여부를 확인할 때, 보다 심도있는 학술적 제언이 가능

하다. 둘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물리적 개선을 ｢도시

재생법｣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지표를 활용하였는데, 

물리적 환경이 반드시 건축물의 외관 뿐만 아니라 구

조나 지붕, 골목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추후 연구에서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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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청주시에서 진행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고 사업 전･후의 인구, 지역경제 및 노후도 관련 지표 비교 분석을 통해 선도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적어도 인근지역과 비교했을 때, 선도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즉 도시재
생선도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볼 때, 사업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세부사업 구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세
부사업을 면밀하게 선정해야 한다. 또한 마중물사업, 지자체사업, 부처연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이 상
호 유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너지효과가 해당지역에 발현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추진 시 상시 모
니터링하고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도 병행
되어야 한다.

주요어 : 도시재생선도사업, 이중차분법,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