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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효용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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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of Property Owner’s Utility Caused by the Two Houses
Purchase Allowance Policy in a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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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토지등소유자의 경제적 효용
관점에서 파악하고, 기존 주택재건축방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책의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각각의 시나리오를 통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업비용 및 임대료수준의 변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자료는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와 사례단지의 주변 재건축완료단지 매매가 및 전세가, 국세청 및 부동산정
보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은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효용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용 120㎡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효용이 증가한 반면, 중․소형을 보유
한 가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형평형 비율이 높은 구역에서는 2주택 공급 재건
축사업 시 대형평형 소유자의 효용은 커지는 반면, 중․소형을 보유한 가구는 대형평형 소유자와의 효용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 정책이 법제화는 되었지만,
시행사례가 아직 없는 시점에서 실제사업에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효용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하
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비용편익분석, 토지등소유자 효용, 민감도분석
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effects of two-houses purchase allowance
요약

policy in housing reconstruction operations in the economic view of the property owners. It attempted
to implicate the policy through the comparison of existing residential reconstruction ways. For this,
the case study areas were selected in which two-houses purchase allowance reconstructions were
possible and a cost-benefit analysis through each scenario was conducted. Additionally a sensi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measure changes in business fluctuation. Data was gathered from
reconstruction statistics in Seoul, the National Tax Service, housing rental and sales prices of finished
reconstruction projects around the site, and real estate information provided by private businesses
utilizing the data from the feasibility analysis of ongoing reconstruction projects. Results showed that
first, two-houses purchase allowance housing reconstruction are not beneficial to all. Property owners
with 120㎡ or more land get an increase in land equity, but property owners with less than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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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a decrease in land equity. Second, sites where the proportion of land owners having more than
120㎡ was larger than those having less, show a greater increase in equity compared to sites where
land owners having less than 120㎡ is more than those having 120㎡. This makes the land owner
having more than 120㎡ exclusive dwelling area more profitable in the sites where the proportion
of largo-size apartments is high. Two-houses purchase allowance in housing reconstructions is
currently in legislation. However, it needs to grasp the utility for property owners. Owners who
participated in this real estate business without implementation examples will ne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data to find meaning in any political implication.
Key Words two-houses purchase allowance reconstructions project metho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cost-benefit analysis, economic effect of the property owners, sensitivity analysis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택재건축사업은 지난 30년 간 수많은 정책의
변화와 법제정 및 개정을 거치면서 제한된 주거지
내에서 주택공급을 유지하고 기존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외
환위기를 탈출하면서 회복된 경기를 따라 강남지
역 일대의 재건축단지 주택가격의 급등세가 수도
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주택시장의 안정
과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정책
을 통해 재건축사업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및
경제전반의 악화로 인해 재건축사업 역시 전체적
으로 사업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
고, 대형평형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통하여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대형평형(전용면적 120㎡ 이상)을 소유한 토지등
소유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2주택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미만의 소형평형으로 분양받고 3년간 전매
를 금지하여, 소형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수익성
이 떨어지는 대형평형 재건축의 사업 활성화와
최근 1~2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형평형 토지등소유자
의 수익성 증대와 60㎡ 미만 소형임대주택 물량
의 확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은 정해진 절차법과 토
지등소유자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의사결정 및 사업이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이 때문에 토지등소유자의 효용을 중심으로 2
주택 공급 재건축사업을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
다. 즉, 2주택 공급 재건축을 선택하여 사업에 참
여하게 되는 가구(토지등소유자)와 2주택 공급재
건축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업에 같이 참여하게 되
는 가구(토지등소유자)의 효용을 같이 고려해봐
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사업을 이끌어가
는 조합에서 2주택 공급 재건축을 적용한다하더
라도 2주택을 분양받지 못하는 가구(토지등소유
자)는 기존재건축을 할 경우보다 소형평형위주의
건설로 공사비 등의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효용변화 연구 61

되어, 효용이 하락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2주택 공급 재건축사
업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즉, 2주택
공급 재건축을 선택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선
택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를 분리하여 각각의 토
지등소유자가 기존사업방식과 어느 정도의 효용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방식의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서울시 내 138개 공동주택 재건
축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전용면적 120㎡ 이
상을 보유하고 있는 단지 중에서 사례 단지를 선
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범위내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효용의 범위
는 개별가구(토지등소유자)의 경제적 가치의 극
대화로 한정하였다. 물론, 효용은 주관적이며, 상
대적인 개념이고 그것의 크기를 측정하거나, 어떤
재화의 일정량이 주는 효용을 개인 간에 비교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재
건축사업을 하는 자체가 주거환경의 개선도 있지
만, 보유주택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수
단으로써 활용되기 때문에 효용의 측정을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로 정의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방
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
째, 서울시 내 주택재건축사업대상지 중 실제로 2
주택 공급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구역을
선별하였다. 셋째,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형평형대 비율로 사례대상지를 선정하
여 20년간(공사기간포함)의 토지등소유자의 수익

성을 비용편익분석(B/C Ratio)을 통해 비교․분
석하였다. 사례대상지의 대형평형비율을 다양화
한 이유는 대형평형 비율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비교해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이 파급력을 줄 수
있는지 밝혀내기 위해서이다.
또한, 비용항목 및 임대료환산수준 등의 변화에
따라 2주택 공급 재건축 사업의 경제적 효용이 어
떻게변화하는지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서울시 정비사업 통
계자료와 사례지역의 재건축구역 현황 및 주변의
재건축완료단지의 시세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또
한, 각종 비용들은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 유사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
였고, 세금부분은 국세청의 각 과세표준 및 세율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부동산정보회사의 세금계
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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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주택 공급 재건축 및 선행연구 검토

1.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 정책

2주택 공급 재건축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세대 또는 1
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에 예외조항을 둔 것이
다. 가격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
용면적 60㎡ 이하로 선택해야 한다. 이때 60㎡ 이
하의 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
나기 전에는 매매 또는 증여를 할 수 없도록(상속
은 제외)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전용면적
154㎡를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85㎡와 59㎡(60㎡
이하 소형주택)로 나누어 분양받을 수 있다.

<그림 2>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 개념도(예시)

2. 선행연구 검토

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연구는 법, 제도, 경제성,
영향요인, 사업기간 및 갈등관련 등의 다양한 분
야가 있다. 이 가운데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에 따
른 토지등소유자의 효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제성분석 관련 연구, 토지등소유
자의 효용 관련 연구,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첫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제성분석에 관한 연
구들을 보면 대부분 사업방식별로 수익성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유리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
내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후분양제도 도입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비교하여 후분
양제도하에서보다 선분양제도에서 더 높음을 파
악한 연구(석홍재․김호철, 2006), 재건축 정책의
변화(기준용적률의 변화 등)가 재건축아파트 가
격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
(권순형, 2010),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비교하여 기준면적과 용적률을 통해 어떤 사업이
선택될지 기준을 제시한 연구(김갑성 외, 2008),
적용법령, 분양대상, 개발방식 등의 변화에 따른
재건축사업성을 분석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85
㎡ 이하)로 구성하는 경우 가장 수익성이 높게 나
타남을 밝혀낸 연구(나덕찬 외, 2012)가 있다.
둘째, 토지등소유자의 효용에 관한 연구는 대부
분 사업 자체의 변화나 외부요인이 토지등소유자
의 효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었
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개별건
축행위를 할 때를 비교하여 B/C 비율은 낮지만,
기존의 필지단위 자율갱신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효용이 크다고 주장한 연구(성수연․남
진, 2011), 헤도닉가격결정모형을 통한 주택가격
의 변화를 추정하여 기반시설 공급으로 인한 편익
이비용보다큰것을주장한연구(이경민외, 2011),
정비사업 시 구역 내 거주 조합원과 구역 외 부재
조합원 간의 성격을 구분하여 각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한 연구(양성돈 외,
2011),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 추산액변경이
조합원의 청산금 추가부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이승주․김병춘, 2013), 일반분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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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과 지가, 공사비 등을 통해 조합원의 분양가 결
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김성희․안건혁,
2010)가 있다.
셋째, 정비사업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크게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결정할 때 수익성
관점에서 주목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의 찬반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로는, 사업 찬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규명하여 생애주기요인, 경제적 요인 등의 특
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다르다고 분석한 연구(김
영관 외, 2007),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성분석
을 통해 사업선택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기존아파트의 시세 등 경제성 분야항
목들이 유의미한 것을 밝혀낸 연구(고재풍 외,
2007),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의사결정모델을 제시
하고자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연구(권보민․이강
희, 2007)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사업전체적인 경제성이나 수익성을 분석하여 사
업성이나 토지등소유자의 편익을 분석하는데 그
치고 있다. 이 연구는 실제로 2주택 공급 재건축사
업이 적용되어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을 구분하여 경제적 효용을 비교
분석하고, 사례단지의 대형평형 비율에 따라 2주
택공급 재건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
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Ⅲ.

서울시 2주택 공급 재건축 가능대상지 현황

서울시의 정비사업 통계자료(2013.12 기준자료)
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 내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은
240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완료된 사업구역을
제외하면 총 145개 구역이며,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과 촉진지구 내에서의 촉진사업(주택재건축사업)
을 제외하면 55개 구역이 사업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완료된 사업구역을 제외
한 55개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을 사업 단계별로 나
누어 보면 재건축사업의 구역이 확정되어 고시되
는 구역지정단계가 2개 구역, 조합설립을 위한 추
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단계가 8개 구역, 조합
설립단계 19개 구역, 실제 사업을 추진할 실시계
획이 확정된 사업시행인가 단계가 20개 구역, 추
가부담금이나 재산권 관련사항이 대부분 나오는
관리처분인가 단계가 6개 구역으로 나타났다. 이
들 구역 중에서, 아직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2주택 공급 재건축이 바로 시행
가능한 단계는 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에 있는 구역으로 29개로 나타났다.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만 포함한 이유는, 2주
택 공급 재건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
가 이전단계까지가 아직 사업관련계획 등이 확정
되기 이전단계이기 때문에 2주택 공급 재건축의
계획이나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
합한 단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인가 이전의 29개 구역을 인터넷 KB
부동산 및 부동산114 등의 부동산정보업체의 아
파트단지 정보를 통하여, 전용면적 120㎡ 이상의
대형평형이 포함되어 2주택 공급재건축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를 분류하였다. <표
1>과 같이 사업단계별로 분류된 총 29개의 대상지
중에서 총 10개 구역(강남구 6개 구역, 서초구 3개
구역, 용산구 1개 구역)이 시행이 가능한 사업구
역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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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 가능대상지(2013.12기준)
구
분

구역명

가
능
대
상
지

소재지역

사업진행단계

둔촌주공아파트
고덕5단지아파트
신림동
미성아파트
불 양평동
가 신동아아파트
능 염광아파트(망우1)
대 신안아파트
상
지 경동미주아파트
(제기1)
왕궁아파트
풍납우성아파트

강동구
강동구
관악구
영등포구
중랑구
강서구
동대문구
용산구
송파구

청담삼익아파트
도곡삼익아파트
상아3차아파트
대치쌍용1차
아파트
대치쌍용2차
아파트
한양7차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방배삼익아파트
신반포15차아파트
한강삼익아파트

강남구
강남구
강남구
강남구
강남구
강남구
서초구
서초구
서초구
용산구

조합설립인가 626,233㎡
조합설립인가 83,387㎡
추진위원회
16,706㎡
추진위원회
20,619㎡
조합설립인가 25,110㎡
추진위원회
16,400㎡
추진위원회
9,633㎡
조합설립인가 17,219㎡
조합설립인가 21,722㎡
… (외 10개 재건축사업구역)
조합설립인가 61,978㎡
추진위원회
17,655㎡
조합설립인가 16,008㎡
구역지정
47,659㎡
구역지정
24,416㎡
조합설립인가 16,432㎡
조합설립인가 345,301㎡
추진위원회
29,470㎡
조합설립인가 28,741㎡
조합설립인가 16,032㎡

자료 :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2013.12) 및 KB부동산
Ⅳ.

2주택 공급 재건축 사업방식의 토지등소유자
효용분석

1. 분석의 틀
1) 대상지 선정

최종 사례대상지는 2주택 공급 재건축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10개의 사업구역 중에서 기존 전

사업면적(㎡)

기존
총 세대수

기존전용120㎡이상
대형평형 세대수(비율)

888세대
247세대
230세대
630세대
364세대
239세대
3590세대
408세대
180세대
252세대

312세대(35%)
104세대(42%)
120세대(52%)
360세대(57%)
224세대(61%)
72세대(31%)
60세대(1.6%)
144세대(35%)
180세대(100%)
96세대(38%)

5940세대
890세대
280세대
495세대
233세대
247세대
228세대
250세대
295세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용면적 120㎡ 이상의 대형평형대 비율이 각각
35%, 52%, 61%인 대상지로 다양하게 고려하였
다. 또한 가능한 대상지 중에서 중․소형평형 면
적이 106㎡, 95㎡, 88㎡로 다양하게 분석 가능 하
도록 선정하였다. 사례대상지들은 주변에 기존의
재건축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단지가 존재하
여 자료구득이 용이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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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지별 주택재건축사업 건축계획
구분

강남구A구역 강남구B구역 서초구C구역

최고층수 31층 이하 30층 이하 26층 이하
용적률 299.99% 299.92% 280.07%
총가구수 416세대 612세대 590세대
전용60㎡이하
49㎡(64세대) 전용60㎡이하
(210세대)
(143세대)
59㎡(22세대)
84㎡(225세대) 전용60㎡ 전용60㎡
주택 103㎡(56세대) ~85㎡이하
(전용면적) 123㎡(20세대) (199세대) ~85㎡이하
(263세대)
142㎡(20세대)
160㎡(1세대) 전용85㎡초과 전용85㎡초과
170㎡(1세대) (203세대) (184세대)
2) 비용편익 항목 구성

일반적인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항목은 비용부분
에 공사비 또는 사업비, 임시 거주비, 금융비로 구
성되며, 편익은 사업완료 후 신규주택의 자산 가
치로 구성된다(성수연․남진, 2011).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방식과 기존 재건축방식
의 토지등소유자 효용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의 산
정으로 비용의 항목은 공사비 등의 사업비를 추정
하여 1세대 당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소형주택의 증가
로 인하여 세대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늘어나는
세대수에 대한 정비기반시설(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 제2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도
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의 고려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재건축사업에 비해 세대수의 증가
가 30~40세대(5% 미만) 수준으로 도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았
다. 학교시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에서 학교공급필요지역으로 명시한 지역
외에는 설치가 불필요하며, 사례 단지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공원면적은 늘어나는 1세대 당 3㎡의 공
원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대수 증가에
의해 늘어나는 공원면적은 90~120㎡로 1세대 당
사업비로 환산하면 매우 미미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임시이주를 위한 이주비대출이자 및 이사
비용, 재건축 후 거주 및 임대기간동안 들어가는
각종세금및관리비를비용의항목으로구성하였다.
효용의 항목으로는 주택재건축 사업 전과 후의
비교를 통한 자산가치상승분, 거주 및 임대기간을
고려하여 주택의 사용가치를 주변지역의 전세가
를 조사하여 SH공사 전월세전환비율 6.7%(2014
년 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60㎡ 이하
의 소형임대주택은 보유기간동안의 임대수익을
산정하여 효용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분석의 가정 및 시나리오
1) 분석기간 및 시나리오

분석기간은 앞서 대상지 선정과정을 통해 선정
된 3곳의(강남구A구역, 강남구B구역, 서초구C구
역)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을 대상으로 20년간의 현
금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때 처음 5년은 사업시행
인가~준공단계로 설정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외
부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6년차 때부
터 입주하여 15년을 거주하는 시나리오로 설정하
였다. 분석기간을 총 20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일
반적으로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은 대상기간을 평
균 20~30년으로 적용하는데, 주택재건축사업은
행정고권에 의해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조합이라
는 민간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전용면적
120㎡ 이상을 보유한 토지등소유자(대형평형 소
유자)와 120㎡ 이하를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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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주택 공급 재건축 비용편익분석 항목
구분

항목

내용 및 산정기준

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비
용

효
용

연면적당 평균 공사비
1,690,000원/㎡
(표준건축비)
연면적당 평균 설계비
15,000원/㎡
연면적당 평균 감리비
20,000원/㎡
월평균 추진위 및 조합운영비
10,000,000원*48개월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2014년도 표준건축비
타 단지의 재건축사업성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
타 단지의 재건축사업성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

사업비
사업추진비
타 단지의 재건축사업성 분석
(1세대 당 평균 (추진위 및 조합운영비) ※ 추진위는 조합설립까지의 운영비기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
금액으로 환산)
때문에 가치평균 해서 적용
연면적당 평균
타 단지의 재건축사업성 분석
행정 및 인허가비
행정 및 인허가비용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
10,000원/㎡
타 단지의 재건축사업성 분석
분양경비
전체 공사비의 2%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
구역면적당
평균
기타
기타
타 단지의 재건축사업성 분석
(사업)비용
사업비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
500,000원/㎡
추가이주비
주변지역 전세가격 연 3.3%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출이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금리)
금리를 사용
임시
거주비
1가구 당 평균
서울지역 아파트
이사비용
1,000,000원/1회
평균이사비용 적용
재건축으로 인한 신축
세금계산프로그램을
취득세
(취득세2.8%+지방교육세0.2%+농 부동산써브이용하여
산출
특세0.2%=3.16%)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부동산써브 세금계산프로그램을
세금
재산세
1억5천초과~3억이하 0.25%
이용하여 산출
3억초과 0.4%
종합
6억초과~12억이하 0.75% 부동산써브 세금계산프로그램을
부동산세
12억초과~50억이하 1.0%
이용하여 산출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네이버부동산 인근 재건축완료
관리비
평균관리비 2,200원/월․㎡ 10개 단지 관리비의 평균치 산출
사례단지의 현재시세 및
재건축아파트 자산가치
자산가치상승분
재건축 완료단지 ㎡당
–종전아파트 자산가치
인근시세 반영
10년간 평균 임대가격
주택의 사용가치
전월세전환비율 6.7%를
상승률
3% 반영하여 매년 SH공사
(임대료로 환산)
활용하여
임대료 환산
임대료로 환산 (대리변수)
임대수익
매년60㎡미만 주택임대료
2주택 공급
(보증금
(최근
완공된 주변 재건축아파트
재건축일경우만 해당
제외)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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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평형 소유자)를 각각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와 기존 재건
축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효용변화를 비교분석하는 시나리오로 설
정하였다. 강남구 A구역을 예로들면 <그림 3>,
<그림 4>와 같다.

축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와 기존 재건축 방
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로 한다.

<그림 5> 대형평형 소유자 2주택 공급 재건축 시

<그림 3> 대형평형 소유자 분석기간 및 시나리오

<그림 6> 대형평형 소유자 기존 재건축 시

또한, 중․소형평형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도
2주택 공급 재건축 방식으로 할 때와 기존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림 4> 중․소형평형 소유자 분석기간 및 시나리오

2) 사업방식의 선정

사업방식의 선택은 조합(원) 전체의 의사결정
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
방식을 적용할 경우와 기존 재건축사업방식을 적
용할 경우 두 가지의 사업방식이 각각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사업방식의 선정은 중․소형
과 대형평형을 전용면적 120㎡를 기준으로, 해당
사례단지의대형평형소유자인기존전용면적120㎡
이상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 공급 재건

<그림 7> 중․소형평형 소유자
2주택 공급 재건축 및 기존재건축 시

왜냐하면, 이들은 기존 전용면적 때문에 2주택
공급 재건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 전
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방식이 결정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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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 가지 모두의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할 필요
성이 있다. 이때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방식은 기
존 재건축사업방식보다 공사비 및 분양경비, 기타
사업비 등의 비용항목에서 5%씩 상향하여 책정
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중대형 평형을 건
설하는 것보다 소형평형을 건설하는 경우 평당 공
사원가가 10% 추가되기 때문이다(김현아, 2001).
이때, 소형평형을 건설하는 경우 공사비가 증가하
는 이유는 중․대형평형을 건설할 때 보다 소형평
형의 비율을 높여 건설하게 되면 세대수가 증가하
면서, 그에 따른 벽체 등의 자재비용 증가와 엘리
베이터 증설 및 선택사양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이
며, 기반시설 설치관련 비용 등도 증가하기 때문
이다(김현아, 2001).
3) 할인율 및 주택가격상승률

기본할인율은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국고채
금리 및 소비자물가지수1)를 고려하여 4.2%로 한
다. 주택가격상승률은 2014년 국토교통부 표준주
택공시가격 서울시 평균상승률인 3%를 기준으로
하였다.
3. 2주택 공급 재건축이 가능한 대형평형
토지등소유자의 효용분석
1) 강남구 A주택재건축사업구역

(1) 기존 전용 160㎡ 소유자 2주택 공급 주택재
건축 사업 시
강남구 A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기존전용면적
160㎡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례단지의 건축
계획상 계획되어 있는 평형대 중 전용면적 103㎡

와 49㎡의 2주택을 분양받아 103㎡의 주택에는 거
주하고, 60㎡ 미만 소형주택인 49㎡ 주택 한 채는
임대하여 매년 임대료수익을 얻는 것으로 설정하
였다.
1년차~5년차까지는 사업기간으로 설정을 했으
며, 1년차에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를 진행하
고 2년차에 이주 및 철거 후 착공에 들어가서 5년
차에 완공하며, 6년차부터 거주 및 임대가 시작된
다. 6년차부터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49
㎡ 소형주택은 임대차가 시작되어 매년 임대수익
이 발생한다.
비용항목으로는 1~5년차 사업시행인가부터 완
공시점까지의 비용과 6~20년차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1~5년차 사업
기간동안은 공사비, 설계비 및 감리비, 사업추진
비, 행정 및 인허가비, 기반시설 설치비, 분양경비,
기타사업비 등의 사업관련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비용들은 전체사업비 차원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되는 연면적을 기존 토지등
소유자로 나누어 1세대 당 부담하는 평균사업비
를 산정하였다. 또한, 2년차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5년차까지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거주비가 발생하며, 6년차 때 입
주가 시작되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의 각종세금이 발생하며, 거주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비
용은 751,887천원이며, 총 효용은 2,093,870천원으
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4.2%의 할인율을 통해
현재가치인 NPV를 계산한 결과 729,830천원으로
나타났으며, IRR은15%, B/C비율은약2.78로나타

1) 국고채금리2.88%+소비자물가지수 1.3% = 0.42%를 환산하여 할인율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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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표 4> 참조).
(2) 기존전용160㎡소유자기존재건축사업시
기존의전용면적은160㎡로동일하지만, 앞서분
석한2주택공급재건축을하는경우와토지등소유
자의 효용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하였다.
기존 전용면적 160㎡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건축계획상 계획되어 있진 않지만, 2주택 공급 재
건축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전용면적 152㎡
를 분양받아 거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재건축
후 평형대의 선택은 토지등소유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가구특성 및 연령)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2주택 공급 재건축의 경우에도 기
존 전용면적 내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최대면적으
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재건축을 할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면적인 152㎡로 설정(160㎡, 170㎡는
펜트하우스로 건축계획상 1세대씩만 계획되어 있
음)하였다.
마찬가지로 1년차~5년차까지는 사업기간으로
설정을 했으며, 1년차에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
가를 진행하고 2년차에 이주 및 철거 후 착공에
들어가서 5년차에 완공하며, 6년차부터 거주가 시
작되지만, 2주택 공급 재건축의 경우와 달리 매년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비용항목으로 2주택 공급 재건축과 같이 1~5
년차 사업시행인가부터 완공시점까지의 비용과
6~20년차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이 다르
게 나타난다. 1~5년차 사업기간동안은 공사비,
설계비 및 감리비, 사업추진비, 행정 및 인허가비,
기반시설 설치비, 분양경비, 기타사업비 등의 사
업관련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비
용은 689,705천원이며, 총 효용은 1,571,514천원으

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4.2%의 할인율을 통해
현재가치인 NPV를 계산한 결과 613,21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IRR은25%, B/C비율은약2.28로나타
났다(<표 4> 참조).
2) 강남구 B주택재건축사업구역

(1) 기존 전용 132㎡ 소유자 2주택 공급 주택재
건축 사업 시
강남구 B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기존 전용면적
132㎡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아직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용면적 84㎡와 45㎡의 2주
택을 분양받아 84㎡의 주택에는 거주하고, 60㎡
미만 소형주택인 45㎡ 주택 한 채는 임대하여 매
년 임대료수익을 얻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틀에서 설정한 시나리오대로 분석한 결
과총비용은688,878천원이며, 총효용은2,217,274
천원으로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4.2%의 할인율을
통해 현재가치인 NPV를 계산한 결과 887,072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IRR은19%, B/C비율은약3.22
로 나타났다(<표 4> 참조).
(2) 기존전용132㎡소유자기존재건축사업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전용면적은 132㎡로 동일하
지만, 앞서 분석한 2주택 공급 재건축을 하는 경우
와 토지등소유자의 효용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하였다.
기존 전용면적 132㎡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 공급 재건축 시와 동일한 전용면적 125㎡를
분양받아 거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주택 공
급 재건축의 경우 기존 전용면적 내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최대면적(84㎡+45㎡)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비교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재건
축을 할 경우에도 12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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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틀에서설정한시나리오대로분석한결과
총 비용은 481,850천원이며, 총 효용은 1,459,401천
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4.2%의 할인율을
통해 현재가치인 NPV를 계산한 결과 666,573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IRR은27%, B/C비율은약3.03
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3) 서초구 C주택재건축사업구역

(1) 기존 전용 150㎡ 소유자 2주택 공급 주택재
건축 사업 시
서초구 C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기존 전용면적
150㎡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아직 건축계획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전용면적 95㎡와 50㎡의 2주
택을 분양받아 95㎡의 주택에는 거주하고, 60㎡

미만 소형주택인 50㎡ 주택 한 채는 임대하여 매
년 임대료수익을 얻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틀에서 설정한 시나리오대로 분석한 결
과총비용은721,438천원이며, 총효용은2,054,557
천원으로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4.2%의 할인율을
통해 현재가치인 NPV를 계산한 결과 716,844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IRR은15%, B/C비율은약2.85
로 나타났다(<표 4> 참조).
(2) 기존전용150㎡소유자기존재건축사업시
기존 전용면적 150㎡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145㎡를 분양받아 거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
주택 공급 재건축의 경우 기존 전용면적 내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최대면적(95㎡+50㎡)으로 설

<표 4>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형평형 소유자 효용변화
구분

2주택 공급 재건축방식으로
강남구 사업 시 (103㎡+49㎡)
A구역 기존의 재건축방식으로 사업 시
(160㎡
(152㎡)
소유자) 2주택 공급 재건축방식으로
추진 시 변화

2주택 공급 재건축방식으로
사업 시 (84㎡+45㎡)
강남구
B구역 기존의 재건축방식으로 사업 시
(132㎡
(125㎡)
소유자) 2주택 공급 재건축방식으로
추진 시 변화

2주택 공급 재건축방식으로
사업 시 (95㎡+50㎡)
서초구
C구역 기존의 재건축방식으로 사업 시
(150㎡
(145㎡)
소유자) 2주택 공급 재건축방식으로
추진 시 변화

비용

효용

NPV

IRR

B/C

751,887

2,093,870

729,830

15%

2.78

689,705

1,571,514

613,218

25%

2.28

▲62,182

▲522,356

▲116,612

▽10%

▲0.50

688,878

2,217,274

887,072

19%

3.22

481,850

1,459,401

666,573

27%

3.03

▲207,028

▲757,873

▲220,499

▽8%

▲0.19

721,438

2,054,557

716,844

15%

2.85

645,324

1,484,789

624,202

32%

2.30

▲76,114

▲569,768

▲92,642

▽17%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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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기 때문에 비교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재건축을 할 경우에도 145㎡로 설정하였다.
분석의틀에서설정한시나리오대로분석한결과
총 비용은 645,324천원이며, 총 효용은 1,484,789천
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4.2%의 할인율을
통해 현재가치인 NPV를 계산한 결과 624,202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IRR은32%, B/C비율은약2.30
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는 2주택 공급 재건축의 경우가 사업비나 세
금 등의 증가요소가 있지만, 매년의 임대소득 증
가와 자산가치의 상승 및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효용이 기존 재건축방식
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 2주택 공급 재건축이 불(不)가능한
중․소형평형 토지등소유자의 효용분석

4) 분석 소결

종합해보면, 사례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 중에
서 2주택 공급 재건축을 선택할 수 있는 기존 전
용면적 120㎡ 이상 소유주가 2주택 공급 재건축
사업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와 기존 재건축 사업방
식으로 참여할 경우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NPV와 B/C비율 모두 2주택 공급
재건축을 할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주
택 공급 재건축을 할 경우 소형평형의 건설비율이
높아져 세대수의 증가로 인한 공사비 등의 증가로
인한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남
구A주택재건축구역의 기존 전용 160㎡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를 보면, 2주택 공급 재건축
사업방식으로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 방식으로 사
업을 할 경우보다 비용이 62,182천원 만큼이 상승
하지만, 효용도 522,356천원 만큼 상승한다.
따라서 효용의 상승이 비용의 상승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용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NPV는 116,612천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B/C Ratio는 0.50만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A구역 외에도 강남구 B구역, 서초구 C
구역에서도 2주택 공급 재건축 시에 NPV와 B/C
Ratio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강남구 A주택재건축사업구역

(1) 기존 전용 106㎡ 소유자 2주택 공급 주택재
건축 사업 시
강남구 A주택재건축사업 구역의 2주택 공급
재건축을 선택할 수 없는 기존 전용면적 106㎡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152㎡를 분양받아 거주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중․소형평형인 106㎡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는 조합이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방식으로 추진
을 한다하더라도, 기존면적 때문에 2주택으로 나
누어 분양받을 수 없다. 따라서, 1주택으로 분양을
받지만, 사업비 등의 적용은 2주택 공급 재건축방
식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비
용은 609,015천원이며, 총 효용은 1,599,595천원으
로 나타났다. 또한, NPV를 계산한 결과 727,615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IRR 32%, B/C비율은 약 2.63
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2) 기존전용106㎡소유자기존재건축사업시
2주택 공급 재건축을 선택할 수 없는 기존 전용
면적 106㎡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마찬가지로
건축계획상 계획되어 있는 평형대 중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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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를 분양받아 거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
주택 공급 재건축의 경우 기존 전용면적 내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최대면적(95㎡+50㎡)으로 설
정하였기 때문에 비교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재건축을 할 경우에도 145㎡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비
용은 588,243천원이며, 총 효용은 1,599,595천원으
로 나타났다. 또한, NPV를 계산한 결과 748,385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IRR 35%, B/C비율은 약 2.72
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전
용 106㎡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기존재
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보다 2주택 공급 재
건축을 할 경우에 NPV에서 20,772천원이 감소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C 비율도 0.09만큼의 감
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밝혔듯 소형평형의 비율을 늘리

게 되어 공사비 등의 총 사업비의 증가가 토지등
소유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참조).
2) 강남구 B주택재건축사업구역

(1) 기존전용95㎡소유자2주택공급주택재건축
사업 시
강남구 B주택재건축사업 구역의 2주택 공급재
건축을 선택할 수 없는 기존 전용면적 95㎡를 소
유한 토지등소유자가 114㎡를 분양받아 거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중․소형평형인 95㎡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는 조합이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방식으로 추진
을 한다하더라도, 기존면적 때문에 2주택으로 나
누어 분양받을 수 없다. 따라서, 1주택으로 분양을
받지만, 사업비 등의 적용은 2주택 공급 재건축방

<표 5>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이 불(不)가능한 중․소형평형 소유자 효용변화
구분

2주택 공급 재건축방식으로
사업 시 (152㎡)
강남구
A구역 기존의 재건축방식으로
(106㎡
사업 시 (152㎡)
소유자)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방식
추진 시 변화

2주택 공급 재건축방식으로
사업 시 (114㎡)
강남구
B구역 기존의 재건축방식으로
(95㎡
사업 시 (114㎡)
소유자)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방식
추진 시 변화

2주택 공급 재건축방식으로
사업 시 (105㎡)
서초구
C구역 기존의 재건축방식으로
(88㎡
사업 시 (105㎡)
소유자)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방식
추진 시 변화

비용

효용

NPV

IRR

B/C

609,015
588,243
▲ 20,772
595,098
572,189
▲ 22,909
555,300

1,599,595
1,599,595

727,615
748,385
▽20,770
353,308
376,217
▽22,909
459,171

32%
35%
▽3%
15%
16%
▽1%
23%

2.63
2.72
▽0.09
1.96
2.04
▽0.08
2.18

531,204
▲ 24,096

1,213,301

483,268
▽24,097

25%
▽2%

2.28
▽0.10

-

1,168,818
1,168,818
-

1,213,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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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비
용은 595,098천원이며, 총 효용은 1,168,818천원으
로 나타났다. 또한, NPV를 계산한 결과 353,308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IRR 15%, B/C비율은 약 1.96
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2) 기존전용95㎡소유자기존재건축사업시
2주택 공급 재건축을 선택할 수 없는 기존 전용
면적 95㎡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전용면적 114
㎡를 분양받아 거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비
용은 572,189천원이며, 총 효용은 1,168,818천원으
로 나타났다. 또한, NPV를 계산한 결과 376,217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IRR 16%, B/C비율은 약 2.04
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전용
95㎡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기존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보다 2주택 공급 재건축
을 할 경우에 NPV에서 22,909천원이 감소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B/C 비율도 0.08만큼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받지만, 사업비 등의 적용은 2주택 공급 재건축방
식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비
용은 555,300천원이며, 총 효용은 1,213,301천원으
로 나타났다. 또한, NPV를 계산한 결과 459,171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IRR 23%, B/C비율은 약 2.18
로 나타났다(<표 5> 참조).
(2) 기존전용88㎡소유자기존재건축사업시
2주택 공급 재건축을 선택할 수 없는 기존 전용
면적 88㎡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전용면적 105
㎡를 분양받아 거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비
용은 531,204천원이며, 총 효용은 1,213,301천원으
로 나타났다. 또한, NPV를 계산한 결과 483,268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IRR 25%, B/C비율은 약 2.28
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전용
88㎡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기존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보다 2주택 공급 재건축
을 할 경우에 NPV에서 24,097천원이 감소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B/C 비율도 0.10만큼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3) 서초구 C주택재건축사업구역

(1) 기존전용88㎡소유자2주택공급주택재건축
사업 시
서초구 C주택재건축사업 구역의 2주택 공급 재
건축을 선택할 수 없는 기존 전용면적 88㎡를 소
유한 토지등소유자가 105㎡를 분양받아 거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중․소형평형인 88㎡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는 조합이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방식으로 추진
을 한다하더라도, 기존면적 때문에 2주택으로 나
누어 분양받을 수 없다. 따라서, 1주택으로 분양을

4) 분석 소결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가치의 차
이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2주택 공급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대형평형(기존 전용 120㎡
이상)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은 경제적으로 효
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분
석한 내용과 같이 중․소형평형(기존 전용 120㎡
이하) 토지등소유자는 오히려 기존 방식으로 재
건축사업을 할 때보다 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효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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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재건축사업구역을 예로 들면, <표 5>에 나
타나듯이 비용부분이 20,772천원 만큼 상승하는
반면 효용의 증가분은 없기 때문에 NPV가 20,770
천원, B/C Ratio가 0.09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강남구B주택재건축사업구역도NPV
22,909천원, B/C Ratio가 0.08 만큼 감소하며, 서
초구 C주택재건축사업구역도 NPV 24,097천원,
B/C Ratio 0.10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주택 공급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기존 재
건축을 하는 경우보다 중․소형평형의 비율을 높
여야 하는데, 대형평형 1세대를 짓는 것보다 소형
평형 2세대를 짓는 것이 설계․공사비나 기타 사
업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국건
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대형평형에서 소형
평형위주의건설로세대수가증가하게되면16.4%
의 세대수 증가분에 평당 공사원가가 3.9%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요인은 매입세액
이나 소형평형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E/V증설
등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5. 민감도분석
1) 2주택 공급 재건축시 비용항목 상승률의 변화

앞에서 밝혔듯이 2주택 공급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설계 및 공사비 등의 사업비
가 증가되어 토지등소유자의 효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비용항목의 증가분에 대하여 민감도를 분석하
였다.
이때 각 사례단지별로 2주택 공급 재건축에 참
여 가능한 대형평형소유자의 효용변화를 비교분
석하였다. 비용항목의 변화를 주어 분석을 하는
이유는,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방식에서 세대

<표 6> 2주택 공급 재건축시 비용항목 상승률 변화에
따른 효용변화 비교
(단위 : 천원 / %)

비용항목 상승률
구분

비용
강남구 효용
A구역 NPV
B/C
비용
강남구 효용
B구역 NPV
B/C
비용
서초구 효용
C구역 NPV
B/C

3%

743,197
2,093,870
738,519
2.82
680,055
2,217,274
895,895
3.26
712,891
2,054,557
725,391
2.88

5%
(기준)

751,887
2,093,870
729,830
2.78
688,878
2,217,274
887,072
3.22
721,438
2,054,557
716,844
2.85

7%

9%

760,576
2,093,870
721,140
2.75
697,701
2,217,274
878,250
3.18
729,985
2,054,557
708,297
2.81

772,592
2,093,870
709,124
2.71
709,929
2,217,274
866,022
3.12
741,773
2,054,557
696,560
2.77

수 증가로 인한 비용의 상승이 중․소형평형소유
자의 효용하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재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의 증감이 토지등소유자의 효용에 얼마
만큼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비용
상승률의 변화는 토지등소유자의 NPV와 B/C
Ratio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비용항목 상승률을 3%로 가정하였을 때와
9%로 가정하였을 때 토지등소유자의 NPV에서
평균적으로 3천만원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
한 B/C Ratio에서도 평균 0.1 이상이 하락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공사비등에직접적으로영향
을미치는원자재가격상승기에는2주택공급재건
축이 상대적으로 효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
된다.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효용변화 연구 75

2) 임대료 환산비율의 변화

토지등소유자의 효용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
로 재건축을 통하여 새로이 분양받은 주택에서 거
주를 할 경우, 이를 경제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대
리변수로써 주택의 사용가치를 SH공사의 전월세
환산비율(6.7%, 2014년 현재)을 통하여 측정하였
다. 그러나, 전세가를 전액 전환비율로 환산할 경
우 과도한 임대료의 책정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제1금융권의 평균 신용대출 시중
금리(4.5%, 신용등급1~3등급 기준)를 적용하여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중금리 4.5%를 적용하였을 경우
모든사례단지에서NPV의경우평균1억5천만원
하락하였고, B/C Ratio의 경우도 평균 0.35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및 경기수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표 7> 임대료 환산비율의 변화에 따른 효용변화 비교
(단위 : 천원 / %)

임대료 환산비율
구분

비용
강남구 효용
A구역 NPV
B/C
비용
강남구 효용
B구역 NPV
B/C
비용
서초구 효용
C구역 NPV
B/C

SH공사
전월세환산비율
(6.7% 적용 시)

751,887
2,093,870
729,830
2.78
688,878
2,217,274
887,072
3.22
721,438
2,054,557
716,844
2.85

제1금융권
평균 시중금리
(4.5% 적용 시)

751,887
1,848,364
554,390
2.46
688,878
1,971,768
711,633
2.86
721,438
1,829,510
556,025
2.54

의 효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의
금리정책의 변화가 사업성 및 개별 토지등소유자
의 효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제여건의 변화

기존 전용면적 120㎡ 이상 대형평형 소유자와
120㎡ 미만 중․소형평형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가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방식으로 각각 참
여할 경우의 NPV값을 할인율과 주택 및 임대료
가격 상승률의 변화를 주어 외부경제여건의 변화
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8>을 보면, 기존 전용면적 120㎡ 이상(대형
평형 소유자)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할인율과
주택 및 임대료 가격상승률을 민감도 분석한 결
과, 할인율의 변동이 주택 및 임대가격상승률의
변동보다 민감하고 토지등소유자의 효용에 큰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나 소비자물가지
수에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할인율이 높
아져 주택가격 상승폭보다 경제적 효용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기존 전용면적 120㎡ 이하(중․소형
평형 소유자)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할인율과
주택 및 임대료 가격상승률을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주택 및 임대료가격의 상승률의 변동이 할
인율의 변동보다 민감하고 토지등소유자의 효용
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할인율의 상승
이 일어나더라도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격이 같
은 폭으로 상승할 경우 더욱 큰 경제적 효용이 일
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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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각 구역별 2주택 공급 재건축 시 할인율 및 주택
가격상승률에 대한 NPV민감도 분석
(단위 : 천원)

주택가격
상승률

강
남
구
A
구
역
강
남
구
B
구
역
서
초
구
C
구
역
Ⅴ.

160
㎡
소유
자
106
㎡소
유자
132
㎡소
유자
㎡소95
유자
150
㎡소
유자
㎡소88
유자

1%
3%
5%
1%
3%
5%
1%
3%
5%
1%
3%
5%
1%
3%
5%
1%
3%
5%

2.2%

719,956
977,814
1,297,332
732,617
838,704
964,450
887,784
1,147,188
1,468,935
353,191
446,017
556,045
708,811
966,038
1,285,658
463,593
543,157
637,467

할인율
4.2%
(기준)

528,807
729,830
977,969
641,117
727,615
829,696
685,053
887,072
1,136,699
277,622
353,308
442,629
516,901
716,844
964,377
394,298
459,171
535,732

6.2%

381,343
539,444
733,799
565,106
636,217
719,769
528,202
686,918
882,241
215,415
277,637
350,745
369,349
526,125
719,448
336,749
390,083
452,747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2주택 공급 재건축 방식에 따른 재건
축사업이 토지등소유자의 효용에 얼마만큼 영향
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전체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중에서 2주택 공급 재
건축이 가능한 구역을 선별하여, 대형평형 비율대
가 서로 다른 3개 단지를 선정하였다. 그 이후, 기
존의 재건축사업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와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방식으로 시행할 경우로 구분하
여 토지등소유자들의 효용을 비용편익분석을 통

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비용과 효용을 수
식화 하고 사례대상지에서의 비용편익 시뮬레이
션 분석을 통해, 사업방식별 토지등소유자의 경제
적 효용 즉, 수익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수식을 구
성하기 위하여 재건축 전후의 주택가격을 비교하
여 자산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주택매매대금
및 임대수익을 효용의 변수로, 공사비 및 각종 사
업경비 등을 산출하여 사업비용으로 적용하였으
며, 임시거주비용, 각종세금 및 관리비 등도 비용
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내 모
든 토지등소유자에게 효용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
로 나타났다. 즉, 120㎡ 이상 2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용가치가 올라
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2주택 공급 재건
축을 적용하더라도 2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중․
소형평형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소
형평형의 증가로 인해 계획세대수가 늘어나기 때
문에 공사비 등의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
한 비용의 증가가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평형 소유자의
부담비용은 늘어나지만, 효용은 크게 상승하지 않
으므로 경제적 효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합전체가 하나의 의사결정단위로써 조
합 내에서 주민동의비율 산출로 인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사업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업지
연 및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
는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가장 큰 사업지연요소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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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참여하지 못하
는 토지등소유자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존재한다.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 정책의 도입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와 소형
임대주택물량의 확보와 같은 긍정적인 전망만을
내어놓았다. 그러나, 실제로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손실을 보는 집단이 생긴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
는 정책의 이면일 것이다.
둘째, 유사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대형평형의 비
율이 높은곳(강남구 B주택재건축사업구역, 61%)
에서는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
우에 대형평형 소유자의 경제적 효용이 NPV기준
으로 2억원 이상(30% 상승)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소형평형 소유자는
NPV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6% 감소)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평형비율이 낮은 곳(서초구 C주택재
건축사업구역, 35%)의 NPV 기준 9천 만원 이상
(14% 상승)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에 비해 큰 폭
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구역의 대형평형 비율이 35%, 51%,
61%로 올라갈수록,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으로
할 경우 기존 전용 120㎡ 이상을 소유한 대형평형
토지등소유자의 NPV상승폭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평형비율이 35%인 서초구 C주택재건축사
업구역이 NPV기준으로 15%가 상승하였고, 대형
평형비율 51%인 강남구 A주택재건축사업구역이
NPV기준 18% 상승, 대형평형비율이 61%인 강
남구 B주택재건축사업구역이 NPV기준 30%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형평형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구역
(강남구 B주택재건축사업구역, 61%)의 경우는

중․소형평형 소유자들의 경제적 효용이 다른 유
사한 조건으로 분석한 구역에 비해 낮으며,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NPV
를 기준으로 3천 만원(6% 감소)이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형평형비율이 35%인 서초구 C주
택재건축사업구역과 50%인 강남구 A주택재건축
사업은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으로 진행할 경우
중․소형평형 소유자의 효용감소가 NPV 기준
3~4% 미만이지만, 대형평형비율이 60% 이상으
로 올라가는 경우 NPV기준 6% 정도의 효용감소
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평형소유자와 중․소형평형 소유자간
의 NPV격차가 대형평형 비율이 낮은 구역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 떨어지는 효용으로 인해 주민
의 사업동의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대형평형 비율이 높은 구역일수록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이 중․소형평형 소유자에게는
전체 사업비 등의 증가분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
방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전적으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은 대형평
형이 있는 모든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 대형평형비율과 소
형평형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정책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1항의 개정으로 인하
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만들어졌지만 시
행사례가 아직 없는 시점에서 실제사업에 참여하
는 토지등소유자들의 효용을 파악하고 비교․분
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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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
례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별 사업성이나 지가의 차이에 따른 주
택재건축사업구역의 특성별로 토지등소유자의 비
용편익분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연구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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