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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공 폐가 문제가 새

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공 폐가가 근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

이 수립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정

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 폐가의 현황이나 공 폐가

발생으로 인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 폐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 폐가 발생과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구

도심을 대상으로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분석하고,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을 추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위험구역의 실태와 공 폐가

관련 제도를 고찰하여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모

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 폐가는 인천광역시 구도심

내에서도 동구 송림동과 남구 숭의동 부근의 특정 근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공 폐가 문제에 대한 근린 수준

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공 폐가 밀집구역을 추출하여 특성을

살펴본 결과, 건축물의 상태나 부지 및 도로 여건과 같은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과 토지 가격이 낮고, 주민들도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근린환경의 취약

성이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희귀사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축하여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 부지의 규모나 형상은 물론, 근린환경 특성도

공 폐가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비율

이 높아 주민 취약성이 높고, 노후주택과 협소한 도로가 많아 물리적 환

경이 불량하며, 공시지가가 낮고 지가가 감소할수록 공 폐가 발생 확률

이 높아진다. 더 나아가 주택이 정비구역에 속하거나 인근에 공 폐가가

존재하는 경우 공 폐가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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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사업의 지연이 근린 쇠퇴를 촉진하여 공 폐가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 폐가는 인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쳐 또 다른 공 폐가의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공 폐가 발생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공 폐가 발생 확률을 산출

하여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과 잠재적 위험구역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현재 공 폐가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구역이 추출되었으며, 잠재

적 위험구역은 위험구역의 주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위험구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실태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사례구역의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지만, 공 폐가의 발생 원인과 발생 수

준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구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넷째, 우리나라의 공 폐가 관련 제도와 문제 대응 과정을 고찰한 결

과, 제도적 미흡과 관리 체계의 부재, 획일적인 대응 방식으로 인해 효율

적인 공 폐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제도

적 대응, 선제적 대응, 맞춤형 대응의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 폐가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계획적 대응 방

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근린 수준의 분

석 단위를 설정하여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는 근린환경 요인들을 도출하

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공 폐가 발생이 우려되는 잠재적

위험구역을 추출하고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 폐가 관리의 제도

적 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 폐가 판별과 정

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소유주의 주택

관리를 의무화하는 장치를 만들고, 관리가 미흡한 경우 공공 개입을 통

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수준에서는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지역에 맞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야 한다. 공 폐가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 폐가에 대한 물리적 정비 외에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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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밀집구역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취약계층의 주택 관리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공 폐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시도하여야 한다. 관리시스템의 운영은

효율적인 공 폐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구축

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 폐가 촉진 요인을 분석하고, 공 폐가 발생을 억

제하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 구도심의 경우

정비구역과 인근 공 폐가가의 영향이 크므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공 폐가를 잘 관리하여 또 다른 공

폐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 폐가 발생을 예측

하여 잠재적 위험구역을 선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대응을

시행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 폐

가는 물론, 주택 및 근린환경에 관한 최신의 정보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근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

을 마련하여야 한다. 쇠퇴지역에서는 근린환경의 열악함이 근본 원인이

되어 공 폐가가 발생하므로 개별 공 폐가의 정비와 함께 근린환경의 개

선이 요구된다. 즉, 대응이 필요한 구역을 선별하여 공 폐가 발생의 원인

과 양상을 파악한 후 대응 방향과 대응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공 폐가 발생량이 적고 상태가 양호하다면 공 폐가의 개별 정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불량한 공 폐가가 밀집되어 있다면 구역 수준의 물리적 환

경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공 폐가의 활용은 근린의 여건이

나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유

도하여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공 폐가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자

발적인 관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 폐가를 자원으로 인식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린 재생을 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어 : 공 폐가, 쇠퇴지역, 촉발 요인,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 도시

계획적 대응

학 번 : 2014-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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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노후되

거나 낙후된 지역의 쇠퇴 현상도 심화되는 추세이다. 쇠퇴지역의 경우

열악한 환경과 낮은 주택 가격이 원인이 되어 공 폐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공 폐가가 근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

서 공 폐가 발생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즉, 지역 쇠퇴의

한 가지 징후로서 인식되었던 공 폐가 발생이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주

목받게 된 것이다(전영미 김세훈, 2016; Accordino and Johnson, 2000).

과거에는 이촌향도 현상이 지속되면서 농촌의 공 폐가 문제가 주로 제기

되었으나, 최근 도시에서의 공 폐가 발생이 두드러지면서 공 폐가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강미나, 2017; 이

동훈, 2017). 특히, 신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시가지의 인구

전출이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주택이 방치되거나, 도시개발

구역 또는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주택이

방치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임유경 임현

성, 2012; 한수경 이희연, 2016).

관리되지 않는 공 폐가는 주거환경의 질을 낮추고 범죄나 화재에 대

한 노출 빈도를 높이게 되어 근린의 활력을 저하시키며, 더 나아가 주택

가치 하락을 야기하여 근린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임

유경 임현성, 2012; Han, 2014; Mallach, 2006; Nachbaur, 1971, NVPC,

2005; Schilling, 2002). 장기적으로는 근린의 주택 수요가 감소하여 또

다른 공 폐가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공 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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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은 주택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건축물 단위에서는 물론, 지역 단위에서도 공 폐가 발생으로 인한 문제

를 해소하고 공 폐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공 폐가 문제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 공 폐가 현황을

파악하고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 시 차원에서 공 폐가 정보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 폐가 발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측 시스템을 구축

하고 맞춤형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 폐가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2월

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공 폐가 관

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 차원에서

정확한 공 폐가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 폐가가 주로 어디에

분포하는지, 어떤 요인이 공 폐가 발생을 촉발하는지, 공 폐가 문제에 대

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 폐가 문제는 단순히 주택을 수리하고 철거한다

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공 폐가를 발생시키는 근

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공 폐가 문제는 또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 공 폐가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어떤 요인들이 공 폐가 발생

에 영향을 주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범위와 구

체적인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인구감소 추세와 신시가지 개발이 지속된다면 공 폐가 발생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발생된 공 폐가를 적절히 관

리하는 처방적 대응과 더불어 공 폐가 발생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처

하는 예방적 대응이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쇠퇴한 구도심의 경

우 주택은 물론 주거환경 자체가 노후 불량하여 잠재적 폐가가 많을 것

으로 추측된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지역의 황폐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 폐가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 지역을 미리

예측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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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공 폐가 건축물과 부지를 자

원으로 인식하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근린 재활성화를 시도하려는 노력

도 이루어져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 개발 잠재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 폐가 문

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도시 내에서도 신시가지와

달리 쇠퇴한 구도심에서 공 폐가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잠재 수요

를 기대하고 추진한 대도시 구도심의 과도한 정비사업은 공 폐가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대도시 구도심의 공

폐가 발생은 인구감소는 물론 경제적 요인이나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공 폐가 발생을 촉발하는 요인들을 파악하

고 공 폐가 발생을 미리 예측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쇠퇴의 악순환

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구도심을 대상으로 주택 및 근린 수

준에서 공 폐가 발생을 촉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공 폐가 발생 가능

성이 높은 위험구역을 추출하며, 더 나아가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도시계

획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동안 공 폐가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기존 연구

들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미시적인 수준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공 폐가 문제의 실태 및 발생 매커니즘을 분석하거나, 거시적인 수준에

서 공 폐가 발생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그쳤다. 많은 연구자들이 공

폐가의 발생 원인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건

축물의 특성이나 근린환경 특성까지 세밀하게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며, 공 폐가 발생의 예측을 시도하여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추출

하는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의 분포 특

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분

석한 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 폐가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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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공 폐가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와 지자체의 대응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 1>

공 폐가 발생의 공간 분포 패턴은 어떠한가? 만약 공 폐가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발생한다면 해당 지역의 특성은 어떠한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공 폐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 폐가가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만약 공 폐가가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나타난다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공 폐가 발생 원인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적정한 공간 단위를 설정하고 공 폐가의 분포와 밀집 수준을 분석하

고자 한다. 또한, 공 폐가 밀집구역을 추출하여 근린환경 특성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공 폐가 발생과 근린환경 특성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2>

공 폐가 발생을 촉발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공 폐가 발생에 있

어서 근린 특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한

다면 공 폐가 문제에 대응하는데 어떤 접근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

한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밀집구역의 특

성을 토대로 공 폐가 발생을 촉발시키는 요인 변수들을 선정하고, 통계

모형을 구축하여 요인별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근린환경 특성

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린 수준의

접근이 필요한지, 근린 수준에서 어떤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제어하여야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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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 3>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구역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

가? 추출된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의 근린환경 특성 및 공 폐가 발생

실태는 어떠한가?

이미 발생한 공 폐가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 폐가의 발생

을 억제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한 후, 근린 수준

에서 공 폐가 발생 확률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급한 대응

이 요구되는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을 추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촉

발 요인의 변화를 가정하여 잠재적 위험구역도 추출하고자 한다. 또한,

추출된 위험구역 중 특성이 상이한 사례구역들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근린환경 특성과 공 폐가 발생 실태를 고찰하여 맞춤형 대응

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4>

공 폐가 문제에 대한 국 내외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들은 어떠한

가? 구도심 공 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가?

공 폐가 문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실태를 살피

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 폐가 관련 제도들을 고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공

폐가 관련 법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보고,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

터뷰를 수행하여 공 폐가 관리 현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의 공 폐

가 관련 대응 방안을 폭 넓게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구도심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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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그림 1-1> 인천광역시 구도심의 위치와 행정구역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구도심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공 폐가1) 발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인

천시 구도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도시 성장에 있

어 중심 기능을 담당하여 온 중구2)와 동구 일대를 구도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넓게는 남구까지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구와 동구에 인접

하여 연속된 주거지를 형성하고, 도심 기능을 분담하여 온 남구를 구도

심에 포함하였다(그림 1-1 참조).

인천광역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도시지만 구도심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에서 쇠퇴를 경험

하고 있다.「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쇠퇴 진

단 기준3)을 토대로 서울시와 6대 광역시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의 구도

1) 공 폐가는 사전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의 주택인 공가(空家)와 버려두어 낡은 상태가

된 주택인 폐가(廢家)를 함께 일컫는 말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비어있거나 버려져

서 활용할 수 없는 모든 주택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좁은 의미에서 인근

에 위해한 영향을 미쳐 관리를 요하는 비거나 버려진 주택을 공 폐가로 지칭한다.

2) 중구의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은 제외한다.

3) 쇠퇴지역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제시된 도시재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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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4) 쇠퇴 수준을 보면,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인천시 구도심 내 읍면

동의 94.7%가 쇠퇴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1-1 참조). 울산시를 제외하면

쇠퇴 수준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천시의 쇠퇴 수준이 높은

편이다. 쇠퇴의 대표적인 현상이 공 폐가의 발생임을 고려하면 쇠퇴 수

준이 높다는 것은 공 폐가의 발생 정도가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연구의 대상을 단독주택으로 한정하였다. 다른

주택 유형의 경우 공 폐가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부동산

거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가 시급한 문

제 주택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5년 주택총조사5)

결과에서도 단독주택 빈집은 12개월 이상 장기 유휴 상태인 경우가 전체

의 약 59.5%를 차지하는 반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단독주택 외 주

택 유형의 빈집은 6개월 이하 단기 유휴 상태인 경우가 월등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1-2 참조). 장기간 비어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활용

가치가 낮아 방치된 주택으로서 인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어 시급한 관리를 요하는데, 이러한 주택들 중 다수가 단독주택에 해당

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주요 대도시 중에서 단독주택의 빈집 비율이 가

장 높은 도시로 2015년 기준 전체 단독주택 중 약 4.8%가 빈집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그림 1-2 참조). 또한, 조사가 이루어진 1995～2015년 전

기간에 걸쳐 단독주택 빈집 비율이 가장 높고, 특히 1995～2005년 사이

성화지역 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판별할 수 있으며,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의 3개

부문을 평가하여 2개 이상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쇠퇴 진행 지역으로 간주한다.

4) 구도심 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연구자마다 구도심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구도심의 쇠퇴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지자체의 계획도서와 연구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구도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중구와 종로구,

부산시의 경우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시의 경우 중구, 인천시의 경우 중구(도

서지역인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제외), 동구, 광주시의 경우 동구, 대전시의 경우 중

구, 동구, 울산시의 경우 중구를 구도심에 포함하였다. 본문에서는 지역 속성의 연속성

을 고려하여 인천시 구도심 지역에 남구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구도심 쇠퇴 수준 비교에 있어서는 보다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5)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에는 빈집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통계청에서는 빈집을 ‘사람

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조사원이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주택이 50% 이

상 파손된 경우는 폐가로 분류하여 빈집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공 폐가와 통계청의 빈집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공 폐가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므로 빈

집 통계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수준에서 도시별 공 폐가 현황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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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 조사에서 50% 이상 파

손된 폐가는 빈집으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독주택 공

폐가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구분
전 지역 구도심

전체 읍면동 쇠퇴 읍면동 비율 (%) 전체 읍면동 쇠퇴 읍면동 비율 (%)

서울특별시 423 336 79.4 32 30 93.8

부산광역시 208 172 82.7 47 45 95.7

대구광역시 139 106 76.3 12 11 91.7

인천광역시 148 105 70.9 19 18 94.7

광주광역시 95 67 70.5 13 12 92.3

대전광역시 78 57 73.1 33 31 93.9

울산광역시 56 30 53.6 13 10 76.9

자료: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도시쇠퇴현황 자료(2016.12.)

<표 1-1> 쇠퇴 진단 기준에 따른 대도시 구도심의 쇠퇴 수준

구분 빈집 수 (호)
빈 기간별 빈집 비율 (%)

합계 3개월 미만 3～6개월 6～12개월 12개월 이상

합계 1,068,919 100.0 41.8 16.6 13.2 28.5

단독주택 261,317 100.0 14.1 10.8 15.6 59.5

아파트 571,235 100.0 50.9 18.5 12.0 18.7

연립주택 54,490 100.0 38.1 19.8 15.5 26.6

다세대주택 166,127 100.0 57.3 17.9 12.1 12.7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5,750 100.0 22.4 17.0 17.5 43.2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2015), 빈 기간별 빈집 통계(20% 표본 조사)

<표 1-2> 주택 유형에 따른 빈 기간별 빈집 비율 (2015년)

2.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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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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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1995～2015)

주) 2015년부터 주택총조사 방식이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빈집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1-2>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단독주택 빈집 비율 (1995-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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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는 법제도나 정책으로 인해 공 폐가 문제가 촉진될 수 있

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다. 인천시의 경우 1899년에 국내 최초

로 경인철도가 건설되었고, 1968년에는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가장

먼저 근대적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빠른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는 현재 도시 내부의 지역 단절을 야기하고, 서울시로의 이동 편의를 증

가시킴으로써 구도심의 쇠퇴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김대영,

2003: 28; 이왕기, 2017). 또한, 인천시의 과도한 신시가지 개발은 구도심

인구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쇠퇴를 촉진하고 공 폐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다른 광역시들과 비교하였을 때 인천시는 지난 30년 간

가장 많은 신규 주택을 공급하였다(표 1-3 참조). 1980～1990년대에는

구월 연수 계양지구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2000년대 이후로는 영종 청라

송도지구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외곽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

어 구도심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었다. 인천시의 1995～2015년 행정구역

별 주택 수 변화를 보면, 서구나 남동구 등 신시가지에서 주택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1-4 참조).6) 중구도 주택이 2만 호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영종지구 개발에 따른 것으로 구도심과는 무관하다. 대규

모 주택 개발로 인해 인천시의 전체 인구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구도심

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각종 기관과 시설

들도 신시가지로 이전되면서 구도심의 공 폐가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

구분
주택 수 (호) 1985～2015

변화량 (호)

1985～2015

변화율 (%)　1985 1995 2005 2015

서울특별시 1,176,162 1,688,111 2,242,149 2,714,195 1,538,033 130.8

부산광역시 427,308 659,924 913,487 1,077,726 650,418 152.2

대구광역시 245,551 425,930 590,734 708,490 462,939 188.5

인천광역시 194,342 508,799 687,552 894,842 700,500 360.4

광주광역시 128,104 244,060 366,315 459,822 331,718 258.9

대전광역시 117,521 270,487 363,630 442,466 324,945 276.5

울산광역시 95,128 184,443 262,561 336,251 241,123 253.5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1985, 1995, 2005, 2015)

<표 1-3>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주택 수 변화 (1985-2015년)

6)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1995년 이전의 행정구역은 현재와 상이하여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1995～2015년의 주택 변화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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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택 수 (호) 1995～2015 변화량

1995 2005 2015 주택 수 (호) 비율 (%)

합계 508,799 687,552 894,842 386,043 100.0

중구 16,705 25,734 36,671 19,966 5.2

동구 20,968 21,290 23,856 2,888 0.7

남구 88,515 108,151 125,400 36,885 9.6

연수구 52,655 67,339 91,164 38,509 10.0

남동구 87,303 99,352 164,912 77,609 20.1

부평구 96,113 146,335 166,927 70,814 18.3

계양구 58,087 91,052 104,302 46,215 12.0

서구 64,463 103,475 152,972 88,509 22.9

강화군 19,306 20,146 22,748 3,442 0.9

옹진군 4,684 4,678 5,890 1,206 0.3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1995, 2005, 2015)

<표 1-4>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주택 수 변화 (1995-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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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5~2015)

<그림 1-3> 인천광역시와 구도심의 인구 변화 (1985~2015년)

인천시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구도심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비사업

과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03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된 후 정비기본계획(2006)을 수립하여 구도심의 노후주거지를 중심

으로 총 64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였다. 이후에도 정비구역이 추가

되고, 일부는 해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2018년 현재 구도심 내에는 43

개의 정비구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낮은 수요와 주민 갈등으로 인해 상

당수의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구도심의 주거환경은 더욱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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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인천 남구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수도권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7) 이 중 대부분의 구역이 사업 지연 문제를 겪고 있

으며, 이러한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주민 이탈이 증가하면서 공 폐가 문

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구도심에는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가 다수 분포하

고 있다. 노후주거지 곳곳에서 공 폐가를 발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활

용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 불량한 상태로서 경관을 해치고 주거환경과 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구도심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발생 현상을 분석하고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 고찰을 비롯하여 통계자료 및

공간자료 분석, 계량분석, 현장조사, 면담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공 폐가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여 공 폐가의 개념과 발생 원인 및

영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들을 선정하고, 공 폐

가 발생의 예측 및 위험구역 추출에 관한 논리와 방법들을 검토하였다.

<연구 질문 1>과 관련하여 인천시 구도심의 공 폐가 현황과 공간 분

포를 분석하기 위해 공 폐가 주소를 기반으로 지오코딩을 하고, 분석 대

상 지역을 격자로 구획하여 구역별 공 폐가 밀집 정도를 파악하였다. 분

석 자료로 지자체의 공 폐가 관리 자료를 활용하였다.8) 해당 자료는 모

7) 부동산114(2017. 7. 13) “수도권 ‘도시재생 뉴딜’ 수혜 지역 어디?” 내용을 참조하였다.

8)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지자체의 공 폐가 자료는 현장조사나 주민신고 등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노후 불량하여 인근에 위해를 가하는 공 폐가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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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고 작성된 자료가 아니므로 일부 공 폐가의 누

락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 폐가 위치가 포함된 유일한 자료이며,

불량한 상태의 공 폐가를 집계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비어 있는 주택을

집계한 통계청의 빈집 자료보다 공 폐가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다. 한

편, 공 폐가 밀집구역의 근린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 폐가가 밀집된 구역을 추출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

로명주소 전자지도(2017), 건축물대장(2017),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정보

(2017), 개별공시지가 공간자료(2016), 개별주택가격 공간자료(2016), 인

구총조사(2015), 구별 기본통계(2015)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질문 2>의 공 폐가 발생 촉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희귀사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구도심 내 단독

주택 33,997호에 대한 공 폐가 여부와 건축물 및 부지 정보를 구축하였

으며, 근린 수준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질문 1>에서 구획한

격자 단위를 활용하여 근린환경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였다. 토지고유번

호인 PNU(Parcel Number Unit) 코드를 기준으로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2017) 및 건축물대장(2017)의 건축물 정보와 개별공시지가 자료(2017)의

토지 정보를 연계하여 건축물 및 부지 정보를 구축하였고, 인구총조사

자료(2015)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UPIS) 자료(2017), 수치지형도(2017)도 활용하였다.

한편, <연구 질문 3>과 관련하여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을 추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분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모형에 기반한 예

측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을 변수로 선정하여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분석 시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샘플링 기법도 적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촉발 요인 분석 시

사용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와 5년

후의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공 폐가 발생 확률을 계산하고, 격자 구역별

평균 공 폐가 발생 확률을 산정하여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과 잠재적 위

험구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예측 분석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위험구역의

실태를 보기 위해 사례구역을 선정하여 현장조사와 주민 인터뷰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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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실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사례구역별 대응 방향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질문 4>의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공 폐가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문제 대응 실태를 조

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도적 한계와 대응 상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또

한, 해외의 공 폐가 관련 제도와 대응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이후 이 과정에서 얻은 내용들과 연구 질문 1-3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

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과 자료는 <표 1-5>과 같다.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자료

공‧폐가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문헌 고찰

- 공‧폐가 개념 및 특성 고찰

- 공‧폐가 관련 선행연구 고찰

- 관련 기관의 문헌 자료

-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

연구

질문

1

공‧폐가 

공간 분포

• 지오코딩 후 구역 단위로 분석

- 공‧폐가 분포 및 변화 파악

- 구역별 밀도 계산

- 지자체 공‧폐가 관리 자료(2014, 2017)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 각 구별 기본통계(2015)

- 개별공시지가 공간자료(2016)

- 개별주택가격 공간자료(2016)

- 도로명주소 전자지도(2017)

- 건축물대장(2017)

밀집구역

특성 분석

• 공‧폐가 밀집구역 선정

• 통계 자료 분석

- 물리‧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연구

질문

2

공‧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 분석

• 희귀사건 로지스틱 분석

- 단독주택 공‧폐가 발생에 대한 주

택 및 근린환경 특성 영향 분석

- 지자체 공‧폐가 관리 자료(2017)

- 도로명주소 전자지도(2017)

- 건축물대장(2017)

- 개별공시지가 자료(2016, 2017)

-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5)

- UPIS 도시계획사업구역 자료(2017)

- 수치지형도(2017)

- 인천광역시 인구 추계 자료(2015)

연구

질문

3

공‧폐가 발생 

예측 모형 구축

• 분류 분석 (로지스틱 모형)

• 샘플링 기법 활용

위험구역 및 

잠재적 위험구역 

도출

• 예측 결과에 따른 확률 계산

- 두 시점의 확률 계산

- 위험구역, 잠재적 위험구역 도출

위험구역

실태 분석

• 사례 선정 및 현장조사

• 사례구역 주민 인터뷰
-

연구

질문

4

공‧폐가 

관련 정책 및 

대응 현황 조사

• 국내외 공‧폐가 관련 제도 고찰

• 지자체 공무원 인터뷰

- 관련 기관의 문헌 자료

-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

- 관련 기사 자료

공‧폐가 문제의 

대응 방향 논의
• 분석 내용 종합 -

<표 1-5> 연구 질문별 연구 방법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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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근린 수준에서 공 폐가의 밀집 정도를 파악하고, 촉발

요인 분석 시 근린 수준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격자 분석 방법을 활용

한다. 공 폐가는 근린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생되고, 공 폐가 발생은 근린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쇠퇴 현상이 뚜렷이 나타

나는 근린 단위에서 주택 방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주택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공 폐가 발생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근린에서의 공 폐가 발생에 관심을 두어 왔다(Wachsmuth, 2008: 46). 또

한, 근린별로 공 폐가 발생 수준이 다르고 지방 정부가 근린 단위로 문

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자원을 배정하고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문제를 해

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근린 수준의 문제 대응이

강조되었다(Morckel. 2012: 6-8). 공 폐가 발생과 근린의 특성이 서로 밀

접한 관계를 갖는다면 공 폐가 자체의 관리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문제를 다

룸에 있어서 근린의 특성까지도 고려하고자 한다.

공 폐가 문제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공간 단위를 설

정하는 것이다. 국내 연구자들은 자료 수집의 편의성 때문에 대부분 시

군구나 읍면동 같은 행정구역 단위에서 공 폐가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

다. 그러나 이는 건축물의 속성과 근린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공

폐가 문제를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근린 수준의 영향을 고려하여

공 폐가의 분포 특성과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작은 공간 단위를 선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

한 공간 규모를 설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근린 규모와 공

폐가의 영향 범위를 참고하였으며, 대상지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인천시 구도심에서 시행된 재생사업 및 새뜰마을 사업의 규모도 참고하

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생활권 단위로 시행되므로 해당 지역의

근린 규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먼저, Morckel(2012)과 한수경

(2016)은 인구 400명 내외 지역을 근린으로 간주하고 공 폐가의 발생 특

성을 분석하였으며, 인근 주택 가격에 대한 공 폐가의 영향을 분석한

Mikelbank(2008)와 Han(2014)은 공 폐가의 영향이 반경 약 75m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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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작용함을 보였다. 또한, 인천 구도심에서 수행된 사업들은 주거

블록의 규모와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 1～3만㎡ 규모로 이

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공 폐가 문제를 살

펴보기에 적합한 공간 규모를 판단하였다. 인천시 구도심의 경우

150m×150m로 구획된 면적 2.25만㎡ 규모의 지역에 평균적으로 약 450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만

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적정 공간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후 인천

구도심에 150m×150m 크기의 격자를 구획하고 격자별로 ID를 부여하였

으며, 각각의 격자를 하나의 구역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구역을 근린 수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 단위로 활용하고자

한다(그림 1-4 참조). 격자 구획 방법은 각종 점 데이터를 활용하여 격

자별 특성을 표현하고,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갖는다.

<그림 1-4> 150m×150m 격자 구획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연구 대상 지역으

로 인천시 구도심을 선정한 것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방법과 활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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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공 폐가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도시계획 측면의 대응이 필요함을 언급하

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분석 기법을 토대로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구역을 추출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공 폐가에 관한 다양한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 수행

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먼저, 공 폐가의 개념과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 및 공 폐가 발생에 따른 영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

다. 특히,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연구 분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 폐가와 관련된 선행연

구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후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분석한 연구

와 공 폐가 발생을 예측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촉발 요인 및 분석

방법들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연구들을 고찰한 후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 제6장까지의 내용은 본 연구의 실질적인 분석 내용에 해당

한다. 각 장에서는 앞서 연구의 목적 부분에서 제시한 4가지 연구 질문

의 내용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먼저 인천시의 도시 성장과 구도심의 쇠

퇴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공 폐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고자 하였다. 다

음으로 공 폐가의 공간적 분포 현황 및 변화와 구역별 공 폐가 발생 밀

도를 파악하여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공 폐가가 밀집하여 나타남을 보았

다. 이후 공 폐가가 밀집한 구역을 추출하고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공 폐

가 밀집구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취약성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분석하였으

며, 촉발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 폐가 발생을 예측하여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 및 잠재적 위험구역을 추출하였다. 먼저, 희귀사건 로지스

틱 회귀모형을 구축하고, 문헌 고찰을 토대로 선정한 변수들을 투입하여

촉발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발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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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별 주택과 근린 수준의 영향이 모두 작용함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근린환경 특성을 물리 인구사회 시장경제 제도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변수들을 선정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구역을 추출하기 위해 분류 분석 방법에 기반한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를 토대

로 개별 단독주택의 공 폐가 발생 확률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구역별로

집계하여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과 잠재적 위험구역을 추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위험구역 추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위험구역 및

잠재적 위험구역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특성이 상이한 세 개의 사례구역

을 선정하여 근린환경 특성과 공 폐가 발생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장조

사와 주민 인터뷰를 수행하여 각 사례구역의 물리적 여건과 공 폐가 분

포 및 상태, 공 폐가 발생 원인과 영향,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

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더 나아가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례

구역별 특성을 비교한 후 각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제6장에서는 쇠퇴지역의 공 폐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더 나

아가 지역 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공 폐가 관련 제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현황

을 조사하여 제도적 문제점과 대응 상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

의 공 폐가 관련 제도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본 연구

의 3-6장에서 다루었던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공 폐가 문제를 효과적으

로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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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시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질문 제시

�

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공‧폐가의 개념 및 발생 특성에 관한 고찰

- 공‧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 분석과 예측, 대응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시

�

3장

인천시 구도심의 공‧폐가 분포 특성 분석

- 인천시의 도시 성장과 구도심 쇠퇴에 대한 고찰

- 인천시 구도심의 공‧폐가 분포 특성 분석

- 공‧폐가 밀집구역의 추출과 특성 분석

�

4장

공‧폐가 발생 촉발 요인 및 위험구역 분석

- 공‧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 추출과 요인별 영향력 분석

- 공‧폐가 발생 예측 모형 구축 및 공‧폐가 발생 확률 산출

- 공‧폐가 발생 위험구역 및 잠재적 위험구역 추출

�

5장

공‧폐가 발생 위험구역 실태 분석

- 실태 분석을 위한 사례구역 선정

- 사례구역의 물리적 여건, 공‧폐가 발생 특성, 대응 현황 분석

- 사례구역별 특성에 따른 공‧폐가 문제의 대응 방향 논의

�

6장

공‧폐가 문제의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 논의

- 우리나라의 공‧폐가 관련 제도 고찰 및 지자체의 대응 실태 분석

- 해외의 공‧폐가 관련 제도 고찰

- 공‧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 논의

�

7장

결론 및 시사점 도출

-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정책적 시사점 및 학술적 기여도

<그림 1-5>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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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공 폐가의 개념 및 발생 특성

1) 공 폐가의 개념 및 정의

서구 사회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지역 쇠퇴와 주택 방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공 폐가 발생에 주목하여 관련 연구

들을 전개하였다. 공 폐가를 정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유휴

(vacancy)와 방치(abandonment)이다. 미국의 경우 공 폐가를 지칭함에

있어서 유휴 주택(vacant housing)과 방치 주택(abandoned housing) 용

어를 주로 사용하여 왔다.9) 여기서 유휴란 주택이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

는 상태를 의미하며, 방치는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택이 버

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용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Hillier et

al., 2003: 93; Mallach, 2006: 1; Wachsmuth, 2008: 7). 유휴 주택은 주택

거래 목적이나 소유자의 사정 등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

며, 유휴 상태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반면, 방치는 주택의

유휴 상태와는 상관없이 소유주가 주택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Hillier et al., 2003: 93; Mallach,

2006: 1), 방치 주택의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불량함은 인근 주택에도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주택의 유휴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

된다면 이 역시 방치로 간주될 수 있다(Keenan et al., 1999: 705). 이러

한 이유에서 연구자들은 주택의 단순 유휴보다는 근린에 악영향을 미치

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기 유휴나 방치에 더 관심을 가져

왔으며, 정책적 차원에서도 주택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이

9) 미국에서는 주택 외에도 유휴 또는 방치 상태에 있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과 토지를

포괄하는 개념의 유휴 방치 부동산(vacant and abandoned property)이라는 용어를 널

리 활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영역만을 다루기 위해 부동산

(property)이 아닌 주택(housing)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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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주택은 유형과 구조가 서로 달라 특성이 이질적이며, 주택이 사

용되지 않는 이유도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 폐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공 폐가 문제가 논의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공 폐가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판별 기준이 설정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소유주의 주택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초점

을 두고 자체적으로 방치를 정의하여 왔으며(Han, 2014: 312), 이에 따라

기능적,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을 방

치 주택으로 간주하였다. 거래 목적을 제외한 기타 유휴 주택을 방치 주

택으로 보거나(Bassett et al., 2006), 6개월 이상 빈 주택을 방치 주택으

로 보기도 한다(Molloy, 2016). 또한, 물리적 측면에서 외관이 폐쇄되었

거나 기능적 결함이 있는 주택을 방치 주택으로 간주하고(Han, 2014;

Morckel, 2012), 압류를 경제적 방치로 인식하여 압류 주택의 영향을 분

석하기도 하였다(Mikelbank, 2008; Whitaker and Fitzpatrick, 2011).

한편, 각 국가들은 공 폐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공

폐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4년에「공

가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공가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

하여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통해 공가로 인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에서는 공가를 ‘거주 및 사용이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상태의 주택’으로 정의한다. 특히, 안전 위생 경관 생활환

경 차원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방치된 주택을 ‘특정 공가’로 분류하고 공

공이 개입하여 지도 권고 명령 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치된 공가로 인해 근린의 생활환경이 저하되는 문제가 잦

아지자 특정 공가를 따로 정의하고 관리하게 된 것이다. 특정 공가를 판

단하는 기준10)과 행정조치 절차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공가대책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공가와 특

정 공가의 정의는 지자체의 조례나 정책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0) 특정 공가는 안전상의 위험, 보건위생상 유해, 경관 저해, 근린 생활환경의 보전 저

해를 기준으로 영향의 정도와 절박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해당하는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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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시정부가 주체가 되어 방치 주택의 활용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조례를 마련하고 방치 주택에 대

한 정보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각 시별로 조례의 내용이 달라 방치 주택

을 정의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90～180일 이상의 유휴

와 주택의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상태를 토대로 방치 주택을 판별한다.

예를 들어 물리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도 및 가스가 중

단되었거나, 세금연체 또는 법규 위반으로 활용이 어렵고 인근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관리가 필요한 방치 주택으로 분류된다. 시에서는 이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문제

유발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공 폐가를 정의하고, 판별 기준을 제시함으

로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유휴 주택

전체가 아니라 방치되어 위해를 가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화된 1980년대부터 공 폐

가 발생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였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

라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노후시가지의 재생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면서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부각되는 추세이다. 그동안 공 폐가와

빈집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는 주택’으

로 혼용하여 왔지만, 2017년 2월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빈집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빈집의 정의는 여전히 합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통계청에서는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11)을 빈집으로

분류하며, 주택의 50% 이상이 파손된 폐가는 빈집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편, 법령에서는 주택의 유휴 상태 및 기간을 기준으로 두고, ‘거주 또

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

는 주택’12)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빈집은 미분

11) 통계청의 주택총조사 조사표에 따르면 ‘매매 임대 이사, 미분양 미입주, 현재 수리중,

일시적 이용, 영업용, 기타 등의 사유로 사람이 살지 않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을 빈집으로 간주한다.

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7. 2. 8. 제정)」의 제2조 제1호에 따르

면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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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미입주 신축 주택은 포함하는 반면, 관리나 철거를 요하는 폐가는 제

외되기 때문에 공 폐가의 적절한 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념으

로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다(강미나, 2017: 34-35). 법령상의 정의 역시

유휴 기간을 기준으로 빈집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며, 유휴 상

태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 폐가의 관리 측면

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비어 있는’ 상태에 초점을 둔 정

의와 ‘빈집’이라는 용어는 공 폐가로 인한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강조한대로 유휴 상태보다는 관리되지 않아 붕괴 및

화재의 위험을 갖고 있거나 근린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방치 상태

에 초점을 두는 것이 공 폐가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더욱

바람직하다. 주택의 물리적 상태나 위해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유휴 기

간과 상관없이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도심에는

노후 불량한 주택들이 많고, 이러한 주택들은 방치되는 순간 바로 폐가

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휴 기간은 관리 대상 공 폐가를 판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문제를 유발하는 공 폐가를 따로

정의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를 ‘장기간 유휴 및 방치되

어 주택의 상태가 불량하고 근린에 위해를 주는 주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문제 주택을 다루고자 하므로 유휴 상태에 초

점을 맞춘 빈집 용어와의 구분을 위해 공 폐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공

폐가의 상태나 근린에 대한 위해성 여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유휴 기간이나 노후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는 구체적이

고 객관적인 정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로 공 폐가를 관리할

때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예시나 기준을 마련하여 공 폐가

를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농어촌정비

법」과 「건축법」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빈집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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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

공 폐가의 발생은 다층적 요인들이 서로 연관되어 일으키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주택은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게 된다(이희연 외, 2017: 71; Hillier et al.,

2003: 93; Keenan et al., 1999; 715). 연구자들은 각자의 논리에 따라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여 왔다. 관련 문헌들의 내

용을 종합하면 공 폐가 발생을 촉발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

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거시적 수준에서는 인구 사회적, 시장 경제적, 법

제도 및 정책적 특성이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미시적인 수준에

서는 건축물 자체의 특성과 건축물이 속한 근린의 물리적 특성이 공 폐

가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유주와 지역 주민의 심리 및 행태와

같은 개인적 요인도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1) 거시적 환경 요인

① 인구 사회적 특성

공 폐가 발생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이며, 이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져 공 폐가의 발생을 촉진한다. 지역의

인구 변화는 산업화, 도시화, 저출산 및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

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촌향도 현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면

서 1970년대부터 농촌 쇠퇴와 공 폐가 문제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하였고(김현중 외, 2016: 16), 젊은층이 부재한 상태에서 고령화와 저출

산 현상이 가속화되어 공 폐가 문제가 더욱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에는 공 폐가 문제가 농촌에만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인구감소와

기성시가지 노후화에 따라 많은 지역들이 쇠퇴하면서 도시 구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공 폐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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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가지의 오래된 주택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

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로서 고령이거나 소득 및 교육수준, 직종 측면

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다수이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

로 인해 주택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쇠퇴의 ‘하

향적 악순환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주택은 방치되기에 이른다(김광중

외, 2010: 31). 서구의 도시 쇠퇴지역에서 ‘빈곤의 공간적 집중(spatial

concentration of poverty)’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쇠퇴한 노후주거지에서도 빈곤과 실업,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

타난다(김광중, 2010: 54). 이러한 노후주거지에서는 거주하던 노인이 사

망한 이후에 주택이 관리되지 못하고 공 폐가로 방치되는 경우도 존재한

다(남지현, 2014: 190-191; 임유경 임현성, 2012: 64).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공 폐가 발생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령의 주택 소

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주택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당 주택

이 관리되지 못하여 방치되는 것을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편,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구구조 및 생활양식이 변화하여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으며, 거주자들이 주거환경의 편

의를 추구하게 되면서 인프라가 부족한 기성시가지의 주택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한수경, 2016: 90). 또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지역경제

를 책임지던 주요 산업이 쇠퇴하거나 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공장들이 생

산 비용의 절감을 위해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해당 산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은 타 지역으

로 이주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며,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상권이 쇠퇴하

고 지역의 주거환경이 저하되어 공 폐가가 증가할 수 있다(임유경 임현

성, 2012: 63-64; Hollander, 2010: 137).

② 시장 경제적 특성

시장 논리에 따르면 주택 방치를 야기하는 주 요인은 저수요이며, 주

택의 과잉 공급에 따른 주택 수요-공급 간 불일치의 불가피한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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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방치가 나타날 수 있다(Keenan et al., 1999: 704; Mallach, 2006:

5). 또한, 도시 및 상업 서비스의 부족이나 기피시설의 존재, 사회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근린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거주를 망설일 때도 주택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전영미 김세

훈, 2016: 98; Nachbaur, 1971: 65).

Accordino and Johnson(2000)에 따르면 주택은 고정된 자산이기 때문

에 소비자는 주택을 선택할 때 주택 자체의 특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 정부 서비스를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중심시가지의 주택

들은 근린 내의 주택들과 경쟁하는 동시에 더 큰 주택시장의 주택들과도

경쟁하게 되며, 위치적 제약이 없는 소비자라면 중심시가지를 벗어나는

결정을 하게 된다. 도시 외부로의 이탈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공급되는

주택 수에 비해 수요가 적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주거 필터링 과정을

통해 거주자는 주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수요가 없

어 선택받지 못한 주택은 점차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비스가 저

하되어 방치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

의 결과가 주택의 유지관리 중단, 모기지 채무불이행, 재산세 납부 중단

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Accordino and Johnson, 2000: 302).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 방치란 주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필터링 과정에서 남겨진 주택에 소유주가 개인 자본을 투자하지 않기

로 결정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Sternlieb et al., 1974: 321). 즉, 소유주는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

서 지속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것에 따른 잠재적 손실

이 주택 소유와 유지 관리로 인해 얻어지는 잠재적 이익을 초과할 때 주

택을 방치하게 되는 것이다(Mallach, 2006: 5).

③ 법제도 및 정책적 특성

용도지역 구분을 비롯한 신시가지 개발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도시

계획 관련 법제도와 공공정책 또한 구시가지의 공동화를 야기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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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를 가속화하고 공 폐가 발생을 촉진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에서 지난 수십 년 간 공공정책에 의

한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공공의 주택 공급 결정에 따라 도시 외곽

의 신시가지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성시가지의 거주자

들 중 상당수는 주거 편의가 높은 신시가지로 이주하였다. 인구 및 경제

활동의 대규모 이동은 기성시가지의 쇠퇴를 촉진하였고, 이로 인해 기성

시가지 내의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들이 방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김광

중, 2010: 46; 한수경, 2016: 85).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신시가지 개발 및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은 도로 건설이나 금융 지원 등의 공공정책을 시

행함으로써 교외화를 유도하고 기성시가지의 쇠퇴를 야기한 서구의 사례

보다도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김광중,

2010: 27). 또한, 정책적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 및 학교, 주요 시설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쇠퇴가 야기되어 공 폐가 발생으로 이어

질 수 있다. 특히, 시설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이유로 구시가지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외부로 이전시키면서 지역 내 상권이 쇠퇴하고 주거환경이

저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임유경 임현성, 2012: 62).

한편, 기성시가지에서 주거환경의 물리적 개선을 목표로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오히려 쇠퇴가 심화되고 공 폐가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

나기도 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서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행위 규제가 적용된다.13) 노후한 주택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리와 신축에 제한이 가해지고 개별적인 환경 개선이 억

제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오랜 시간 지연될

경우에는 노후 불량한 주택과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김광중, 2010: 47; 임유경 임현성, 2012: 64). 특히, 대도시 노후

시가지에서는 지역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여러 정비구역

이 인접하여 지정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재정

적 문제나 개선 의지 부족, 낮은 개발 수요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19조(행위제한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에서는 정

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

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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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근 지역 전체가 황폐화 되면서 공 폐가

발생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임유경 임현성, 2012: 93).

이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공 폐가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량이 공 폐가 문제에 영향을 준다(Accordino and Johnson, 2000:

313-31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현황을 파악하고 정

책적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공 폐가 문제의 해소가 가능하지만, 정부 차

원에서의 인식이 부족하다면 지역 쇠퇴와 공 폐가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중앙정부가 정책 방향을 잘 설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대

응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량이 낮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미국

의 경우 상위 정부인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지역의 현안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 폐가 문제에 민감하지 않아 이에 대

한 정책이 적절히 마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Accordino and

Johnson(2000)은 주(state) 법이 지방정부의 행위를 제한하고, 근린에 악

영향이 가해지더라도 최소한의 유지관리만 이루어지면 별다른 제제를 가

하지 않는 등 개별 부동산 소유주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

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역량 부족과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공 폐가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언급하였다.

(2) 미시적 환경 요인

① 건축물 및 부지 특성

주택 자체의 물리적 구조 및 기능상의 특성도 공 폐가 발생을 촉발하

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주택의 물리적 노후화 및 구조상의

불량은 주택 방치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이 물리적

으로 노후되거나 구조적으로 불량하여 더 이상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못

할 정도의 상태라면 소유주는 주택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중단하게 되

며, 해당 주택은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Mallach, 2006: 5). 또한, 주

택 건축물과 부지의 규모가 과소하고 부지의 형태가 불규칙하며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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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주택의 유효 활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요자들의 선호에 부합하

지 않는다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하여 주택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될 수 있다(Mallach, 2006: 5).

수도 및 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화장실이 없는 등 주거 목적으로 활용

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주택에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진다(Hillier et al., 2003: 93). 주택의 상태가 불량하여 건

축법상 위반 사항이 존재하는 것 또한 주택에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택 방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 노후시가지를 중심으로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 상당수 분포하며, 이러한 주택들은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노후 불량한 상태임에도 법적 제약 때문에 보수와 철거, 신축이 자유롭

지 못하여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

② 근린의 물리적 특성

우리나라의 쇠퇴한 구시가지 대다수에서는 협소한 가로와 영세한 필

지 위에 다량의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특성이 나타난다(김광중,

2010: 51). 특히, 전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거나 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시가지의 경우 형성 초기의 부실 개발에 따른 열악한 환경

조건에 의해 지역의 쇠퇴가 촉진되고, 이는 공 폐가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김광중, 2010: 47). 근린의 물리적 열악함이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

는 주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강조되어 왔다(이종현,

2014; 이희연 외 2017; 전영미 김세훈, 2016; 한수경, 2016). 연구자들은

건축물 및 시설의 노후화, 지구 내 가로의 폭과 연결성, 블록의 구조와

형태, 필지의 규모 및 형태와 같은 근린의 물리적 특성들이 공 폐가 발

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공 폐가는 그 자체로 지역 쇠퇴의 징후이자 지역 투자를 감소시

켜 쇠퇴의 가속화를 야기하는 병이므로 공 폐가 발생은 또 다른 공 폐가

를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전영미 김세훈, 2016: 98; Accord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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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ohnson, 2000: 302). 따라서 공 폐가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

에서 공 폐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3) 개인적 요인

공 폐가의 발생은 앞서 언급한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촉진되지만, 주

택의 소유 관계나 주택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심리 및 행

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복잡한 소유 관계나 상속 문제, 소유주의

경제적 위기 등은 활용 가능한 주택을 방치하는 원인이 되며, 투기 목적

의 주택 소유와 주택 및 근린 관리에 대한 무관심은 공 폐가 발생의 촉

진과 더불어 근린 안정성 약화를 야기한다(Mallach, 2006: 8). 먼저, 토지

나 주택의 소유주가 어려 명인 경우에는 복잡한 소유 관계로 인해 특정

인이 주택을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노후 불량한 주택

의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허가나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전영미 김세훈, 2016: 96). 또한, 소유주가 상속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한 경우 주택 처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소유주가 경제적 문

제를 경험하는 경우 주택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기도 한다. 소유권과 관

계된 이러한 문제들은 주택의 원활한 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상속에 의해 주택을 소유하게 된

소유주들은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주택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특히, 노후주거지에서는 소유주들이 개발을 기대하면서

주택을 활용하지 않은 채 보유하는 경향을 보이며, 방치된 주택들은 개

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후에도 관리되지 못하곤 한다(임유경 임현

성, 2012: 64). 이러한 부재지주들은 상대적으로 주택 관리에 소홀하고,

해당 근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방치된 주택 때문에 악영향이 발생하

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근린의 안정성을 저해하

고, 공 폐가 발생을 더욱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유주가 주

택이나 근린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편의상

주택을 활용하거나 임대하기보다는 방치를 선택하곤 한다(Accord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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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ohnson, 2000: 312).

주택 소유주의 방치 결정은 세입자와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소유주

가 세입자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세입자의 행동에 불만을 갖는 경우에는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Sternlieb et al., 1974: 329-331).

한편, 근린 내 주민들의 심리나 행태에 따라 공 폐가 발생이 촉진되기도

한다. 관리되지 않는 공 폐가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들이 지

역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어 점차 공 폐가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

거나(Schilling, 2002: 5), 공 폐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주민들

이 무관심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확대되는

경우도 존재한다(Greenberg, 1990: 541).

이상의 공 폐가 발생 촉발 요인들을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공‧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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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폐가 발생의 부정적 영향

주택이 비어있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 안전, 보안, 위생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쇠퇴한 구시가지의 노후 불량한 주택의 경

우 주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유지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붕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공 폐가는 인근 주택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전체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문제 인식과 대응이

더욱 강조된다(Accordino and Johnson, 2000; Han, 2014; Nachbaur,

1971; NVPC, 2005). 공 폐가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물리적 측면의 부정적 외부효과

공 폐가는 그 자체가 거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근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후 불량한 상

태로 방치된 공 폐가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붕괴나 노후한 시설로 인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층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시가지에 공 폐가가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가 인근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박성남 외, 2016:

19; 임유경 임현성, 2012: 29). 도로 환경이 열악하여 소방차의 진입이 어

렵거나 빠른 대처가 불가능하다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한편,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공 폐가는 쓰레기 적치나 오물 발생으로

인한 위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주택이 훼손된 경우에는 유해한 건

축 자재가 노출되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박성남

외, 2016: 21; 이재우, 2013: 95; NVPC, 2005: 5). 또한, 공 폐가 내에서

해충이 발생하거나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어 인근에 악취 및 소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외에도 주택이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경우 관리

되지 않은 외관으로 인해 주변 경관을 악화시키며, 환경적으로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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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훼손된 건축물이나 정리되지 않은 수목, 쓰레기

투기로 인해 지역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처럼 장기

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공 폐가는 주거환경의 질을 낮추고, 붕괴나 화

재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노출 빈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여 지역의 활력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Cohen, 2001: 416; Mallach, 2006: 9).

(2)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외부효과

공 폐가의 발생은 주거환경의 저하를 야기하여 인근 주택의 재산 가

치를 하락시키고 투자를 감소시켜 근린 전체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시킨

다(Han, 2014: 316-317; Mallach, 2006: 8; Mikelbank, 2008; NVPC,

2005: 9). 실제로 연구자들은 실증 분석을 통해 주택의 방치가 해당 주택

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인근 주택들의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손은정 외, 2015; Han, 2014; Lee, 2008;

Mikelbank, 2008; Whitaker and Fitzpatrick, 2011; Yin and Silverman,

2015). 특히, 방치 주택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방치 기간이 길수록 인

근 주택 가치 하락 효과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Han, 2014: 328-330;

Mikelbank, 2008: 15).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근린의

재산 가치 보호를 위해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한편, 공 폐가의 발생은 근린의 재산 가치 하락 외에도 지방정부 차원

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갖

는다. 정부 차원에서는 공 폐가로 인한 붕괴나 화재 위험, 범죄, 위생, 환

경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 폐가를 폐쇄하고 안전상의 문

제가 없도록 관리하며, 방범 및 치안 서비스와 환경 정비를 강화하고, 필

요한 경우 철거 사업을 진행하는 등 공 폐가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

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임유경 임현성, 2012: 31; Han, 2014: 315).

또한, 공 폐가의 발생으로 인한 주택 가치 하락은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

로 이어지므로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지역의 유지 관리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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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재정적 자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Accordino and Johnson, 2000: 303; NVPC, 2005: 7).

(3) 사회적 측면의 부정적 외부효과

방치된 주택은 사회적 감시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범죄나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사용되거나 노숙자들의 무단 점거 대상이 되어 지

역 내 안전과 치안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임유경 임현성, 2012:

30; Han, 2014: 315; NVPC, 2005: 3).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

지 켈링에 의해 발표된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따

르면 공 폐가는 지역 내 범죄를 증가시키며, 주택의 외관을 파괴하고 훼

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인 반달리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Accordino and

Johnson, 2000: 303; NVPC, 2005: 3-4; Schilling, 2002: 5). 또한, 공 폐

가는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질과 재산 가치를 저하시키기 때문

에 커뮤니티의 붕괴와 황폐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Schilling, 2002: 4).

한편, 공 폐가는 근린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근린

의 안정성은 유사한 인구의 유입과 지속적인 투자가 유지될 때 달성되지

만, 공 폐가의 발생은 주거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주거만족도를 하락시

켜 거주민의 이사 결정을 촉진함으로써 유사한 인구의 유지를 어렵게 한

다(Han, 2014: 316; Mallach, 2008). 주민들이 주거환경에 만족하지 못하

고 이탈하게 되면 해당 근린은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채 쇠퇴되

고, 주택 가치가 점차 하락하면서 저소득층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

간의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김진하 남진, 2016: 108; Han, 2014: 316).

이 외에도 공 폐가의 발생은 거주민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hen

et al., 2003; Mallach, 2006: 9). 공 폐가와 공지의 발생은 안전과 범죄,

위생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므로 공동체 복지와 주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Cohen et al., 2003; Garvin et al., 2013: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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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 폐가 발생과 지역 쇠퇴 및 지역 재생

공 폐가 발생은 지역 쇠퇴와 연관되어 논의되어 왔다. 도시 성장과 쇠

락의 과정을 설명하는 생애주기 모델(Life Cycle Model)에 따르면 도시

의 성장은 ‘성장, 유지관리, 노후화, 쇠퇴, 슬럼화’의 5가지 단계로 정리된

다. 이 중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쇠퇴는 도시가 성장을 멈춘 상태에

서 건축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방치가 증가하지만, 물리적

인 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

는 단계이다(Sternlieb et al., 1974: 322). 쇠퇴한 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낮은 주택 가치는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공 폐가

발생은 곧 지역 쇠퇴의 결과 또는 징후로 간주된다(김광중, 2010: 34; 김

화환 외, 2017: 119; 전영미 김세훈, 2016: 87; Accordino and Johnson,

2000: 303). 쇠퇴지역에서는 공 폐가 발생 요인으로 언급된 노후 불량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취약성, 약화된 주택시장, 제도적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공 폐가가 쉽게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

에 공 폐가의 발생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인근 주택의 가치를 하락

시키며, 거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등 지역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작용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공 폐가는 지역 쇠퇴의 결과인

동시에 쇠퇴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NVPC, 2005;

Schilling, 2002).

지역 쇠퇴와 공 폐가 발생의 순환적 관계는 공 폐가 발생이 특정 지

역에 집중되도록 하며, 공 폐가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는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공 폐가는 실제로 대도시의 쇠퇴

한 구도심이나 중소도시의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군집하여 발

생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되고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난다(손은정 외, 2015; 한수경, 2016; Feng, 2016; Morckel, 2014). 공 폐

가의 발생은 또 다시 지역 쇠퇴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낮추는 악순환을

야기하므로 공 폐가의 군집이 고착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공 폐가가 밀

집한 곳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소하고, 공 폐가 발생이 우려되는 근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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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측하여 관리함으로써 문제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

요가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쇠퇴지역의 공 폐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지역 재투자나 재생 사업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Accordino and Johnson, 2000: 303).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 쇠퇴지역

의 환경적 개선과 더불어 공 폐가 문제의 해소를 포괄하는 접근을 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 폐가는 기개발지 내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서 인식되며, 공

폐가 발생은 근린 재활성화를 위한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재생 논의와도 연결된다(임유경 임현성, 2012: 26-27; Shilling, 2002: 7).

최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쇠퇴 문제가 확대되면서 도시 정책 역시 개

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스마트 축소의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이희연, 2017: 23-28). 신규 개발을 지양하는 대신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재활성화 하는

데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 폐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 내 이용 가능한 토지를 늘리

고, 충진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자원으

로 인식될 수 있다. 때문에 공 폐가 발생은 지역과 근린의 재활성화를

이끄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Shilling 2002: 8).

Shilling(2002: 20-22)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도되는 방치 자산의 문

제 해소와 근린 재생 과정을 방치 자산 재활성화 사이클을 통해 일반화

하여 설명하였다(그림 2-2 참조). 먼저, 지방정부는 문제 근린을 선별하

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소유주의 자산 활용을 유

도함으로써 근린을 안정화시키며, 정부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방치 자산을 재활용하도록 장려한다. 한편, 구조적으로 불량하거나 소유

주 부재로 관리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철거와 재산권 이전을 시도한

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근린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방치를 예방하여 근

린 재생의 노력을 지속한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강조하는 단계와 적용

하는 제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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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chilling(2002), 20p 그림을 재구성.

<그림 2-2> 방치 자산의 재활성화 순환 구조

2. 선행연구 고찰

해외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탈산업화로 인해 산업도시의 쇠퇴 현

상이 가속화되고, 공 폐가 발생이 급증하면서 공 폐가 관련 연구들이 활

발히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현황 파악과 실태 분석에서 더 나아가 공 폐

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분석하고 공 폐가 발생을 예측함으로써 공 폐가

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

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의 공 폐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199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0년 이후 인구감소에 따른 지

역 쇠퇴 현상과 함께 공 폐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최근 정부

차원에서 공 폐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공 폐

가 발생 현상을 살피고,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연

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 공 폐가 발생의 원인 및 영향 분석 연구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공 폐가 관련 연구들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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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발생의 특성을 밝히고, 발생 원인과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문제 해

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연구자들

은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공 폐가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 폐가의 발생 원인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분석하여 공 폐가 문제의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공 폐가의 특성을 파악하고 발생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거나(임유경 임현성, 2012; 전영미 김세훈, 2016; 한

수경, 2016; 한수경 이희연, 2016; Hollander, 2010; Nachbaur, 1971), 공

폐가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손은정 외, 2015; Cohen et al.,

2003; Han, 2014; Lee, 2008; Mikelbank, 2008)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전영미 김세훈(2016)은 인천의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공 폐가의 분포를 파악하였으며, 열악한 물리적 환경과 정비사업의

해제, 취약계층의 공간적 집중이 공 폐가의 발생과 확산을 야기하고, 도

시 쇠퇴와 공 폐가 발생이 서로 악순환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한

수경 이희연(2016)은 익산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도한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구시가지에 노후한 공 폐가가 집중됨을 보이며, 성장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한 도시계획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Hollander(2010) 역시 플린트 시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에 따

른 공 폐가 발생과 근린의 물리적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근린환경의 악

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계획을 통한 대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한편, Han(2014)과 Mikelbank(2008)는 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공 폐가

발생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낮춘다는 것을 보였으며, 특히 공 폐가의

방치 기간이 길수록, 해당 공 폐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부동산 가치

가 더욱 하락함을 밝혔다. Cohen et al.(2003)은 공 폐가 발생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공 폐가 발생이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 폐가의 현황, 공 폐가 발생의 원인 및 결과를 탐색하여 공 폐가 발생

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문제를 진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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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기존 연구들은 공 폐가 발생의 원인을 고찰하고 공 폐가 발생의 영향

을 분석하는데 집중하였지만, 최근에는 실증 자료를 토대로 공 폐가 발

생의 촉발 요인들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노민지 유선종,

2016; 한수경, 2016; Bassett, 2006; Feng, 2016; Hillier et al., 2003;

Molloy, 2016; Morckel, 2013; Morckel, 2014; Scafidi et al., 1998;

Silverman et al., 2013; Sternlieb et al., 1974). 해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주택 방치 현상에 대해 탐구하면서, 주택 방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영향 수준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연구자들은 주

택 방치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주택 방치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을 구분하고 측정 지표들을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주택 방치의 촉발 요인과 영향력을 추정하였다(Bassett et al.,

2006; Hillier et al., 2003; Morckel, 2013; Morckel, 2014; Scafidi et al.,

1998; Silverman et al., 2013; Sternlieb et al., 1974). 다양한 지역과 공

간 단위에서 주택 방치의 촉발 요인이 분석되었으며, 연구자의 연구 목

적과 연구 대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촉발 요인과 측정 지표들은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었다.

개별 주택 수준에서 주택 방치의 촉발 요인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주

택 및 소유주의 특성이 방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분석을 수

행하였다. Scafidi et al.(1998)는 뉴욕시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 소유주의

방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주택 유형, 건축법 위

반 여부, 모기지 여부, 과세현실화율 등의 주택 특성과 부채 비율, 빈곤

율과 같은 주택 소유주의 경제적 특성을 변수로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택의 과세현실화율이 소유주의 주택 방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한편, Hillier et al.(2003)는 주택의 방치

를 과정으로 인식하여 주택의 기능적 방치와 경제적 방치가 물리적 방치

의 신호가 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증명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수행하였다. 우편 수령 중단, 수도 및 가스 공급 중단과 같은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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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지표와 주택 가격, 세금 연체 기간, 압류 여부와 같은 경제적 방치

지표를 활용하였고, 근린 영향을 고려하여 인접 주택의 철거, 세금 연체,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능적 방치와 경

제적 방치를 통해 물리적 방치를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혔다.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택시장 특성, 물리적 특

성과 주택 방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Bassett

et al.(2006)은 미시간 주 플린트 시의 41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다

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주택 방치를 주도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인구

변화율, 흑인 인구 비율, 고졸 이하 인구 비율 등의 인구 특성과 제조업

비율, 실업률, 빈곤율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택 가격 및 임대가격과

같은 주택시장 특성을 촉발 요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

택 방치에 있어서 경제적 특성 요인들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함을 밝혔

다. 또한, Silverman et al.(2013)은 뉴욕 주 버팔로 시를 대상으로 산업

도시 구시가지의 주택 방치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 제도적 특성, 물리

적 특성의 영향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빈곤율과 흑인 인

구 비율, 주택과 사업장의 유휴 기간이 양적 영향, 건축물 경과연수와 주

택가격이 부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한편, Morckel(2013)은 주택 방치 수준이 근린에 따라 차이를 보임에

주목하여 개별 주택 방치에 대한 근린 수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오하

이오 주 영스타운 시와 콜럼버스 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센서스

트랙을 근린으로 간주한 후, 주성분 분석을 통해 근린 수준의 지표들을

사회경제적 특성, 물리적 방치 특성, 주택시장 특성, 젠트리피케이션 특

성의 4가지로 구조화 하였다. 주택을 1수준, 근린을 2수준으로 하는 위계

선형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제외한 3가지 요

인이 주택 방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방치 요인과

주택시장 요인의 영향이 도시별로 다름을 밝혔다. 또한, Morckel(2014)은

후속 연구에서 공 폐가 발생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자기상관의 문제를 보

정함으로써 요인별 영향력을 더욱 정확하게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공 폐가 발생을 촉발하는 요인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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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영향력을 밝히고,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우리와 상이하기 때문에 공 폐가 발생의

양상이 다르고, 촉발 요인 또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공 폐가의 발생을

촉발하는 거시적 원인(인구감소, 산업 쇠퇴, 경제 침체, 물리적 낙후 등)

은 유사하더라도 주택과 근린의 세부적인 특성은 다르다. 특히,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구시가지는 물리

적 환경이 초기부터 부실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열악한 물리적 환경의

영향으로 지역의 쇠퇴가 야기되고 공 폐가가 발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내 연구자들은 근린환경의 열악함이 공 폐가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하여 근린의 물리적 특성을 촉발 요인으로

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왔다. 한수경(2016)의 연구에서는 공 폐가의 고

착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필지 규모, 필지 형상, 접도 요건 등의

부지 특성과 과소필지 비율, 불량접도 비율, 주요 시설과의 거리와 같은

근린환경 특성, 고령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의 거주자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분석 결과 필지 규모와 접도 요건 같은 주택의 물리적 특

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임을 증명하였다. 일부 연구들은 실증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공 폐가 발생의 영향 요인을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

였다(전영미 김세훈, 2016; 이종현, 2014). 연구자들은 블록의 폐쇄성, 가

로의 폭과 연결성, 필지의 규모와 형상, 건축물의 구조 및 노후도, 교통

편의성과 같은 물리적 특성과 노인인구 비율, 정비구역 여부와 같은 요

인들이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들

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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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단위
촉발 요인 주요 변수

국외

연구

주택

수준

건축물 및 

부지 특성
규모, 건축년도, 토지 및 주택 가격, 토지이용 분류

물리적 방치 방화 여부, 건축 법규 위반

기능적 방치 수도 및 가스 공급 중단, 우편 수령 중지, 입구 폐쇄

경제적 방치 세금 연체 여부, 모기지 여부, 압류 여부

지역

수준

사회경제 특성
인구변화율, 흑인인구 비율, 노인인구 비율, 고졸 이하 인구 비

율, 가구 소득, 실업율, 빈곤율, 제조업 비율

주택시장 특성
주택가격, 임대가격, 판매 주택 비율, 자가 점유 비율, 신규주택 

비율

물리적 특성
법규 위반 주택 비율, 세금 연체 주택 비율, 압류 주택 비율, 노

후주택 비율, 방화 비율, 철거 비율

국내

연구

주택

수준

건축물 및 

부지 특성
필지 규모, 필지 형상, 접도 요건, 건축물 경과연수

지역

수준

사회경제 특성 가구변화율, 노인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종사자 비율

주택시장 특성 신규주택 비율, 주택매매가격지수, 주요 시설에서의 거리

물리적 특성 과소필지 비율, 불량접도 비율, 폭 4m 미만 도로율, 노후주택 비율

<표 2-1>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공‧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

3) 공 폐가 발생 예측에 관한 연구

연구자들은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응 우선지역을 선별하고 공 폐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 폐가

발생을 예측하거나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Appel et al., 2014; Hillier et al., 2003; Immergluck,

2016; Johnson et al., 2014; Martin et al., 2016; Morckel, 2013; Morckel,

2014). 일찍부터 주택 방치 문제를 경험한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로

스앤젤레스, 시카고, 시애틀, 미니애폴리스, 뉴욕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시정부 차원에서 주택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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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주택 방치와 관련된 건축물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 대략적으로 방치 위험을 추측했을 뿐, 통계 모델에 의한

논리적 예측이 이루어지진 못하였다(Hillier et al., 2003: 92). 통계 분석

에 의거한 예측 연구는 주택 방치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방치와 관

련된 각종 자료의 구득이 가능해진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루

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한 방치 확률 추

정에서부터 기계학습 방법을 활용한 방치 주택의 분류 분석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주택 방치 예측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Hillier et al.(2003)은 필라델피아 시의 근린정보시스템(Neighborhood

Information System; NIS) 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구축

하고 분석하여 주택 방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추정

된 계수를 토대로 주택 방치의 확률을 산출하여 방치 주택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였다. Morckel(2013) 역시 영스타운 시와 콜럼버스 시

의 약 18만 호의 주택 자료와 382개 센서스 트랙별 특성 자료를 활용하

여 일반화 위계선형모델(HGLM)을 구축하고, 주택 방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각각의 영향력을 산출함으로써 주택 방치 예측의 가능성을 증

명하였다. 이들은 방치 예측 시스템이 방치 주택으로 인한 악영향을 감

소시키고 문제에 대한 일관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

으며, 주택 방치를 예방하는 것이 근린 황폐화를 막는 길임을 주장하며

주택 방치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빅데이터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통계 모형을 구축하고 확률을 계

산하는 방법 외에 기계학습을 통한 주택 방치 예측도 시도되고 있다.

Appel et al.(2014)은 시러큐스시를 대상으로 주택 방치를 예측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주택 방치가 지역의 인구

역학과 근린환경 특성, 거주 속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

고, 주택 방치에 대한 과거 자료들을 토대로 데이터마이닝 기술과 기계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주택의 방치 위험도를 도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을 수행하여 근린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근린 유형에 따라 방치

위험이 높은 주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상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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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을 활용한 예측 분석 알고리즘이 방치 위험을 예측하는데 효과

적임을 입증하였으며, 주택 방치 예측 방법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Martin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기계학습 모형을 활

용하여 주택 방치를 예측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 분석 및 예측 방법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구분 연구자 지역
분석 

모형
연구 내용

촉

발

요

인

분

석

Scafidi 

et al.

(1998)

뉴욕
로지스틱

회귀모형

- 주택 소유주의 방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뉴욕시 36,695개 주택을 대상으로 분석 수행

Bassett 

et al.

(2006)

플린트

선형

회귀모형

- 주택 방치의 촉발 요인 분석

- 플린트 시 41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 수행

Silverman 

et al.

(2013)

버팔로
- 주택 방치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영향 

분석

Molloy

(2016)

미국

대도시 

지역

- 주택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장기 유휴 주택 발생의 

촉발 요인 분석

- 주성분 분석을 통해 근린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촉발 

요인 분석을 수행

Feng, Y.

(2016)
버팔로

공간

회귀모형
- 주택 방치의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분석 수행

촉

발

요

인

및

예

측

분

석

Hillier et al.

(2003)

필라델

피아

로지스틱

회귀모형

- 주택 방치에 대한 주택의 기능적‧경제적‧물리적 특성의 영

향을 분석하고 주택 방치의 예측 가능성 제시

- 17,567개 주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Immergluck

(2016)

미국 

대도시 

지역

음이항

회귀모형

- 50개 도시의 장기 유휴 주택에 대한 촉발 요인 분석

- 인구 및 주택 특성을 토대로 장기 유휴 주택의 변화 예측 

가능성 제시

Morckel

(2013)

영스타운

콜럼버스

일반화

위계선형

모형

- 주택 방치에 대한 근린 특성의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 가

능성 제시

- 462개 근린의 181,899개 주택을 대상으로 분석 수행

- 분석 수준을 구분하여 주택(1수준)에 대한 근린(2수준)의 

영향을 분석

Appel et al.

(2014)
시러큐스 기계학습

- 주택 방치의 예측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기계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주택의 방치 위험도를 예측

Martin et al.

(2016)

클리

블랜드
기계학습 - 로지스틱 모형에 기반한 기계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예측

<표 2-2> 공‧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 및 예측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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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 폐가 문제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공 폐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연구자들은 공 폐가 발

생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성남 외, 2016; 임유경 임현성, 2012; 하창호 외, 2013; Schilling, 2002;

Mallach, 2006; Schilling and Logan, 2008). Mallach(2006)는 부동산 방

치 문제에 대한 대응이 발생 예방, 발생에 대한 대응, 방치 부동산 재활

용의 3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전략

들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방치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성남 외(2016)와 임유경 임현성(2012)은 다양한 쇠퇴지역의 공

폐가 및 유휴 공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후, 공 폐가의 적절한 관리

와 지역 재생을 위해 제도적 정비와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며, 지

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 외

에도 하창호 외(2013)와 Schilling and Logan(2008)과 같이 공 폐가를 녹

지 등으로 전환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

하고자 우리보다 앞서 공 폐가 문제를 경험한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고

찰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국내

공 폐가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 제도들로부터 얻은 시사

점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김진하 남진, 2016; 박헌춘 외, 2015; 이

재우, 2013; 정수은, 2016). 김진하 남진(2016)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공 폐가 관리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재우(2013)는 영국의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공 폐가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지역의 대응 사례를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공

폐가를 재활용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소개하였다(남지현,

2014; 우정범 손용훈, 2014). 이러한 연구들은 공 폐가 문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도와 전략들을 제시하고 고찰하였으며, 특히 국내 연구들은 국

내의 현 제도를 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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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10년 이후 공 폐가 수가 증가하고 공 폐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연구들은 주로

공 폐가 발생 현황을 파악하거나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

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한편으로는 국내 공 폐가 관련 제도

들을 살펴보고 한계를 지적하거나 해외의 제도들을 고찰하여 제도 개선

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공 폐

가 발생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공 폐가의 발생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

한 제도와 전략들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경우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미시적인 수준에

서 공 폐가 문제의 실태를 살펴보거나, 행정동 단위 이상의 거시적인 수

준에서 공 폐가 발생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공 폐가가 어디에 어느 정도로 밀집되어 나타나는지, 어떤 요인들이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또한, 공 폐가에 대한 예방을 강조하면서도 아직까지 공 폐가 발생의

예측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공 폐가 발생의 촉

발 요인들을 추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 폐가 발생을 예측한다면

대응이 필요한 위험 지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으므로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공 폐가 문제

에 대한 다양한 실태와 현재의 대응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은 공 폐가의 원인과 영향

을 파악하거나 정부 차원의 공 폐가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공 폐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단편적인 내용에만 집중하였다. 그보다는 지역

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한 후, 공 폐가 발생

실태와 현재의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도시계획적 측면에

서 공 폐가 문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구도심을 대상으로 공 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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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촉진하는 촉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예측 모형을 구축

하여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 및 잠재적 위험구역을 추출하고자 한다. 또

한, 위험구역의 공 폐가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 공 폐가 관련 제도와 대

응 현황을 폭 넓게 고찰하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쇠퇴지역의 공 폐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 분석을 수행하

여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을 추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근린환경 특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근린 규모를 고려한 격

자 형태의 공간 단위를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거시적 공간

단위에서만 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들과 차별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공간 수준에서 공 폐가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구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공 폐가의 분포를 살피고 촉발 요인 분석과 예측 분석

을 수행하여 위험구역을 추출하며, 미시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양상과 대

응 실태를 파악한다. 이처럼 다양한 공간 수준에서 통계 분석과 현장조

사 및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공 폐가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공 폐가 문제의 대응 방안을 논한

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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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천 구도심의 공 폐가 분포 특성

1. 인천시의 도시 성장과 구도심의 쇠퇴

1) 인천시의 도시 성장과 공간구조 변화

인천시는 개항 이후 항만 및 공업 기능을 토대로 산업도시로 성장하

였으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서울의 배후도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1910년대에는 현재 송림동, 창영동, 도원동 서쪽의 6.05㎢ 면적에 불과한

작은 도시였지만, 지난 100여 년 동안 공유수면 매립과 행정구역 편입에

의한 지속적인 확장으로 1,046㎢에 이르는 대도시로 성장하였다(인천발

전연구원, 2001: 220). 이러한 기간 동안 많은 개발 사업들이 수행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공간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다(표

3-1, 그림 3-1 참조).

인천은 1883년 제물포 개항을 기점으로 근대도시로서 성장하였다. 개

항 이후 현재 중구 동인천동에 해당하는 제물포 일대가 각국 통상의 중

심지가 되었으며, 근대적 항만시설을 갖춘 인천항이 축조되면서 인천시

는 국제도시이자 항구도시로 기능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에

의해 공업화가 촉진되면서 각종 개발 사업이 시행되었고, 현재 구도심인

중구, 동구, 남구를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1899년에 개

통된 경인철도는 화물수송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

며, 인천시의 공간구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40년대에는 주

거지 확보와 개편을 목적으로 발표된 인천시가지계획(1937)에 따라 현재

중구, 동구, 남구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가로망 부설 사업이 시도되었

다(염복규, 2007: 90). 이와 같이 대규모의 인프라 개발과 주거지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인천시의 인구는 개항 당시 약 4,700명에서 1960년 약 40

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인천발전연구원, 2001: 221).

1960년대에는 중앙정부의 경제성장정책에 따라 경인공업지역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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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추진되었고, 인천시는 주요 공업지역이자 서울의 배후 주거지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김대영, 2003: 26). 1960～1970년대에 걸쳐

동구, 남구, 부평구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이 시기에 일자리를 찾아 인천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1968년에는 인천으로 몰려드는 인구와 물류의 원활한 이동

을 위해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였고, 이는 경인철

도와 함께 도시 성장과 공간구조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1960～

1980년에는 도심 시가지를 정비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고속도로 건설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경인고속도로주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

하였다(인천광역시, 2004: 868-869). 이 시기에 중구, 동구, 남구 일대와

함께 부평지구와 주안지구가 신규 주거지로 개발되었으며(그림 3-2 (가)

참조), 지금도 개발 당시의 공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택지개

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정부 주도의 주택

건설계획이 수립되면서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와 같은 도시 외곽 지역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되었고, 인천시의 공간구조가 크게 변화

하게 되었다(그림 3-2 (나) 참조). 1980년대 이전까지 중구, 동구, 남구에

맞춰져 있던 무게 중심은 점차 외곽 신시가지로 분산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

구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구분 1950년대 이전 1960～1970년대 1980～1990년대 2000년대 이후

주요

사업

- 인천항 개항

- 경인철도 개통
- 경인고속도로 개통 - 지하철1호선 개통 - 인천국제공항 개항

- 토지구획정리 사업 - 수출단지 조성 - 대규모 택지 개발 - 경제자유구역 개발

개발

지역

- 인천역 일대

- 동인천역 일대

- 주안역 일대

- 부평역 일대

- 경인고속도로 인근

- 구월지구

- 연수지구

- 계양지구

- 송도지구

- 영종지구

- 청라지구

자료: 인천발전연구원(2004)과 윤현위(2008)의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표 3-1> 인천시의 시대별 주요 개발 사업 및 개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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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1960년대 1980년대 2017년

자료: 인천광역시(2004), 지도로 보는 인천 120년, 14p 참고하여 작성함.

<그림 3-1> 인천시의 행정구역 변화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택지개발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

자료: 인천광역시(2004), 지도로 보는 인천 120년, 35-36p의 그림에 관련 내용을 추가함.

<그림 3-2> 인천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200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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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성장과 공간구조 변화는 인구의 변화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신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1975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

시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1975년 약 97만 명에서 2015년 약 289만 명

으로 지난 40년간 인구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3

참조). 그러나 인천시의 전체 인구가 크게 증가한 반면, 같은 시기에 구

도심의 인구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1985년에 약 64만 명에 도달

한 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신시가지의 인구는

1975년에 약 16만 명이었으나 1990년 즈음에는 구도심의 인구를 추월하

였고, 2015년에는 약 173만 명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14) 이러한 지역별

인구 변화의 차이는 인천시의 급격한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짐작하게 한

다. 1980년대 이후 인천시의 외곽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타 도시에서 인천시로의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동시에 도

시 내부에서도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공간구조가 재

편된 것이다.

965,092 

1,230,101 

1,527,057 

1,922,608 

2,308,188 
2,475,139 2,531,280 

2,662,509 

2,890,451 

513,843 
638,424 

529,534 

159,962 

1,731,523 

 -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인천광역시 구도심 신시가지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75～2015)

<그림 3-3> 인천시의 인구 변화 (1975～2015년)

14)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신시가지에는 1980년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와 중구의 영종지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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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의 인구이동 변화를 살펴보면, 중구와 동구, 남구 중심의 인구

이동 흐름이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3-4 참조). 또

한, 2001년에는 구도심이 아닌 다른 구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구 유

출과 유입 양이 동등한 수준이었지만, 2015년에는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근 신시가지인 연수구와 남동구로의

유출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 흐름의 변화는 구

도심의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의 저하를 의미한다.

2001 2005

2010 2015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2001, 2005, 2010, 2015)

주 1) 인구이동의 변화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이동자 수 300명 이상의 흐름만 나타냄.

주 2) 중구의 경우 영종도(영종동, 용유동, 운서동)를 제외한 구도심 지역의 이동자 수만 포함.

<그림 3-4> 인천시 구도심의 인구이동 (2001～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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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도심의 쇠퇴

인천시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현재 구도심

에 해당하는 중구와 동구가 중심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천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외

곽에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게 되었고, 이는 구도심의 쇠퇴를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인천시의 성장을

이끌어 온 기존 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상당수의 공장이 폐쇄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구도심이 갖고 있던 기능이 위축된 것도

쇠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구와 동구가 인천의 중심부가 아닌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인천항과 각종 산업시설들로 인해 지리적 확장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도심 기능은 점차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었다(김대

영, 2003: 28). 공공기관은 물론 대학교와 중 고등학교도 규모 확장과 시

설 고도화를 이유로 지역 외부로 이동함에 따라15) 도시 기능이 점차 축

소되고 지역 상권 역시 침체되었다. 개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주거환

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됨에 따라 구도심은 심각

한 도시 쇠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구도심의 물리적 경제적 쇠퇴로 인한 인구 유출이 증가하고, 사회적으

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구도심의 사회적 쇠퇴 역시 심화되는 추

세이다. 1995～2015년 사이 구도심의 연령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39세

이하의 연령층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는 반면, 50세 이상의 인구는 증

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가 두

드러진다(그림 3-5 참조). 또한, 구도심의 연령별 인구 비율을 인천시 전

체의 연령별 인구 비율과 비교하여 보면 구도심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5) 1985년과 2002년에 인천시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이 중구 신포동에서 남동구 구월동으

로 이전하였으며, 1983년에 송도고등학교가 중구 답동에서 연수구 옥련동으로 이전한

이후 2001년까지 5개의 학교가 구도심 외부로 이전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인천대학

교가 남구 도화동에서 연수구 송도동으로, 2015년에는 박문여자고등학교와 박문여자중

학교가 동구 송림동에서 송도동으로 이전하는 등 최근에도 이전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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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의 연령별 인구 인천시와 구도심의

연령별 인구 비율 (2015)1995 20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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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구도심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95, 2005, 2015), 내국인 기준 연령별 인구 자료

주) 구도심의 인구는 중구, 동구, 남구의 인구를 합산한 것이며,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은 제외함.

<그림 3-5> 구도심의 연령별 인구 변화(1995～2015년)

한편, 구도심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쇠퇴 문제를 해소하

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정비사업과 주거지 관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인천시는 2006년에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구와 동구, 남구에 총 64개

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였다. 이후 구역 추가와 해제를 반복하였고,

2018년 현재 사업이 완료된 구역과 해제된 구역을 제외하면 총 43개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표 3-2 참조).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사

업성 저하, 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 많아 상당수의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비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정비구역 내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

고 쇠퇴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정비구역의 경우 해

당 지역을 떠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공 폐가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구도심의 쇠퇴와 더불어 공 폐가 문제도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

광역시의 자료에 따르면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도시 전체에 총

1,631호의 공 폐가가 있으며, 약 73.7%는 구도심에 분포한다(표 3-3 참

조). 쇠퇴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공 폐가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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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사업 유형 구역 지정 추진단계 및 일시 공‧폐가 수

중

구

(8)

경동율목구역 주택재개발 2009.03.23 조합설립인가 2009.06.23 9

도원구역 주택재개발 2008.06.23 조합설립인가 2010.11.11 4

송월구역 주택재개발 2009.04.13 조합설립인가 2009.08.20 8

송월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2011.08.16 정비구역 지정 2011.08.16 8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2009.04.27 조합설립인가 (해제) 2017.01.09 19

신흥삼익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2012.11.05 정비구역지정 (해제) 2017.12.26. 0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 2009.11.16 조합설립인가 2010.05.24 17

인천여상주변구역 도시환경정비 2008.10.27 조합설립인가 2009.04.13 7

동

구

(14)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 2009.04.20 사업시행인가 2011.02.10 115

송림3-1구역 주택재개발 2009.04.20 사업시행인가 2011.05.31 0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2008.05.06 사업시행인가 2012.01.13 158

서림구역 주택재개발 2008.11.24 사업시행인가 2011.10.20 5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 2009.08.24 조합설립인가 2010.07.30 82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 2009.09.07 조합설립인가 2009.11.30 62

송현1‧2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2010.07.05 조합설립인가 2011.09.08 0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 2007.09.17 관리처분인가 2009.12.14 0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 2009.08.24 조합설립인가 2009.12.08 2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 2010.01.11 사업시행인가 2012.11.26 4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 2008.04.01 사업시행인가 2009.10.01 64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 2008.09.01 사업시행인가 2013.12.23 0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 2008.07.01 사업시행인가 2009.12.04 1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 2012.06.11 공사착공 2013.11.25 0

남

구

(26)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2007.12.18 사업시행인가 2008.12.19 4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2008.05.19 사업시행인가 2010.01.08 9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2008.06.30 사업시행인가 2010.07.01 5

학익2구역 주택재개발 2008.12.01 사업시행인가 2011.03.24 0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 2008.11.24 사업시행인가 2011.10.21 2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 2008.05.06 사업시행인가 2012.01.16 84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2009.01.19 사업시행인가 2012.06.18 0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 2008.07.07 조합설립인가 2008.10.16 6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 2009.04.06 관리처분인가 2017.01.23 2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 2009.12.21 조합설립인가 2010.07.09 1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 2009.09.28 조합설립인가 2010.07.14 0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 2010.02.22 조합설립인가 2010.12.20 18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2016.12.26 추진위승인 2006.08.17 2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2009.12.14 추진위승인 2006.09.27 1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 2009.10.05 추진위승인 2006.10.21 5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 2008.12.01 조합설립인가 2013.05.13 2

백운주택2구역 주택재개발 2008.09.22 추진위승인 2008.10.08 0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 2004.12.27 관리처분인가 2007.08.28 0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2009.09.21 관리처분인가 2017.07.04 0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 2010.02.16 추진위승인 (해제) 2017.12.26. 0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2011.12.19 추진위승인 2009.06.05 0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 2008.10.13 사업시행인가 (해제) 2017.09.25. 4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 2011.03.21 조합설립인가 (해제) 2017.12.26. 4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 2010.02.01 추진위승인 2008.04.08 1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 2010.04.30 추진위승인 2008.07.30 5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 2006.04.10 공사착공 2007.12.31 0

자료: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정비사업 설명 자료

주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함.

주 2) 정비구역별 공‧폐가 수는 중구, 동구, 남구의 공‧폐가 자료를 기반으로 단독주택 공‧폐가만 산정한 것임.

<표 3-2> 인천시 구도심에서 추진된 정비사업 현황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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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폐가 수(호) 비율(%)

합계 1,631 100.0

중구 178 10.9

동구 673 41.3

남구 350 21.5

연수구 1 0.1

남동구 25 1.5

부평구 364 22.3

계양구 11 0.7

서구 29 1.8

자료: 인천광역시청 폐‧공가 전수조사 자료(2017)

주)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한 자료는 단독주택 외의 건축물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 대상으로 설정한 구도심 내 단독주택 공‧폐가 수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함.

<표 3-3> 인천시의 행정구역별 공‧폐가 현황 (2017년)

2. 구도심의 공 폐가 분포 특성

1) 공 폐가 분포 현황

인천시의 중구, 동구,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공 폐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구도심에만 1,090호의

단독주택 공 폐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3-4 참조). 단독주택

공 폐가는 중구, 동구, 남구에 각각 147호, 629호, 314호가 분포하고 있

다. 동구의 경우 행정구역 면적은 가장 작지만 공 폐가 수가 가장 많아

공 폐가 밀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그림 3-6 참조).

구분 합계(호) 일반지역(호) 정비구역(호)

합계 1,090 368 722

중구 147 74 73

동구 629 136 493

남구 314 158 156

자료: 중구청, 동구청, 남구청 공‧폐가 관리 자료(2017. 8.)

주 1) 각 구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중복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함.

주 2) 2017년에 해제된 정비구역도 정비구역으로 포함하여 집계함.

<표 3-4> 구도심의 단독주택 공‧폐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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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의 공간구조를 살펴보면 중구와 동구의 서쪽 외곽에 인천항이

있으며, 북쪽에는 인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으

로 분류되어 있다(그림 3-6 참조). 인천항으로 둘러싸인 중구와 동구 일

대에 노후 불량한 주거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공 폐가도 이들 지역

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공 폐가는 경인철도 노선 주변과 경인고속도

로 북서쪽에 위치한 노후주거지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인

철도 인천역-간석역 노선은 인천항에서부터 시작되어 동구와 중구 경계

를 가로질러 남구를 관통한다. 과거에는 경인철도 주변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지역의 중심 기능을 수행했으나, 1990년대 이후로

인구 유출이 증가하면서 구도심의 주거와 상업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다.

더 나아가 철도 노선과 고속도로로 인해 공간이 단절되어 더 이상 발전

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심 기능이 축소되고, 주거환경이 악화

되면서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쇠퇴가 촉진되어 다수의 공 폐가가 발생

하게 되었다. 반면, 경인고속도로의 서남쪽에 위치한 주안동, 문학동, 관

교동, 학익동 일대에는 공 폐가가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은 공

폐가가 밀집한 중구와 동구, 남구의 숭의동 용현동 일대에 비해 비교적

늦게 개발되어 주거환경이 비교적 양호하다. 또한, 남동구와 인접한 서쪽

에는 인천시청과 각종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남쪽으로

는 아파트 단지와 인하대학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위치하고 있어 주거

선호가 높고 주택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구도심 내 정비구역과 일반지역의 공 폐가 수 차이가 매우 크므

로 정비구역과 일반지역의 공 폐가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도심

의 공 폐가 1,090호 중 정비구역에 위치한 공 폐가가 722호로 전체의

66.2%를 차지한다. 구도심에는 1980년 이전에 형성된 노후 불량한 주거

지가 많은 탓에 2000년대 중반부터 다수의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사

업이 추진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이

완료된 구역까지 포함하였을 때 구도심에서만 총 86개의 정비사업이 시

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최근까

지 총 48개의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시행되어 온 것이다.16) 정비구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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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폐가 분포를 중첩하여 보면 동구와 중구에 위치한 정비구역 내에 다

수의 공 폐가가 집중되어 나타난다(그림 3-7 참조). 정비구역의 경우 주

택의 상태가 노후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거주민의

상당수가 지역을 떠나가면서 주택이 방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 정비

구역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지연됨에 따라 방치된 주택이

점차 증가하여 공 폐가가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정비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남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 폐가 발생이 적게 나타난다. 이는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공 폐가가 철거되었기 때문일 수 있으며, 또

는 중구와 동구의 정비구역에 비해 물리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주택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 폐가가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는 공 폐가가 다소 분산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구와 중구의 경우 주로 정비구역 인근에 공 폐가가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남구의 경우 숭의동과 도화동을 중심으로 공

폐가가 산재한다. 그러나 일반지역 공 폐가만 분리하여 보더라도 상대적

으로 동구에서 공 폐가 발생량이나 밀집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또한, 구도심은 약 50m 정도 높이의 언덕이 연속되는 지형적인 특성

을 보인다. 구도심 내 공 폐가 분포를 살펴보면 공 폐가는 지형이 평탄

한 지역보다는 주로 경사지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 참조). 경사지에 위치한 주거지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도로

가 불규칙하게 형성되고, 가파른 경사 때문에 주택으로의 접근성이 떨어

지는 등 주거환경이 더욱 불량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형적인 여건 또

한 구도심의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6) 48개의 정비구역 중 신흥2구역과 숭의1구역이 2017년 1월과 9월에 해제되었고, 12월

에 3개의 정비구역이 추가적으로 해제되어 구도심에는 2018년 4월 기준 총 43개의 정

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점을 2017년으로 설정하고 있

으며, 공 폐가 현황 자료를 비롯하여 모든 통계 및 공간 자료도 2017년 기준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역시 이러한 분석 시점을 고려하여 48개로 보았다.



- 58 -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용도지역지구정보(2017), 지자체 공‧폐가 관리 자료(2017)

<그림 3-6> 용도지역 및 공‧폐가 분포 현황

자료: 국립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2017), 지자체 공‧폐가 관리 자료(2017)

<그림 3-7> 정비구역 위치 및 공‧폐가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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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폐가의 공간 분포 패턴 변화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구도심의 공 폐가의 분포 패턴 변화를 파악하

기 위해 2014년과 2017년의 공 폐가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공 폐가

분포의 시 공간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 폐가 발생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여러 시점의 분포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두 시점의 공 폐가 분포만을 보고 공 폐가 발생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2014년을 비교 시점으로 선정한 것은 공 폐가 발생의 경향과 함

께 2014년부터 시행된 폐 공가 관리사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2014년과 2017년의 공 폐가 수는 각각 1,092호와 1,090호로 두 시점의

공 폐가 수는 거의 동일하다(표 3-5 참조). 2017년과 마찬가지로 2014년

에도 동구의 공 폐가가 547호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와 남구에 각각 159

호, 386호의 공 폐가가 분포하였다. 공 폐가의 분포 패턴을 보면 두 시점

의 공 폐가 분포는 비교적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그림 3-8 참조).

다만 공 폐가의 총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년간 72호가 감소한 남구는

지역 전체에서 공 폐가가 감소하였고, 78호가 증가한 동구는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공 폐가가 크게 늘어 공간적으로 더욱 집중된 형태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과 2017년의 공 폐가 자료를 토대로 2014년 당

시의 공 폐가 중 2017년까지 조치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공 폐가와 조치된

공 폐가17), 2014년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공 폐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

다. 2014년에 존재하였던 1,092호의 공 폐가 중 547호(50.1%)는 2017년에

도 지자체의 공 폐가 목록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545호(49.9%)는 정비사

업을 통해 철거되거나 수리 또는 폐쇄되어 제외된 것으로 파악된다(표

3-6 참조). 동구 만석동의 괭이부리마을 정비구역에 속한 31호의 공 폐

가와 남구 용현동의 용마루 정비구역에 속한 76호의 공 폐가는 정비사업

이 진행됨에 따라 모두 철거되었으며, 중구 동인천동과 남구 주안2 4동

의 재정비촉진지구, 중구 인천여상주변 정비구역에 속한 공 폐가 일부도

17) 본문에서 언급하는 조치된 공 폐가란 지자체에서 수행한 사업에 의해 철거나 수리

작업이 완료된 공 폐가, 소유주에 의해 철거되거나 재활용된 공 폐가, 물리적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안전을 위해 폐쇄된 공 폐가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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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되었다. 그 외에도 지자체에서 공 폐가 관리사업에 의해 주택을 철

거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안전을 위해 폐쇄하고, 소유자가 직접 공

폐가를 철거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활용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중구에서 100호 이상, 동구와 남구에서 각각 200호 이상의 문

제 공 폐가가 감소되었다.

구분 합계(호) 중구(호) 동구(호) 남구(호)

2014 1,092 159 547 386

2017 1,090 147 629 314

자료: 지자체 공‧폐가 관리 자료(2014, 2017)

주) 지자체 제공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중복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 수정함.

<표 3-5> 2014년과 2017년의 구도심 공‧폐가 수

(가) 2014년 (나) 2017년

자료: 지자체 공‧폐가 관리 자료(2014, 2017)

<그림 3-8> 2014년과 2017년의 공‧폐가 분포 비교

구분 합계(호) 중구(호) 동구(호) 남구(호)

조치된 공‧폐가 545 103 231 211

유지된 공‧폐가 547 56 316 175

신규 공‧폐가 543 91 313 139

정비구역* 369 51 224 94

일반지역 174 40 89 45

자료: 지자체 공‧폐가 관리 자료(2014, 2017)

주 1) 조치된 공‧폐가는 지자체 또는 소유주에 의해 철거, 수리, 폐쇄된 공‧폐가를 의미함.

주 2) 정비구역은 2017년 기준의 48개 구역을 기준으로 함.

<표 3-6> 2014년과 2017년의 구도심 공‧폐가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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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구도심에서는 2014～2017년 사이에 500호가 넘는 공 폐가가

감소하였지만, 같은 시기에 비슷한 규모의 공 폐가가 추가로 발생되기도

하였다. 정비구역 내에서만 369호의 공 폐가가 추가되었으며,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도 174호의 공 폐가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특히, 동구에서는

3년간 조치된 공 폐가보다도 더욱 많은 공 폐가가 추가되었다. 이는 지

자체에서 정비사업과 공 폐가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구도심의

공 폐가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정비구역의 경우 정

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공 폐가 문제가 해소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지만, 구도심 내 대부분의 정비구역에서 주민 간의 갈등

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역의 주거환

경이 더욱 악화되고 공 폐가 발생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에

서 지속적으로 공 폐가를 정비하고 있지만 인근에서 또 다른 공 폐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책이 요구된다(그림 3-9 참조).

자료: 지자체 공‧폐가 관리 자료(2014, 2017)

<그림 3-9> 조치된 공‧폐가와 새로 발생한 공‧폐가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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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폐가의 밀집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구도심의 공 폐가 밀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격자로 구획된 구역별로 공 폐가의 밀도를 분석하였다. 격자 단위를 활

용한 밀도 분석은 동일 면적 내에 분포하는 공 폐가 수를 쉽게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구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150m×

150m 규모의 격자를 구획하면 총 2,343개의 구역이 형성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단독주택 공 폐가이므로 단독주택18)이 존재하는

954개 구역만 추출하여 공 폐가 밀도를 살펴보았다.

공 폐가는 954개의 구역 중 244개의 구역(약 25.6%)에만 분포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이 중 공 폐가가 3호 이상 분포하는 구역은 95개로 전체

의 약 9.9% 정도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공 폐가의 공간적 집

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구역 내 단독주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공

폐가의 수만을 산정하여 보았다. 이는 면적 대비 공 폐가의 수를 비교함

으로써 특정 근린 안에 얼마나 많은 공 폐가가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는

지를 보기 위함이다. 각 구역 내 공 폐가의 수는 0호에서 최고 44호로

집계된다(표 3-7 참조). 특정 구역에 많은 수의 공 폐가가 분포하고 있

어 공 폐가가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구는 공 폐가

수가 가장 많은 송림동을 비롯하여 지역 전체에서 공 폐가의 밀도가 높

게 나타나고, 중구는 송월동과 신흥동의 특정 구역에서 공 폐가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10 참조). 남구의 경우 숭의동과 용현동

부근, 도화동과 학익동의 특정 구역에 공 폐가가 조금씩 분포하고 있지

만 그 외에는 공 폐가가 분포하는 구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동구와 남구의 경계에 위치한 송림3 5동과 송림6동, 숭의1 3동 일

부에서는 구역 당 21호 이상, 최고 44호의 공 폐가가 분포하며 매우 높

은 공간적 밀집 수준을 보이고 있다.

18) 인천시 구도심에는 미승인 단독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상에

는 미승인 단독주택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단독주택 분포를 제대

로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건축물대장 대신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의 건축물 자료

를 활용하여 격자별 단독주택 수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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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954개의 구역에는 단독주택이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한다. 구역

별로 단독주택 분포 수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단독주택 공

폐가 비율을 산정하여 공 폐가 문제가 심각한 근린을 파악할 수 있다.

구역별 공 폐가 비율을 지도화 한 <그림 3-11>을 살펴보면 동구의 경

우 지역 전체의 공 폐가 발생량이 높은 만큼 공 폐가 비율이 10%를 넘

는 구역이 곳곳에 분포한다. 인천항에 근접한 만석동과 화수 화평동의

특정 구역은 공 폐가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구는

동인천동과 신흥동에 위치한 일부 구역에서만 공 폐가 비율이 10% 이상

으로 높게 나타나며, 남구의 경우에도 숭의동과 도화동, 용현동 부근의

특정 구역을 제외하고는 공 폐가 비율이 5% 이하로 낮게 나타난다. 여

기서 용현5동에 속한 3개의 구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개발이

예정된 곳으로서 환경적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유독 공 폐가 비

율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구역별 공 폐가 수와 공 폐가 비율을 살펴보

면 구도심 내에서도 특정 구역에서 공 폐가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 폐가가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발생함을 보여주는 동

시에, 행정동 내에서도 소규모의 구역별로 밀집 수준이 상이할 수 있으

므로 공 폐가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행정구역보다 작은 공간 단위를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행정구역
공‧폐가 발생량에 따른 구역 수 (호)

합계 0 1-2 3-5 6-10 11-20 21-44

합계 954 710 150 45 23 17 9

중구 147 98 32 10 6 1 0

동구 124 39 34 20 14 12 5

송림3·5동 18 5 6 3 0 2 2

송림6동 12 6 2 1 0 0 3

남구 683 573 84 15 3 4 4

용현5동 32 30 1 0 0 0 1

숭의1·3동 35 17 11 0 2 2 3

<표� 3-7>� 행정구역별�공‧폐가�밀집�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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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자체 공‧폐가 관리 자료(2017)

<그림 3-10> 구도심의 구역별 단독주택 공‧폐가 수

자료: 지자체 공‧폐가 관리 자료(2017)

<그림 3-11> 구도심의 구역별 단독주택 공‧폐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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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폐가 발생의 공간적 집중 현상은 2014년과 2017년의 구역별 공 폐

가 수를 비교하여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그림 3-12 참조). 정확

한 비교를 위하여 2014년의 공 폐가 중 조치된 경우는 제외하고 공 폐가

밀집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두 시점의 공 폐가 밀도를 비교하여 보

면, 기존 공 폐가 주변으로 신규 공 폐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특정 구

역의 공 폐가 밀도가 더욱 높아지고 공 폐가 발생의 공간적 집중이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 폐가의 분포 범위가 넓어지는 현상도 함께 발

생하고 있다. 이처럼 구도심에서는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공 폐가의 발

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공 폐가 발생이 주변 구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 폐가가 특정 공간에 집중되어 분포한다는 것은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 공 폐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 2014년(조치된 공‧폐가 제외) (나) 2017년

자료: 지자체 공‧폐가 관리 자료(2014, 2017)

<그림 3-12> 2014년과 2017년의 구역별 공‧폐가 수 비교

3. 공 폐가 밀집구역의 근린환경 특성 분석

1) 공 폐가 밀집구역의 추출

인천시 구도심에서는 노후 불량한 환경과 외곽 신시가지 개발이 원인

이 되어 1990년대 이후 공 폐가 발생이 증가하여 왔다. 동구와 중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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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역 전체에 걸쳐 공 폐가가 분포하고 있으며, 구역별로 공 폐가의

밀집 수준을 살펴본 결과 동구와 남구에 위치한 특정 구역에서 공 폐가

밀집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가 특정 구

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공 폐가가 밀

집한 구역의 근린환경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근린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들의 가용

성을 고려하여 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재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885개의

구역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19) 이후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밀집

구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 폐가가 밀집되어 있는 격자 구역을 추

출하였다. 구역별 공 폐가 밀집 수준을 고려하여 공 폐가가 밀집한 근린

의 특성이 충분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역 내 공 폐가 수가 3호 이상

(전체 구역의 10.5%)이면서 공 폐가 비율이 10% 이상(전체 구역의

6.3%)인 구역을 공 폐가 밀집구역으로 보았다(그림 3-13 참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분석 대상 구역 885개 중 약 5.2%, 공 폐가가 존재하는

구역 241개 중 약 19.1%에 해당하는 46개의 구역이 공 폐가 밀집구역으

로 추출된다(그림 3-14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공 폐가 밀집

수준이 상위 20%인 구역을 추출하고 근린환경 특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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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구역별 공‧폐가 밀집 수준

19) 본 연구에서는 주택 노후도, 주택 부지의 규모와 접도의 불량함 등 근린의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정보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자료에는 주택 및 부지 정보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가 존재한다. 근린 특성의

비교가 가능한 구역을 추출한 결과 885개 구역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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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분석 공간 범위 및 공‧폐가 밀집구역 추출

본 연구에서는 구도심 885개 구역과 공 폐가가 존재하는 241개 구역,

공 폐가가 밀집한 46개 구역의 근린환경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공 폐가

밀집구역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밀집구역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

경제적 특성을 차례로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린의 물리적 취약성과

사회 경제적 취약성이 공 폐가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2) 공 폐가 밀집구역의 물리적 특성

주택 건축물 및 부지의 불량함과 근린환경의 열악함은 공 폐가 발생

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인천시 구도심은 물리적으로 낙후되었고 사회

경제적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공 폐가가 밀집한 동구와 중구, 남

구의 숭의동과 용현동 부근은 1900년대 초부터 주거지가 형성된 곳으로

구도심 내에서도 물리적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후 불량

한 물리적 환경은 공 폐가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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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밀집구역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역별

노후주택 비율, 과소필지 비율, 부정형필지 비율, 불량접도필지 비율, 폭

4m 미만 도로율 지표를 활용하였다(표 3-8 참조). 이러한 지표들은 근린

의 물리적 환경을 파악할 때 자주 활용된다.

먼저, 노후주택 비율 지표를 보면 구도심 전체의 노후주택 비율이

70.6%, 공 폐가 밀집구역의 노후주택 비율이 78.0%로 나타난다(표 3-9

참조). 구도심의 단독주택들은 대부분 1990년 이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후주택이 고르게 분포한다. 그러나 공 폐가 밀집구역의 노

후주택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므로 밀집구역 내 주택의 노후 정도가

조금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과소필지 비율 지표를 보면, 공

폐가 밀집구역의 과소필지 비율은 69.2%로 역시 구도심 전체의 37.9%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값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공 폐가 밀집구역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부지가 많은 환경임을 알 수 있다. 공 폐가가 존재하

는 241개 구역을 대상으로 집계한 과소필지 비율도 55.7%로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필지 규모가 공 폐가의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

다. 한편, 공 폐가 밀집구역은 부정형 필지 비율이 16.6%, 불량접도 필지

비율이 37.9%로 구도심 전체나 공 폐가가 존재하는 다른 구역에 비해서

부지의 형태와 접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토지의 최유

효이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공 폐가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량 접근 편의성과 관련된 폭

4m 미만의 도로율 역시 공 폐가 밀집구역에서 47.5%로 다소 높게 나타

난다. 공 폐가가 밀집구역의 경우 다른 구역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

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 통행이 어려운 환경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공 폐가 밀집구역의 물리적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공 폐가는 노후한 주택들이 다수 분포하고, 면적이 작고 부정형인 부지

가 많으며, 도로 상황이 열악하여 차량 진입이 어려운 구역에 밀집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근린의 물리적 취약성이 공

폐가의 발생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의 쇠퇴가 더욱 심화된

다면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구역을 중심으로 공 폐가 발생이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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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 폐가 발생의

정확한 촉발 요인을 분석하고, 공 폐가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을 선

별하여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구역의 경우 거주 수요가 낮아 공 폐가의

재활용이나 신규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구역의 근린환경을 개선함

으로써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특성 지표 산출 방법

노후주택 비율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수 / 총 단독주택 수 × 100

과소필지 비율 지목 대지인 90㎡ 이하 필지 수 / 총 대지 필지 수 × 100

부정형필지 비율 지목 대지인 부정형 필지 수 / 총 대지 필지 수 × 100

불량접도 필지 비율 지목 대지인 차량 진입 불가 필지 수 / 총 대지 필지 수 × 100

폭 4m 미만 도로율 폭 4m 미만 도로 연장 / 총 도로 연장 × 100

<표 3-8> 공‧폐가 밀집구역의 물리적 특성 파악을 위한 지표

특성 지표
구도심

전체

공‧폐가 

존재 구역

공‧폐가 

밀집구역

주택 특성 노후주택 비율(%) 70.6 70.6 78.0

부지 특성

과소필지 비율(%) 37.9 55.7 69.2

부정형 필지 비율(%) 10.4 14.4 16.6

불량접도 필지 비율(%) 22.3 28.3 37.9

폭 4m 미만 도로율(%) 34.1 40.5 47.5

자료: 도로명주소 전자지도(2017), 건축물대장(2017),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정보(2017)

<표 3-9> 공‧폐가 밀집구역의 물리적 특성

3) 공 폐가 밀집구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

취약한 사회적 여건은 공 폐가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

로 지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밀집구역의 사회적 특성을 살

펴보기 위해 구역별 노인인구 비율 지표를 활용하였다. 또한, 독거노인가

구 비율과 중졸이하 인구 비율을 행정동 수준에서 살펴봄으로써 공 폐가

가 밀집하여 분포하는 지역의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독거노

인가구 비율은 지역의 사회적 취약성을 보여주며, 학력 수준은 거주민의

소득 수준을 대리하는 지표로서 활용된다. 먼저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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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 폐가 밀집구역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21.9%로 구도심 전체

15.1%보다 6% 이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 3-10 참조). 구도심

자체도 인천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

지만, 공 폐가 밀집구역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더욱 집중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인구만으로는 사회적 취약성을 정확히 파

악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동 수준의 독거노인 가구 비율과 중졸이하 인

구 비율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중구 북성동과 동

인천동, 동구 송현동과 송림동 부근에서 높게 나타나며, 중졸이하 인구

비율은 동구 송현동과 송림동, 남구 숭의동 부근에서 높게 나타난다(그

림 3-15 참조). 해당 지역은 공 폐가 발생량이 많은 지역이다. 분석 범위

가 넓어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행정동 수준에서 공 폐가

비율과 독거노인 가구 비율, 중졸이하 인구 비율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

과 상관계수가 0.43, 0.49로 도출되어 지역의 사회적 취약성이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노인인구가 많고 저소득층

이 많이 거주하는 구역에서는 주택의 유지관리 및 주거 환경의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후 불량한 주택이 증가하여 공 폐가의 발

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다수 거

주하는 구역에서는 노인이 사망한 후 주택에 거주하거나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택이 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공 폐가 밀집구역은 사회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취약

한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 소유주는 거주 구역의 경제

적 여건이 취약하고 수요가 적어 주택을 관리하는 것에 따른 이익이 적

은 경우에 방치를 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밀집구역의 경제적 취

약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자료를 활용하였다.

토지와 주택의 가격은 근린의 경제적 여건과 개발 잠재성을 보여주는 대

표적인 지표이다. 공 폐가 밀집구역의 경우 주택 부지의 평균 개별공시

지가가 1㎡ 당 약 99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구도심 전체의

평균 공시지가인 약 109만 원에 비해 약 10만 원 정도 낮은 수치이다(표

3-10 참조). 밀집구역의 공시지가가 낮은 것은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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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시지가의 산정은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 외

에도 부지의 규모와 형태, 접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물리

적 여건이 불량하다면 공시지가는 낮아진다. 한편, 공 폐가가 밀집구역의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약 7.4천만 원 정도로 구도심 전체의 평균 개별주

택가격 11.7천만 원과 비교하였을 때 약 0.6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규모, 구조, 노후도 등 건축물과 부지의 상태에

기반하여 산정되므로 공 폐가 밀집구역의 개별주택가격이 낮다는 것은

해당 구역의 건축물 및 부지 상태가 상대적으로 매우 노후하고 불량함을

의미한다. 즉, 공 폐가 밀집구역은 물리적 환경이 낙후되어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 취약성은 구역 내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고 주택시장의 활기를 저하시켜 구역의 쇠퇴와 공

폐가 발생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성 지표
구도심

전체

공‧폐가

존재 구역

공‧폐가

밀집구역

사회적 특성 노인인구 비율(%) 15.1 18.8 21.9

경제적 특성
평균 개별공시지가(만원/㎡) 109.1 100.5 98.6

평균 개별주택가격(만원/호) 11,652.1 9,104.0 7,417.8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개별공시지가 공간정보(2016), 개별주택가격 공간정보(2016)

주)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단독주택이 위치한 부지만을 선별하여 산정함.

<표 3-10> 공‧폐가 밀집구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 독거노인 가구 비율 (나) 중졸이하 인구 비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지자체 통계연보(2015)

<그림 3-15> 행정동별 독거노인 가구 비율과 중졸이하 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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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먼저 인천시 구도심의 쇠퇴 과정을 살펴보고 공 폐가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고찰하였다. 이후 공 폐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

펴보고, 공 폐가의 구역별 밀집 수준을 파악하였다. 또한, 공 폐가 밀집

구역을 추출하고,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공 폐가 발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인천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지만, 과거 시의 성장을 이끌

었던 구도심은 노후 불량한 환경과 외곽 신시가지의 개발이 원인이 되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주거환경의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

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

경의 열악함이 원인이 되어 공 폐가가 급증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구도

심에 1,090호의 단독주택 공 폐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 폐가는 인천항에 인접한 동구와 중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경

인철도 주변 노후주거지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 폐가의 약 66.2%

는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동구의 정비구역 내에 상당수의

공 폐가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역별 공 폐가 밀집 수준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존재하는 954개의 구역 중 25.6%에 공 폐가가 분

포하며, 동구와 남구의 경계에 위치한 일부 구역의 경우 21호 이상의 공

폐가가 밀집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과 2017년의 공 폐가 분포 패턴

을 비교하면 공간적 집중의 경향은 지난 3년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

난다. 이렇듯 공 폐가는 구도심에서도 특정 구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

는 곧 해당 구역의 환경적 특성이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

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 폐가 발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 폐가가 밀집한 구역의 근린환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의 밀집 수준을 고려하여 공 폐가 밀집구역을

추출하고 근린환경 특성을 살펴보았다. 공 폐가 밀집구역은 물리적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구도심의 다른 구역보다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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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비율이 높고, 과소필지와 부정형 필지 및 불량접도 필지 비율이 높

아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거주 비

율이 높고, 토지와 주택 가격이 낮아 사회경제적으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하자면 공 폐가 밀집구역은 건축물 및 부지 특성이 노후

하고 불량하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적고, 지가와 주택 가격이 낮다. 주민

다수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 떠났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의 열악함은 기존 주택의 활용이나 신규 개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므로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의 유지관

리와 환경 개선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낮은 토지 및

주택 가격은 개발 잠재성이 저조함을 의미하므로 근린의 사회경제적 취

약성 역시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

지 않는 한 공 폐가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

폐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공 폐가의 정비와 더불어 근린환

경의 개선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요인이 공 폐가 발생을 촉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 폐가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구역을 선별

하여 환경적 취약성을 개선함으로써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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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 폐가 발생 촉발 요인 및 위험구역 분석

1.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 분석

1) 분석 모형 구축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촉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적절한 분

석 모형을 설정하고, 타당한 변수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

연구들의 경우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각 요

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선형 회귀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모형

을 사용하였다(Bassett et al., 2006; Hillier et al., 2003; Molloy, 2016;

Scafidi et al., 1998; Silverman et al., 2013). 특히, 주택이 방치되어 공

폐가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촉발 요인을 추출하는 경우 대부분의 연구자

들은 이항(공 폐가 여부)의 종속변수를 취하는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하

였다(Hillier et al., 2003; Morckel, 2013; Scafidi et al., 1998). 로지스틱

모형은 이분법 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분석 결과 산출되는 오즈비

를 통해 확률적으로 해석 가능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촉발 요인

지표들과 공 폐가 발생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유리하다.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은 종속변수가 이산형인

경우에 사건의 발생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이다. 종속변수

가 이산형인 경우에는 종속변수의 형태가 불연속적이고, 잔차가 정규분

포를 따라야 한다는 선형모형의 기본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

반적인 선형회귀모형을 사용할 수 없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는 종속

변수의 불연속성 문제를 확률 모형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하며, 확률 모형

의 비선형성 문제는 로짓 연결 함수를 취함으로써 해결한다. 이러한 방

법으로 로짓 변환한 종속변수(log odds)와 설명변수 사이의 선형회귀 식

(1) 을 추정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log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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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개의 관측 대상이 존재할 때,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이항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  는 1일 확률이  , 0일 확률이  인 베르누이 확

률 분포를 따른다. 이 때,  의 값은 식 (2)와 같으며,  는 회귀모형에

상수항과 k개의 설명변수 가 존재할 때 관측 대상이 가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진다. 여기서      ⋯   를 의미하며,  는

절편에 해당하고  이하는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 계수이다.

    
  



 





(2)

그러나 공 폐가의 발생은 일반적인 기댓값 0.5에서 크게 편향되어 분

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분석 대상지 내에서 공 폐가의 실제 발생 확률은

단독주택 건축물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3.5%로 작은 편이기에 발

생이 드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20) 이 경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

률이 발생할 확률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다면 추정치가 과소평가 되어 편향된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추정치의 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의 관측 빈도가 낮을

때 변수 간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희귀사건 로지스틱 모형(rare event

logistic regression model; Relogit model, 이하 리로짓 모형)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사건의 발생이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은 사회과학에서 매우 흔하게 관

찰되어 왔으나, 희귀한 사건은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 추

정 시 편향이 일어나는 오류를 유도할 수 있어 설명이 어렵고 예측이 어

렵다는 이유로 쉽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King and Zeng, 2001: 138).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King and Zeng(2001)은 발생이 드문 사건의

20)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 공 폐가 중에서도 근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불량한

공 폐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의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파악하였다.

즉, 여기서 말하는 공 폐가 발생 확률 3.5%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공 폐가

발생 비율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지자체에 의해 파악되지 못한 공 폐가나 상태가

양호한 공 폐가까지 포함한다면 공 폐가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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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을 유효하게 추정하기 위해 사건 발생을 조정함으로써 추정 값을 수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리로짓 모형으로 구현하였다. 리로짓 모

형에서 사건 조정(case-control)을 통해 추정량을 수정하는 방법은 독립

변수의 계수 기울기는 거의 편향되지 않으면서 상수항만 유의하게 편향

되게 함으로써 정확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21)

사건 조정을 통한 추정 값의 수정 방법에는 절편인 β0를 수정하고 계

수를 추정하는 선행적 수정(prior correction) 방법과 가중치를 적용

(weighting)하여 추정 값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관측 자료를 통

해 실제로 사건이 발생될 확률을 알 수 있다면 절편을 수정하여 추정 값

을 계산하는 선행적 수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수

정된 절편 는 다음의 식 (3)과 같아진다.  는 실제 발생한 사건의 비

율이며,  는 표본에서의 사건 비율,  는 수정되지 않은 절편이다.

 
  ln





 

 



 (3)

추정 값의 수정을 위해 가중치가 적용된 로지스틱 회귀를 수행하는

또 다른 방법에서는 식 (4)와 같이 가중치  벡터를 산정한다. 이 때,

 은 종속변수가 1로 관측된 경우의 가중치이며,  은 0으로 관측된

경우의 가중치이다.

  


,  



    (4)

또한, 리로짓 모형에서는 희귀 사건의 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

수 의 추정치를 편향 조정한다.  가 수정되지 않은 계수이고, bias()

21) 종속변수가 불균형하게 분포할 때 전체 자료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라면 설명변수

의 계수 추정 시 편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상수항의 값이 왜곡되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 확률을 실제보다 축소하게 된다(김준석 전충원, 2014: 174). 리로짓 모형에서 사

건 조정을 통해 설명변수 계수 기울기의 편향은 거의 없이 상수항만을 유의하게 편향

시켜 추정 값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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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향된 항이라면 수정된 계수  는 다음의 식 (5)와 같이 구할 수 있

다. 여기서   
  이며,  는    ′ ′의

대각 원소이고,   이다.

     

    ′ ′ (5)

본 연구에서는 희귀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분석하고 영향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리로짓 모형을 활용

한다. 실제 단독주택 공 폐가 자료를 통해 공 폐가의 발생 확률을 산정

할 수 있으므로 사건 조정 방법 중 절편을 수정하여 계수 추정 값을 수

정하는 선행적 수정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최우도 추정을 통해 추정치를 산정하는 것과 달리 희귀사

건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는 표본 추출 기법을 활용하여 편향된 추정치

를 산정하므로 로그우도 값과 Pseudo R2을 산출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

는다(심재헌 김의준, 2012: 45). 본 연구에서 리로짓 모형의 추정은 통계

프로그램인 R의 Zelig 패키지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추정 결과의 해석

은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해석과 동일하다.

2) 변수 선정 및 자료 구축

(1)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촉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단독주택 공 폐가 여부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즉, 분석 대상인

단독주택 건축물 중 공 폐가인 경우는 1, 공 폐가가 아닌 경우는 0으로

분류하였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적 요인들과 3장에서 공 폐가의 밀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특성들을 고려하되, 개별 건축물 또는 150m×150m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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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서 가용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단독주택 건축물 및 부

지 특성과 구역 단위의 근린환경 특성 변수들을 각각 선정하였으며, 근

린환경 특성 변수는 인구사회 특성, 시장경제 특성, 법제도 및 정책적 특

성, 물리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변수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단독주택의 건축물 및 부지 특성으로는 과소필지 여부, 부정형필지 여

부, 주택의 접도 불량 여부, 주택의 도로근접 수준을 선정하였다. 주택

부지의 규모 및 형상, 접도 상태는 주택의 활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이다. 만약 주택 부지가 작고 형상이 고르지 않아 충분한 활용이 어렵

거나, 차량 통행이 불가하여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주택은 공 폐

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주택이나 부지 그 자체의 여건 외에 근린의 물리적인 여건 역시

공 폐가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건축물 자

체의 특성 외에도 근린환경이 공 폐가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왔다(Accordino and Johnson, 2000; Morckel, 2013). 근린 수준에서

는 먼저 인구사회 특성 변수로 노인인구 비율을 선정하였다. 이는 노인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쇠퇴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신체적 경제적 능력의 한계로 주택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수

록 공 폐가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노인인구

비율 외에도 주민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어주는 지표로 자주 활

용되는 독거노인 가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중졸 이하 인구 비율

등을 함께 활용하려 하였으나 노인인구 비율과의 상관관계가 0.7 이상으

로 높게 나타나며22), 해당 자료들이 행정동 수준에서 제공된다는 점 때

문에 분석에서는 구역별 노인인구 비율만 사용하였다. 인구변화율이나

가구변화율 역시 구역별 집계가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근린환경 특성 중 시장경제 특성 변수로는 개별공시지가 중위 값과

지가변화율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근린의 매력도 및 주택 수요를 대리하

는 지표이다. 주택이나 지역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22) 노인인구 비율, 독거노인 가구 비율, 중졸이하 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행정동 수준에서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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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판단되면 소비자들은 주택의 구매와 임대 선택을 피하게 되고,

소유주는 잠재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유지 관리하기보다 방치

하는 것을 선택한다(Mallach, 2006: 5; Nachbaur, 1971: 321). 주택 부지

의 공시지가가 높고, 지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곧 주택이 속한 근린의 환

경이 비교적 쾌적하여 수요가 존재하고 개발 잠재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주택이 방치되어 공 폐가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법제도 및 정책적 특성 변수로는 정비구역 여부를 선정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은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기반시

설이 부족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되므로 그 자체로도 주거환경의 열악함

을 대변하여 준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을 공 폐가 발생의 주요 요인으

로 언급하는 것은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행위 제한과 개별적인 환경 개

선 활동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쇠퇴가 더욱 심

화되고 공 폐가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임유경 임

현성, 2012: 64). 대상지 내에는 2017년에 해제된 5개의 정비구역을 포함

하여 최근까지 총 48개의 정비구역이 존재하였고, 그 이전에 해제된 정

비구역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다. 3장의 공 폐가 분포 현황 부

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 폐가는 정비구역에 더욱 밀집하여 발생하는 경

향을 보이므로 주택이 정비구역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공 폐가로의 전환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비구역의 경우 구역의

경계가 격자 형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이 정비구역에 속하는지

의 여부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물리적 특성 변수로는 노후주택 비율과 폭 4m 미만 도로율, 경사도

중위 값을 선정하였다. 건축된 지 오래된 노후주택이 다수 분포하거나

도로 폭이 좁아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근린의 매력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주택의 유지 관리를 중단

하고 해당 근린에서 거주하는 것을 포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지형

적 조건 또한 주택 활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높은 경사로 인해 주택

으로의 접근이 어렵다면 해당 주택의 활용성이 낮게 평가되어 공 폐가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노후주택 비율과 폭 4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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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율, 경사도 중위 값은 공 폐가 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또한, 공 폐가의 영향력과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인근

75m 이내의 공 폐가 유무도 변수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

폐가는 그 자체로 쇠퇴의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공 폐가를 야기하며

(Accrodino and Johnson, 2003: 302), 인근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손은정 외, 2015; 한수경, 2016). 본 연구에서는 150m×150m 로 구획된

구역의 규모에 맞춰 주택의 반경 75m를 인근으로 정의하였다. 인근에

공 폐가가 존재한다면 주택이 방치되어 공 폐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증가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발생의 주요 촉발 요인으로 언급되는 건

축물의 노후 수준이나 구조적 불량 상태를 변수로 선정하지는 못하였다.

건축물의 노후 수준과 구조적 특성은 건축물대장의 건축년도 정보를 통

해 알 수 있지만 인천시 구도심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미

승인 무허가 주택들이 다수 존재하며, 공 폐가의 일부도 이에 속하기 때

문에 건축년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한다. 또한,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년도가

누락된 경우가 많아 건축물의 노후 수준과 구조적 특성을 변수로 고려하

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노후 수준은 공 폐가 발생에 가장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이를 배제할 수 없어 건축물대장에 존재하

는 건축물의 정보를 토대로 구역별 노후주택 비율을 산정하여 근린환경

특성 변수로 활용하였다. 한편,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의 경

우에도 대부분 노후 불량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건축물의 변형 및 활용

에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공 폐가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허가 주택에 대한 자료 구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 주택 중 어느 주택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인지 판별할 수

없어 단독주택의 무허가 여부를 변수로 선정하지 못하였다. 이 외에도

근린의 물리적 특성 변수로서 흔히 사용되는 과소필지 비율, 불량접도

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주택 수준의 부지 특성과 영향이 중복되며,

개별공시지가와도 공선성을 가지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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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선정된 지표들은 <표 4-1>과 같으며,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와 분석 결과 도출 시 예상되는 부호는 아래의 <표 4-2>와 같다.

구분 변수 단위 내용 자료

종속변수
공‧폐가 

여부
더미 1: 공‧폐가,  0: 공‧폐가 아님

지자체 

공‧폐가 

자료 (2017)

주

택

특

성

건축물 및 

부지

특성

과소필지 더미
1: 필지 면적 90㎡ 이하

0: 필지 면적 90㎡ 초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정보

(2017)

부정형 

필지
더미

1: 부정형의 필지

0: 부정형이 아닌 필지

불량접도

주택
더미

1: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함

0: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함

도로근접 m
단독주택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4m 이상 도로까지의 거리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2017)

근

린

환

경

특

성

인구사회

특성

노인인구

비율
%

2015 65세 이상 인구 / 2015 인구 x 

100

인구총조사

(2015)

시장경제

특성

공시지가 - ln (지목 대지 개별공시지가 중위 값)
개별공시지가

(2014, 2017)지가변화율 %
2014～2017년 개별공시지가 중위 값 

변화율

법제도 및 

정책적 

특성

정비구역

여부
더미

1: 정비구역에 속함

0: 정비구역에 속하지 않음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2017)

물리적

특성

노후주택

비율
%

건축 된지 31년 이상 된 단독주택 수 

/ 전체 단독주택 수 x 100

건축물대장

(2017)

폭 4m 

미만 

도로율

%
폭 4m 미만 도로 연장 / 전체 도로 

연장  x 100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2017)

경사도 ° 경사도 중위수
수치지형도

(2017)

공‧폐가

유무
더미

1: 반경 75m 이내에 공‧폐가 존재

0: 반경 75m 이내에 공‧폐가 없음

지자체 

공‧폐가 

자료 (2017)

주) 근린환경 특성 중 노인인구 비율, 공시지가, 지가변화율, 노후주택 비율, 경사도는 격자 당 

수치를 계산한 것임.

<표 4-1> 분석 모형에 투입된 변수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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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기술통계 결과 예상 부호

범주형 변수 0 1 ‧

종속변수 공‧폐가 여부 32,820 1,177 ‧

주택 특성

과소필지 24,649 9,348 +

부정형 필지 30,798 3,199 +

불량접도 주택 23,107 10,890 +

근린환경 

특성

정비구역 여부 22,985 11,012 +

공‧폐가 유무 20,181 13,816 +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

주택 특성 도로근접 18.97 12.85 1.83 202.90 +

근린환경 

특성

노인인구 비율 19.14 5.33 0.69 45.56 +

공시지가 13.83 0.21 12.68 15.07 -

지가변화율 6.57 4.83 -64.31 63.61 -

노후주택 비율 70.62 21.07 0.00 100.00 +

폭 4m 미만 도로율 38.75 18.92 0.00 100.00 +

경사도 3.66 3.18 0.00 19.06 +

<표 4-2>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 및 예상 부호

(2) 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주택 및 근린 수준에서

추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개별 단독주택 수

준에서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을 수행하여 공 폐가 발생에 대한 건축물

및 부지 특성의 영향을 파악하고, 동시에 단독주택이 속한 근린의 인구

사회 시장경제 법제도 및 정책 물리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

에 150m×150m 규모의 구역을 분석의 공간 단위로 하고 근린 수준의 촉

발 요인 지표들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주택과 근린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도록 구축하였다.

건축물 및 부지, 근린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는 도로명주소 전자

지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정보, 건축물대장, 연속지적도, 수치지형도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인구사회 특성 관련 정보는 인구총조사

자료, 시장경제 특성 관련 정보는 개별공시지가 자료, 법제도 및 정책 특

정 관련 정보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도시계획사업구역에 대한

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표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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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분석 자료 구축 및 분석 대상 단독주택 추출 과정

본 연구 분석에 활용되는 단독주택 건축물 및 부지 수준의 자료들은

<그림 4-1>과 같은 방법에 의해 구축되었다.

가장 먼저 GIS상에서 토지고유번호인 PNU코드를 기준으로 도로명주

소 전자지도의 건축물 정보와 건축물대장 정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정보를 서로 연계하여 단독주택 건축물과 부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

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한 공 폐가 관리 자료를 참고하여 공

폐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도로명주소 전자

지도 상에서 단독주택 용도로 분류된 건축물 총 34,341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나 34,341호의 단독주택 중 일부는 건축물 및 부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인천항이

위치한 중구 연안동은 주거 기능이 거의 부재한 지역으로서 근린환경 특

성이 일반적인 주거지역과 상이하고 공 폐가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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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적합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총 33,997호의 단독주택 건축물 및 부지에 대

한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구역 단위로 집계되는 근린환경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 및 부지 특성

정보를 구역 단위로 합산하는 방법을 통해 구축하였다. 도로명주소 건축

물 정보, 건축물대장 정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정보와 같이 주소가

함께 제공되는 자료들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ArcGIS에서 점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데이터의 경우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고,

다양한 공간 범위로의 집계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분석이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또는 부지 정보를 포함한 점 데이터를 구역 단위로

집계함으로써 근린환경 특성 지표들을 구축하였다. 한편, 인구총조사 자

료와 같이 집계구 또는 행정동 수준에서 집계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는 해당 정보를 다른 공간 단위로 변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행

정동별 인구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공간 범위가 큰 탓에 분석 결과

에서 인구사회 특성 요인의 영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할 우려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집계구별 인구 자료를 활

용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각 주택에 인구를 배분하고 구역별로 인구를 재

집계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인구를 추정하였다. 즉, 대상지 내 모든 주택

의 연면적을 산정한 후 집계구별로 주택 면적 1㎡ 당 인구를 계산하여

각 주택의 면적에 맞게 인구를 배분하고, 각 구역별로 주택에 배분된 인

구를 재합산하는 방법을 통해 구역별 인구를 산정하였다.

3) 모형의 추정 결과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도로근접을 제외한 모든 변

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인구 비율과 공시지

가 변수만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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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S.E z value exp(B)

상수항 -2.9279 2.4324 -1.20 0.0535

주

택

특

성

건축물 및 

부지 특성

과소필지 0.5871*** 0.0660 8.90 1.7987

부정형 필지 0.5143*** 0.0790 6.51 1.6724

불량접도 주택 0.7769*** 0.0710 10.94 2.1746

도로근접 0.0012 0.0030 0.39 1.0012

근

린

특

성

인구사회 특성 노인인구 비율 0.0121* 0.0071 1.69 1.0121

시장경제 특성
공시지가 -0.3261* 0.1766 -1.85 0.7217

지가변화율 -0.0274*** 0.0077 -3.56 0.9730

법제도 및 

정책적 특성
정비구역 여부 0.4725*** 0.0727 6.50 1.6041

물리적 특성

노후주택 비율 0.0128*** 0.0018 7.20 1.0128

폭 4m 미만 

도로율
0.0082*** 0.0022 3.82 1.0083

경사도 0.0284*** 0.0092 3.09 1.0288

공‧폐가 유무 2.2999*** 0.1177 19.55 9.9730

AIC 8173

tau 0.0346

주) *** α=0.01, ** α=0.05, * α=0.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표 4-3> 희귀사건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 결과

도출된 추정 계수를 토대로 각 변수들이 공 폐가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독주택의 건축물 및 부지 특성에서 필

지의 규모가 작거나 부정형의 형태이며, 차량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접

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공 폐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필지의 규모와 형상의 영향력은 서로 유사한 수준이며, 접도 불량의

영향은 조금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면적이 90㎡ 이하인 과소필지와

부정형의 필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공 폐가로 전환될

승산이 각각 약 1.80배, 약 1.67배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접

도가 불량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주택에 비해 공 폐가가 될 승

산이 각각 약 2.17배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

부지의 규모가 작아 활용에 적합하지 않고, 부지의 형상이 불규칙하거나

주택으로의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 토지의 최유효이용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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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주택의 활용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공 폐가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

아지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도로와의 근접 수준에 따른

공 폐가 전환 가능성을 보기 위해 선정한 도로근접 변수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인 구도심은 지형적인 특성상 경사지에 위치

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요 도로로부터 직선거리가 가깝더라도 접근이

어렵거나 접도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도로로부터의 거리 자체가

공 폐가 발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 폐가 발생에 대한 근린환경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인

구사회 특성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공 폐가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 내 노인인구 비율이 10% 상승할수록

공 폐가가 발생할 승산은 약 1.13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역

별 노인인구 비율은 평균 약 20% 정도이지만 일부 구역에서는 40%를

넘으며, 이 경우 평균 수치인 20%에 비해 공 폐가가 발생할 승산이 1.27

배 정도 증가한다. 선행연구들에서 노인들은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으로 인해 주택을 유지관리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할 능력이 부족한 것

으로 언급된다. 또한, 노인이 사망한 후에 주택을 활용할 사람이 없어 공

폐가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면 공 폐가의 발

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시장경제 특성을 살펴보면, 구역의 개별공시지가가 높을수

록 공 폐가 발생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 내에서

공시지가 중위 값이 가장 높은 근린에 위치한 주택은 공시지가 중위 값

이 가장 낮은 구역의 주택과 비교하였을 때 공 폐가로 전환될 승산이 약

0.45배 낮다. 마찬가지로 지가변화율 변수의 계수 역시 음의 값으로 산정

되어 구역의 지가가 상승하면 공 폐가 발생 확률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구역의 지가가 3년간 10% 상승한 경우 주택이 공 폐가로 전환될 승산은

약 0.76배 낮아진다. 공시지가는 해당 부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가 높다는 것은 근린환경이 비교

적 우수하고 개발 잠재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소유주는 경

제적 이익을 위하여 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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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법제도 및 정책적 특성 요인인 정비구역 지표의 영향을 보

면, 정비구역에 속하는 주택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공 폐가로 전

환될 승산이 1.6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구역에 해당한다는 것은

근린환경의 물리적 열악함을 대변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주택의 물리적 개선에 제한이 가해짐을 의미하므로 공 폐가 발생의 가능

성을 높인다고 풀이할 수 있다. 특히, 대상지인 인천시 구도심의 경우 오

랜 시간 사업이 지연된 정비구역이 많기 때문에 정비구역의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지역

쇠퇴로 인한 공 폐가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가 해소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근린환경 특성 중 물리적 특성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노후주택이 많고 폭 4m 미만인 협소한 도로의 비중이 높으며, 경사도가

높은 경우에 공 폐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

의 노후주택 비율이 10% 상승할수록 공 폐가가 발생할 승산은 약 1.14

배씩 높아지고, 폭 4m 미만의 도로율이 10% 상승할수록 공 폐가 발생

승산은 약 1.09배씩 높아진다. 또한, 구역의 경사도 중위 값이 1° 높아질

수록 공 폐가의 발생 승산은 약 1.02배씩 상승한다. 근린의 건축물과 기

반시설이 노후 불량하여 주거 환경의 매력도가 감소한다면 사람들은 거

주를 꺼리게 된다.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사가 높아 주택으로의 접

근성이 낮은 경우에도 사람들의 선호가 감소할 수 있다. 이는 근린의 물

리적 환경이 열악하여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성

이 공 폐가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분석 결과

인근에 공 폐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공 폐가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반경 75m 이내에 공 폐가가 존재하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공 폐가로 전환될 승산이 약 9.97배 상

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까운 거리에 공 폐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공 폐가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

다. 이는 공 폐가가 인근 주택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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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폐가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 폐가의 발생이 주변으

로 확산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발생한 공 폐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

고, 공 폐가 발생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인근에 공 폐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근린이 쇠퇴되

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근린환경 특성이 공 폐가 발생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공 폐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자체

의 노후 불량함은 물론 근린환경의 열악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근린환경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공 폐

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기존 공 폐가를

적절히 관리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분석 결

과 공 폐가 발생에 있어서 인근 공 폐가의 영향이 가장 크고, 동시에 공

폐가를 관리하는 것은 근린환경의 개선에 비해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

이다. 공 폐가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상태가 심각한 경

우라면 수리나 철거를 시행함으로써 또 다른 공 폐가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비구역의 영향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정책적 결정에 의해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쇠퇴가

심화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정비구역을 무

리하게 지정하지 말고, 사업성이 없다면 해제하여 공 폐가 문제가 심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비구역 내 주택과 근린을 적절히 관리하는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 중 지금

당장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되, 장기적

으로 근린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취약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4m 미만의 협소한 도로를 정비하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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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 주택이 불량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한, 거주민에게 주택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택 관리를 지원

하며, 복지 측면에도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근린환경의 취약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들에 대해 우선순위

를 부여하여 가능한 것부터 개선해 나간다면 공 폐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 및 잠재적 위험구역 추출

공 폐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 폐가가 밀집한 구

역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공 폐가 발생을

예측하여 문제가 우려되는 구역을 추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당수의 공 폐가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구역을 공 폐가 발생 위험

구역, 현재는 큰 문제가 없지만 추후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제가 우려되는 구역을 잠재적 위험구역으로 정의하고 이를 추출

하였다. 앞서 살펴본 촉발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여 공 폐가 발생 위험

구역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 수준에서 각각의 주택 속성과 근린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을 산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공 폐가 발생 확률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예측 정확성이 높

은 공 폐가 발생 예측 모형을 구축한 후, 구축된 모형을 바탕으로 각각

의 단독주택에 대한 공 폐가 발생 확률을 산출하고, 구역별로 집계하여

공 폐가 발생 위험성이 높은 위험구역과 잠재적 위험구역을 추출하였다.

1) 공 폐가 발생 예측 분석 방법

앞서 리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별 승산비를 산출하여 공 폐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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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든 단독주택 건축물의 공 폐가

발생 확률을 산출한다면 공 폐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예측하

거나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y = 1)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y = 0)에 비해 현저하게 적

어 종속변수가 불균형한 분포를 보인다면 로지스틱 모형의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공 폐가 발생 확률을 계산하였을 때 사건 발생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전체 자료에서 사건이 발생하

는 경우의 비율이 5%,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비율이 95%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로지스틱 모형은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사건

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한다. 이 경

우 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95%로 높게 나타나지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를 전혀 분류하지 못하므로 해당 모형의 예측성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

렵다. 본 연구에서는 사건 발생 비율이 낮은 공 폐가의 발생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 집단인 0을

비교적 정확히 분류하는 예측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발생 예측을 위해 분류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불균

형 분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류 분석(classification analysis)은 이름 그대로 자료의 분류를 목적

으로 하는 분석 방법이다. 분류 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먼저 분석 자료를

훈련 자료(training data)와 검증 자료(test data)로 분리한다. 훈련 자료

를 통해 학습을 수행하여 분류 모형을 구축한 후 검증 자료에 이를 대입

하여 분류를 수행하고 모형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구축된 모형에 분류

결과를 알 수 없는 다른 자료를 대입하여 분류 예측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방법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분류 분석 방법에는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는 방법,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하는 방법, 신경망

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은 분석이

쉽고 예측 정확성이 높아 자주 사용된다.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류 학습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자료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속변수가 매우 불균형한 자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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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분류 정확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종속변수의 불균형성으로 인해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샘플링 기법을 사용할 것을 제

안한다(박재신 방성완, 2015; 정한나 외, 2010). 즉, 샘플링을 통해 자료

의 균형을 맞춘 후 분류 분석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샘플링 기법에는 0

과 1로 구분된 종속변수 중에서 다수인 0의 자료 중 일부만을 추출하는

과소추출(under-sampling) 방법과 소수인 1의 자료를 복제하여 수를 늘

리는 과대추출(over-sampling) 방법이 있다. 과소추출 방법은 1의 자료

는 모두 사용하고 0의 자료는 일부만을 사용하여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

는 방식이며, 반대로 과대추출 방법은 0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1의

자료 수를 증가시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샘플링 방법을 사용한다면

과도한 불균형 상태였던 종속변수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 다만 과소추출의 경우 임의로 0의 자료를 축소하는 과

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제거될 수 있으며, 과대추출의 경우 1의 자료를

반복 추출하기 때문에 과대적합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

다. 따라서 예측의 목적과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구도심을 대상으로 공 폐가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류 모형으로 사용하였다.23) 촉발 요인 분석

결과 도로근접 변수는 공 폐가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분석에서는 이를 제외한 11개의 변수들만 활용하였다.

또한, 자료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샘플링

을 수행하였다. 대상지 내 단독주택들의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중요한 정보의 누락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샘플링

방법으로는 과소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만 지역의 환경 특성이 상이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안동을 제외한 39개 동에서 고르게 샘플이 추

출되도록 층화추출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추출량에 따라 분석 모형과 모

23) 일반적인 통계 분석 시에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후 변수의

영향력을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지만, 분류 분석 시에는 영향력의 해석보다는 예측 정

확성에 초점을 둔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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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예측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출량을 다르게 하여 여러 차

례 분석을 시행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샘플링을 통해 선별된 자료의

70%는 훈련 자료로, 나머지 30%는 검증 자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검증 자료의 분류 결과를 토대로 예측 정확성을 평가하고 최종 모형을

결정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전체 주택 데이터에 적용

하여 공 폐가 발생 확률을 계산하고, 구역별로 공 폐가 발생 확률을 집

계하여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을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그림 4-2

참조).

훈련 자료와 검증 자료를 7:3으로 분할

자료 샘플링 과소추출 방법

분류 분석 수행

예측 정확성 평가

자료 전체에 대한
공폐가 발생 확률 계산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

종속변수 0인 자료를 동 별로 고르게 추출

공·폐가 발생 촉발 요인 변수 투입
(유의하지 않은 도로근접 변수 제외)

여러 차례

반복하고

결과 비교

구역별 집계 및
위험구역 추출

최종 예측 모형 결정

발생 예측 방법 결정

위험구역 추출

<그림 4-2> 공‧폐가 발생 예측 및 위험구역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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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류 분석의 예측 정확성은 일반적으로 정확도(accuracy)와 민

감도(sensitivity) 및 특이도(specificity)를 통해 평가한다. 정확도는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예측 정확성 평가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불균형

자료의 분류 편향을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정확도(accuracy)보다는 1의 분류 정확성을 보여주는 민감도와 0의

분류 정확성을 보여주는 특이도를 사용하여 예측 정확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각 지표들은 <표 4-4>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예측 정확성 평가 지표 평가 지표 구성 요소

     
  

   


   


구분
실제 관측치

0 1

예

측

치

0 TN FN

1 FP TP

<표 4-4> 분석 모형의 예측 정확성 평가 지표

2) 예측 모형을 통한 공 폐가 발생 확률 분석

(1) 분석 모형의 예측 정확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샘플링 기법 중 과소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 자료

를 구축한 후 분류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의 추출량에 따라 예측 결과

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종속변수가 0인 케이스를 각기 다른 규모

로 여러 번 추출한 후 공 폐가 발생의 분류 분석을 수행하여 검증 자료

의 예측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자료 추출 시에는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도록 대상지 내 39개 동에서 각각 (가) 30개, (나) 45개, (다) 60개,

(라) 75개, (마) 90개의 주택 자료를 무작위로 비복원 추출하였다. 각 동

별 추출 수는 종속변수가 1인 자료와의 비율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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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수를 동별 30개에서 90개로 늘림에 따라 종속변수가 1인 케이스와

0인 케이스의 비율은 1 : 1에서 1 : 3으로 점차 변화한다. 분석 결과, 추

출 규모에 따라 예측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기 다르게 산출되었다.24)

추출 규모가 커질수록 특이도는 높아지지만, 민감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3 참조).

본 연구에서는 예측 모형을 구축하여 단독주택의 공 폐가 발생 가능

성을 계산하고 위험구역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 때, 공 폐가 발생 가능성

과 위험구역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 모형이 실제

공 폐가인 주택을 공 폐가로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즉, 모형 결정에 있어서 민감도가 높은 모형을 선택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특이도가 낮다는 것은 공 폐가가 아닌 것을

공 폐가로 분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므로 이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민감도와 특이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실

제 공 폐가인 주택을 잘 구분하고,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제대로 예측하는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두 가지

예측 정확성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결과를 비교하면, 종속변수가 0인 케

이스의 추출 규모가 동별 60개인 (다)의 경우와 75개인 (라), 90개인

(마)의 경우는 특이도가 0.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민감도가 각각

0.59, 0.50, 0.38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체 공 폐가 중 59%, 50%, 38%

만을 공 폐가로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형의 성능이 좋다고 판단

하기 어렵다.

한편, 추출 규모가 동별 30개인 (가)의 경우와 45개인 (나)의 경우는

민감도가 각각 0.81, 0.73으로 산출되었고, 특이도는 0.71, 0.73로 산출되

어 공 폐가와 공 폐가가 아닌 것을 70～80% 정도 분류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가)는 민감도가 높지만 특이도가 낮고, (나)는 상대적으로 특이

도는 높지만 민감도가 낮다. 두 경우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를 판별

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분석자가 자신의 논리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민감도의 수치만을 놓고 보았을 때 공 폐가를 잘

24) 1과 0을 분류하는 확률 절단 값을 변경하여 정확도와 민감도, 특이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0.5(확률 값 50%)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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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 (가)가 바람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가)의 경우 검증 자

료의 56.0%를 공 폐가로 분류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

정된 것이다. 반면, (나)의 경우 샘플 자료의 45.3%를 공 폐가로 분류하

므로 민감도가 (가)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난다. (가)와 (나)의 모형을 전

체 33,997호의 단독주택에 적용한다면 (가)의 경우 훨씬 많은 주택을 공

폐가로 예측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가)의 경우 민감도가 높

아 공 폐가를 잘 예측하는 반면, 너무 많은 단독주택을 공 폐가로 분류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구축한 모형을 통해 현재 공 폐가가 아닌 주

택 중에서 앞으로 공 폐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주택까지 대량으로 추출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문제에 대응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적절치 못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에 비해 민감도는 다소 낮지만 특이도

가 높고 공 폐가를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즉, 종

속변수가 0인 경우를 39개의 동에서 45개씩 추출하여 구축한 모형을 최

종 모형으로 선정하고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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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추출 값 조정에 따른 공‧폐가 예측 결과 비교 (검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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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39개 동에서 공 폐가가 아닌 주택을 45개씩 층화 추출

한 후 공 폐가인 주택 전부와 합하여 구성한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

축하고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앞서 구축한 리로짓 모형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33,997호의 단독주택에 대한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을

계산하면 모든 주택은 공 폐가일 확률이 50% 이하로 산정되어 공 폐가

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로짓 모형의 공 폐가 예측 정확도는 0.97

로 높지만,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0.00, 1.00로 계산되어 해당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4-5 참조). 반면, 샘플링 기

법을 적용하고 분류 훈련을 통해 구축된 예측 모형은 정확도 0.80, 민감

도 0.72, 특이도 0.80으로 비교적 높은 예측 정확성을 보여준다. 이는 해

당 모형이 실제 공 폐가의 72%, 공 폐가가 아닌 주택의 80%를 정확히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리로짓 모형 예측 모형

정확도 0.97 0.80

민감도 0.00 0.72

특이도 1.00 0.80

<표 4-5> 리로짓 모형과 예측 모형의 예측 정확성 비교

(2) 구역별 공 폐가 발생 확률 분포

최종적으로 결정된 예측 모형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면 대상지 내 단

독주택 33,997호 각각에 대한 공 폐가 발생 확률을 산출할 수 있다.2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응이 필요한 공 폐가 발생의 위험구역을 추출하

기 위해서 개별 단독주택의 공 폐가 발생이 아닌 구역 단위의 공 폐가

25)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한 분류 분석 시에는 모형의 추정 결과나 사건 발

생 확률이 아닌 예측(분류) 결과만을 중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의 공 폐가

전환 여부보다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독주택별 공 폐가 발생 확률을 계산하고, 위험구역을 추출하였다. 이 때, 단

독주택별 공 폐가 발생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로지스틱 분석에서 모형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사건 발생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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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위험 정도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촉발 요인 분석 결과

에서 살펴보았듯 공 폐가의 발생은 근린환경 특성에 의해 촉진될 수 있

으므로 개별 주택이 아닌 구역 단위로 공 폐가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보

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공 폐가는 환경이 열악한 특정 구역

에 밀집하여 분포하기 때문에 공 폐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개별 공 폐가에 대한 산발적 관리보다 구역 단위로 우선순위를 정

하여 근린환경의 개선과 함께 공 폐가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격자 형태로 구획된 구역별로 평균 공 폐가 발

생 확률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지도화 하여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의 분포를 살펴보았다(그림 4-4 참조).

동구의 경우 대부분의 구역에서 평균 공 폐가 발생 확률이 25% 이상

으로 나타나 지역 전체적으로 공 폐가 발생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되며, 중구의 경우 동구와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율목동, 동인천동, 신

포동, 송월동 부근에 위치한 구역들에서 공 폐가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

난다. 남구에서는 숭의1 3동과 숭의2동, 숭의4동, 도화1동, 용현3동, 주안

3동, 주안7동의 일부 구역에서 평균 공 폐가 발생 확률이 25% 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그 외 구역은 대부분 공 폐가 발생 확률이 낮아

동구와 중구에 비해 공 폐가 발생 위험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구에는 평균 공 폐가 발생 확률이 50% 이상인 구역이 송림동과

송현동을 중심으로 상당수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정 구역의 평균

공 폐가 발생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것은 해당 구역 내 단독주택의 절

반 정도가 공 폐가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역은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구역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

폐가 문제에 대한 근린 수준의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구역별 공 폐가 발생 확률 분포와 실제 공 폐가의 분포를 중첩

하여 보면 공 폐가 발생 확률이 높은 구역에 공 폐가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예측 모형을 토대로 도출한 공 폐가 발생 확률

분석 결과가 비교적 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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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구역별 평균 공‧폐가 발생 확률 분포

3)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 및 잠재적 위험구역 추출

(1)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 추출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역별로 산정한 평균 공 폐가 발생 확률 값을 토대로

공 폐가 발생 위험이 높은 구역을 추출하였다. 확률 값이 클수록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들이 공 폐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구역의 평균 공 폐가 발생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것은 구역 내 단독주

택의 절반 정도가 공 폐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구역에 대

해서는 공 폐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구역이 황폐화

되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공

폐가 발생 확률이 50% 이상인 구역을 우선 대응이 필요한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으로 지칭하였다. 해당 구역들에는 실제로 공 폐가가 상당수 분

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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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와 같이 쇠퇴가 지속되는 한 공 폐가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된다. 공 폐가 발생을 억제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위험구역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을 계

산하여 추후 위험구역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구역을 파악함으로써 문

제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위험구역과 함께 잠재적 위험구역의 추출을 시도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들의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추정하여 반영한다면 미래의 공 폐가 발생 확률을 산출할

수 있다. 즉, 촉발 요인의 변화 값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공 폐가 발생

확률을 다시 계산함으로써 미래의 공 폐가 발생 확률을 산출하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도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시장경제적 상황이

현재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인구구조가 변화

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주택이 더욱 노후되어 근린의 노후주택 비율

이 증가하는 경우의 공 폐가 발생 확률을 계산하여 잠재적 위험구역을

추출하였다. 노인인구 비율과 노후주택 비율을 제외한 다른 촉발 요인들

은 변화하지 않거나 변화를 가정하기가 쉽지 않다. 주택의 속성과 근린

의 물리적 특성은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

가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은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분석 시 고려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타 지역에서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어 구도심의 인구가 감소하거나 구도심 내 특정 지역에서의 개발

로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등 정책 결정에 의한 변화가 공 폐가 발생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디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작용할지 예상할 수 없

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년 후를 가정하여 구역별 전체 인구와 노인인구, 노후

주택 수를 재산정하고, 노인인구 비율과 노후주택 비율을 각각 계산하였

다. 이후 변화된 값을 적용하여 5년 후의 구역별 평균 공 폐가 발생 확

률을 산출하였다. 먼저, 노인인구 비율의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구 군별 인구 추계 자료26)를 토대로 중구, 동구, 남구의 현재 인구와 5년

26) 인천시에서는 2015년의 인구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매해의 구 군별 인

구 변화를 예측한 인구 추계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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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인구를 각각 비교하여 각 구별 총 인구 증감율(중구 0.15, 동구

-0.13, 남구 0.04)과 노인인구 증감율(중구 0.46, 동구 0.19, 남구 0.41)을

구하고, 이를 현재의 구역별 총 인구와 노인인구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지역에 따라 전체 인구 및 노인인구 변화 추세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구별 인구 추계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또한, 노후주

택 비율은 전체 단독주택에 대한 5년 후의 주택 경과연수를 각각 산정한

후 구역별로 노후주택의 수를 다시 집계하여 계산하였다. 이렇게 산정한

5년 후의 노인인구 비율과 노후주택 비율의 추정 값을 지역별로 구분하

여 보면, 노인인구 비율은 동구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며(약 7.2%), 노후주택 비율은 구역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역 전체적으

로는 남구의 증가 폭이 가장 큰(약 6.9%) 것으로 나타난다(표 4-6 참

조). 연구에서는 추정한 변화 값을 반영하여 구역 단위로 평균 공 폐가

발생 확률을 다시 계산함으로써 5년 후의 구역별 공 폐가 발생 확률을

산출하였다. 이후 촉발 요인의 변화가 없는 현재와 촉발 요인 값의 변화

를 가정한 미래의 구역별 평균 공 폐가 발생 확률을 비교하여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위험 수준(확률 50% 이상)으로 변화하는 구역을 추출하

고 이를 잠재적 위험구역으로 간주하였다.

구분
노인인구 비율 노후주택 비율

현재(2015) 5년 후(2022) 현재(2017) 5년 후(2022)

대상지 전체 15.1 20.2 70.6 76.6

중구 19.9 25.4 72.2 76.8

동구 19.4 26.6 69.9 72.8

남구 13.9 18.9 70.5 77.4

<표 4-6> 현재와 5년 후의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 및 노후주택 비율

(2)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 및 잠재적 위험구역 추출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의 변화를 살

펴보고자 현재와 5년 후의 구역별 공 폐가 발생 확률을 각각 계산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공 폐가 발생이 예상되는 구역 수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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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공 폐가 발생 확률이 50% 이상인 주택이 한

호 이상 존재하여 공 폐가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 총 303개이며,

5년 후의 경우 14개의 구역이 추가되어 총 317개의 구역에서 공 폐가 발

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4-7 참조). 한편, 본 연구에서는

두 시점의 구역별 평균 공 폐가 발생 확률 값을 토대로 공 폐가 발생 및

그로 인한 문제의 우려가 높아 우선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과 추후 공 폐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위험구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구역을 각각 추출하였다. 그 결과 현재 시점에서

평균 공 폐가 발생 확률이 50% 이상인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은 81개인

것으로 나타나며, 5년 후에는 평균 공 폐가 발생 확률이 50% 이상인 위

험구역이 총 98개로 늘어난다. 이 때, 새롭게 추가되는 17개의 구역을 잠

재적 위험구역으로 볼 수 있다.

위험구역은 동구 송현동과 송림동, 중구 동인천동, 남구 숭의동에 주

로 밀집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위험구역이 1～2개씩 분산되어 분포한다.

잠재적 위험구역은 밀집된 위험구역의 주변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5 참조). 이는 해당 지역의 주택 및 근린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

해 취약한데 따른 것이다. 잠재적 위험구역은 위험구역에 비해서는 근린

환경의 상태가 다소 양호한 편이지만(표 4-8 참조), 5년 후 현재보다 노

인인구가 증가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한다면 해당 구역의 평균 공 폐가 발

생 가능성이 위험 수위를 넘게 되고, 결국 또 다른 위험구역이 되어 공

폐가 문제가 발생되거나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가진다. 잠재적 위험구역

이 위험구역 주변에 위치한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공 폐가 문제가 인

근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공 폐가는 근린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 취약한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 폐가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위험구역과 잠재적 위험구역을 선별하여 관리하는 대응 체계를 마

련하고, 공 폐가 발생을 예방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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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재 5년 후

공‧폐가 발생 가능 구역 수

(공‧폐가 발생 확률이 50% 이상인 

주택이 1호 이상 존재하는 경우)

303 317

공‧폐가 발생 위험구역

(구역별 평균 공‧폐가 발생 확률이 

50% 이상인 경우)

81 98

<표 4-7> 현재와 5년 후의 공‧폐가 발생 가능 구역 및 위험구역 수

<그림 4-5> 공‧폐가 발생 위험구역 및 잠재적 위험구역 분포

구분
위험구역

(81개)

잠재적 위험구역

(17개)

사회적 특성 노인인구 비율(%)* 20.6 19.2

경제적 특성 공시지가 중위수(만원/㎡) 90.1 87.3

물리적 특성

노후주택 비율(%)* 75.5 64.3

과소필지 비율(%) 67.1 59.0

부정형필지 비율(%) 16.7 16.9

불량접도필지 비율(%) 36.7 28.7

폭 4m 미만 도로율(%) 46.4 40.0

자료: 인구총조사(2015), 도로명주소 전자지도(2017), 건축물대장(2017), 토지특성정보(2017)

주) 노인인구 비율과 노후주택 비율 모두 변화를 가정하지 않은 현재 값임.

<표 4-8> 위험구역과 잠재적 위험구역의 근린환경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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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공 폐가 문제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어떤 요인들이 공 폐가 발

생을 촉진하는지 알 수 있다면 공 폐가 문제의 해소 방안을 보다 구체적

으로 논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촉발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공 폐가

발생을 예측하고 공 폐가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을 선별하여 대응한

다면 공 폐가 발생을 예방하고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장

에서는 인천시 구도심을 대상으로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추출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였으며, 나아가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들을 고려

하여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구역별 공 폐가 발생 확률을 산출함으로써

공 폐가 발생의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과 잠재적 위험구역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독주택

의 공 폐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희귀사건 로지스틱 모형을 구축하였

으며,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12개의 요인을 선정하

여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도로근접 변수를 제외한 11개 변

수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특성의 경우 주

택 부지가 작고 부정형일 때 공 폐가 발생 승산이 약 1.80배, 1.67배, 접

도가 불량할 때 약 2.1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의 최유

효이용에 제약이 가해질 때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근린환경 특성의 경우 취약계층인 노인인구 비율이

10% 높아질수록 공 폐가 발생 승산이 약 1.13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노인들이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주택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시지

가가 10% 상승할수록 공 폐가 발생 승산이 약 0.76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비구역에 속할수록 승산이 약 1.60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근린환경 특성 중 물리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노후주택과

4m 미만의 협소한 도로 비중이 10% 상승할수록 승산이 각각 약 1.14배,

1.09배씩 증가하며, 경사도 중위 값이 1° 상승할수록 승산이 약 1.0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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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물리적 여건이 노후 불량한 경우에 거주 매력

도가 감소하고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근에 공 폐가가 존재하는 경우 공 폐가 발생 승산이 약 9.97배 높아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 폐가의 부정적인 영향이 또 다른 공 폐

가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주택의 불량함

외에도 근린환경의 취약성이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함을 시사해준다.

공 폐가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

대로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시행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

천시 구도심의 경우 공 폐가 발생에 있어 인근 공 폐가와 정비구역의 영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공 폐가를 잘 관리하고,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해 근린이 황폐화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

기적으로는 노후 불량한 근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경제적 취약성을 해

소하여 공 폐가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 폐가 발생

의 촉진 요인과 요인별 영향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지역

차원에서 촉발 요인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촉발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측 분석을 수행

하여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 및 잠재적 위험구역을 추출하였다. 로지스

틱 회귀모형에 기반한 예측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

를 토대로 각 단독주택별 공 폐가 발생 확률을 산출하고 구역별로 집계

한 결과 총 81개의 위험구역을 추출할 수 있었다. 또한, 5년 후의 노인인

구 및 노후주택 변화를 가정하여 17개의 잠재적 위험구역을 추가로 추출

하였다. 공 폐가가 밀집한 동구 일대와 중구와 남구의 일부 구역이 위험

구역으로 도출되었으며, 공 폐가 발생의 잠재적 위험구역은 위험구역에

인접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공 폐가 문제가 근린환경이 취약한 인근

구역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현재의 위험구역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구역의 관리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위험구역의 경우 심각한 공 폐가 문제가 우려되므로

우선 대응이 요구되며, 잠재적 위험구역에 대해서도 문제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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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의 실태 및 특성 비교

1. 사례구역 선정 및 실태 분석 방법

1) 사례구역 선정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 및 잠재적 위험구역에 대한 실

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출된 위험구역 및 잠재적 위험구역

중 일부를 사례구역으로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각 사례구역의

환경적 여건과 공 폐가 발생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위험구역 추출 결과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실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례구역은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

험구역 중에서도 단독주택이 밀집한 구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공

폐가의 발생 수준은 물론이고, 정책적 결정으로 인한 사업 시행이나 물

리적 환경의 특성이 서로 다른 구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구역 내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높더라도 근린환경 특성과 실제

공 폐가 발생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위험구역의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모두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에 속하지만 차이가 존

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역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공 폐

가 발생 위험구역 중 실제로 공 폐가가 가장 많은 구역과 공 폐가 발생

량은 보통이나 폐 공가 정비사업이 시행된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최

근 3년간 공 폐가의 조치와 신규 발생이 많은 구역, 위험구역이지만 공

폐가 발생량이 가장 적은 구역까지 세 개의 구역을 선정하였다. 이후 주

택 분포의 공간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과 인접한 위험구역 및

잠재적 위험구역 1～4개를 추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실태 분석을 수행할

사례구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세 개의 사례구역은 <그림 5-1>

에 표시된 것과 같이 동구와 중구, 남구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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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선정된 사례구역

동구의 송림4동과 송림6동의 경계에 위치한 사례구역 A는 위험구역 4

개와 잠재적 위험구역 1개를 포함한다. 구도심 내에서 공 폐가 발생량이

가장 많은 구역이 여기 속하며, 나머지 4개의 구역 역시 공 폐가 발생량

이 매우 많다. 사례구역 A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1년에 사업시

행 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채 오랜 시간이 지

나면서 황폐화되고 공 폐가가 급증하였다. 사례구역 A에는 전체 단독주

택의 24.1%에 해당하는 118호의 공 폐가가 존재하며, 이 중 53호는 최근

3년 사이에 추가된 것으로 현재도 공 폐가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구 송월동에 위치한 사례구역 B는 위험구역 2개와 잠재적

위험구역 2개를 포함한 4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사례구역 B의 절반은

2009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조합설립 단계에 멈춰 있는 송월 재개

발 구역에 해당하며, 나머지 절반에서는 인천시의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

리사업의 일환으로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 사업이 시행되었다. 사례구역

B에는 현재 13호의 공 폐가가 존재하며, 이 중 10호가 최근 3년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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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주거지 관리사업이 시행되면서 공 폐가에 대한 조치가 비교

적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동시에 신규 공 폐가의 증가 속도도 높은 것으

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공 폐가 증가로 인한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남구 숭의4동에 위치한 사례구역 C는 위험구역 2개를 포

함한다.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높게 산출되어 위험구역으로 추출되었지

만 실제 공 폐가는 3호 정도로 매우 적게 분포하고 있다. 사례구역 C는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로서 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

으나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2012년에 해제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주민 참여를 독

려하여 기반시설 확보, 공 폐가 철거, CCTV 설치, 일자리 창출 등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다. 사례구역 C는 주택 건축물 및 부지의 상

태나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여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예측되었음에도 공 폐가 발생량이 적고 최근 3년간 문제 공 폐가의

추가가 없었다. 이에 실태 분석을 통해 예측 결과와 실제와의 차이가 발

생하는 이유를 탐색하고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사례구역의 근린환경 특성을 살펴보면, 세 개의 사례구역 모두 구도심

전체 평균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공시지가는 낮아 사회 경제적

으로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표 5-1 참조). 특히, 사례구역 B는 노인인

구 비율이 23.6%로 다른 사례구역과 비교하여도 노인인구 밀집 수준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례구역 A는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개발

잠재성이 낮아지면서 지난 3년간 지가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

난다. 한편, 물리적 특성을 보면 세 개의 사례구역 모두 지표 값이 구도

심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다른 구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례구역 A의 경우 노후주택 비율과

과소필지 비율, 부정형 필지 비율, 불량접도 필지 비율, 폭 4m 미만 도

로율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물리적 환경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사례구역 B와 사례구역 C 역시 과소필지 비율과 불량접도

필지 비율이 높고 경사도 중위수도 높아 물리적 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례구역 C의 경우 부정형 필지는 매우 적은 반면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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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 필지 비율과 폭 4m 미만 도로율이 상당히 높아 주거지의 차량 접

근성이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세 개의 사례구역은 구도심

내 다른 구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장의 촉발 요인 분석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듯 근린

환경의 취약성은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특성만

살펴본다면 세 사례구역 모두 공 폐가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례구역별로 정책 사업의 시행이나 주민 성향 등의

특성이 다르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구분 사례구역 A 사례구역 B 사례구역 C 구도심 평균

주택 

현황

단독주택 수(호) 489 379 108 -

공‧폐가 수(호) 118 13 3 -

‘14～’17 신규 공‧폐가 수(호) 53 10 0 -

‘14～’17 유지 공‧폐가 수(호) 65 3 3 -

‘14～’17 조치 공‧폐가 수(호) 27 11 1 -

사회

경제적

특성

노인인구 비율(%) 19.9 23.6 19.5 15.1

공시지가 중위수(만원/㎡) 85.5 80.5 79.1 103.0

‘14～’17 지가변화율(%) 0.1 8.3 6.1 7.1

물리적

특성

노후주택 비율(%) 79.4 74.2 71.1 70.6

과소필지 비율(%) 62.9 60.2 55.3 37.9

부정형 필지 비율(%) 22.1 27.1 2.5 10.4

불량접도 필지 비율(%) 48.9 36.1 54.7 22.3

폭 4m 미만 도로율(%) 53.0 25.5 49.0 34.1

경사도 중위수(°) 4.4 10.6 13.8 2.1

자료: 인구총조사(2015), 도로명주소 전자지도(2017), 건축물대장(2017), 토지특성정보(2017)

주) 노인인구 비율(2015)을 제외한 모든 지표 값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함.

<표 5-1> 사례구역의 공‧폐가 현황 및 근린환경 특성 비교

2) 사례구역의 실태 분석 방법

사례구역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구역 내의 물

리적 환경과 공 폐가의 분포 및 상태를 살펴보았다. 현장조사 시에는 공

폐가가 대량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고, 공 폐가로 인한 문제가 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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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되는 위험구역의 주택 특성과 물리적 여건이 어느 정도로 열악한

수준인지 세밀히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위험구역 내에 공 폐가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공 폐가의 증가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공 폐가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으며, 앞으로 공 폐가 문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찰하여 보았다.

한편, 사례구역 내의 공 폐가 발생 원인이나 공 폐가의 영향에 대한

부분은 현장조사만으로는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주민 인터뷰를 병행하여

공 폐가 발생의 원인과 공 폐가의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

였다. 공 폐가는 주택 및 근린환경 특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 외에도 주

택 소유주나 주민들의 심리 및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생될 수 있

다. 소유주의 결정이나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계 분석 시 살펴보지 못한 개인적 영향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공 폐가 발생에 따른 문제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더 나아가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 수준을 알아보고자 지자체와 주

민 차원에서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공

폐가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태 분석 내용들을 토대로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에

서 나타나는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역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여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구역의 실태 분석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

역 내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공 폐가의 발생 원인, 공 폐가로 인한 영향,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민들의 응답에 따라 세부 질문들을 연결하여 질

문의 내용을 확장시켰다. 사례구역에서의 심층 인터뷰는 3월 중 두 차례

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각 사례구역마다 4～5명의 주민들을 만나 공 폐

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표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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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구역별 인터뷰 대상 연령 및 성별 비고

사례구역 A

(송림4, 6동)

주민 1 50대 여성 -

주민 2 50대 여성 -

주민 3 60대 남성 공‧폐가 밀집지 인근 거주

주민 4 70대 여성 -

주민 5 70대 남성 공‧폐가 밀집지 인근 거주

사례구역 B

(송월동)

주민 1 70대 여성 -

주민 2 60대 여성 폐가 옆집 거주

주민 3 60대 여성 철거된 폐가 뒷집 거주

주민 4 10대 여성 인근 중학교 재학

주민 5 70대 남성 -

사례구역 C

(숭의4동)

주민 1 70대 여성 -

주민 2 60대 남성 30년간 슈퍼 운영

주민 3 70대 남성 폐가 앞집 거주

주민 4 60대 여성 -

<표 5-2> 사례구역별 주민 인터뷰 대상

2. 사례구역의 실태 분석

1) 사례구역 A의 실태 분석

(1) 물리적 여건 및 공 폐가 발생 현황

사례구역 A(송림4, 6동)의 경우 지자체에서 제공한 공 폐가 관리 자

료를 토대로 공 폐가의 수를 집계하여 보면 단독주택의 약 1/4 정도가

공 폐가로 전환되었을 정도로 공 폐가가 많이 분포한다(그림 5-2 참조).

해당 구역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내에서도 비교적 경사가 가

파르고 도로가 협소하여 접근이 어려운 곳에 공 폐가가 밀집되어 있다.

주요 도로의 폭은 차량 한 대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이며, 그 외에는 사람

한 명이 지나다닐 정도로 협소하고 상태가 불량한 도로들이 미로처럼 얽

혀 있다(그림 5-3 참조). 송림동 일대는 과거부터 피난민이나 저소득층

이 밀집하여 거주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리적인 환경이 매우

열악한 특성을 보여 왔다. 좁은 부지에 많은 주택들이 틈이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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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게 밀착되어 분포하고 있어 주택의 붕괴나 화재 발생 시 주변에 미

치는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며, 낡은 주택의 수리나 철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 주택을 활용하기보다는 주로 방치하는 선

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민들은 3～5평 규모의 작은 집들이

밀집되어 있어 거주에 어려움이 있고, 주택에 가스 등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노후되고 결함이 발생하여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골목에) 빈집들이 몇 곳 있어. 저런 건 오래됐어. 다른 데로 이사 갔지. 집

을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가는 거지.” (70대 남성, 송림동 주민 5)

“사람 거의 안 살아. 거의 다 비었어. 계단 저 쪽으로는 아마 더 많을 거야.

집이 총총총 붙어서... 여기는 그래도 집이 드문드문 있는데 거기는 막 세 평짜

리, 다섯 평짜리 그렇게 조금씩이야.” (50대 여성, 송림동 주민 2)

더욱이 해당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설과 주택에 대한

개선이 제한되어 지구 전체적으로 방치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조사 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있는 등 근린에 위협을 가하는 공 폐가는 지자체에서 파악한 것보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에 시행한 공 폐가 조사 이후 주택의 방

치가 더욱 심화되었거나 당시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공 폐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사례구역 북쪽에 위치한 블록은 경사가 가파르고

도로가 협소하며, 구역 내에서 가장 황폐화된 모습을 보이고 공 폐가의

밀집 수준 또한 매우 높다. 이 곳에 위치한 주택들은 외관상으로 거의

폐가에 가까운 모습을 취하고 있다(그림 5-4 왼쪽 참조). 주택들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관리되지 않아 외형만으로는 공 폐가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이다. 분할되지 않은 큰 필지에 작고 불량한 주택이 빽빽하

게 들어서 있어 입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방치된 주택에는 우편물이

잔뜩 쌓여있고, 식물들이 길게 늘어져 있으며, 건축물은 훼손되어 폐기물

에 둘러싸여 있다. 지붕이 내려앉거나 균열이 심해 거의 붕괴 직전의 상

태인 폐가도 다수 존재한다. 해당 블록이 아니더라도 주요 도로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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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곳에 위치한 공 폐가들은 대부분 규모가 협소하고 접근이 어려워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한편, 차량 통행이 가능한 큰 길에

접한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규모나 관리 상태가 양호하지만 그럼에도 상

당수의 주택이 비어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통행하는 주요 도로에 위치

한 만큼 공 폐가는 안전을 위해 폐쇄 조치가 되어 있거나 노란색으로 칠

해져 상대적으로 정돈된 모습을 보여준다(그림 5-4 오른쪽 참조).

자료: 동구청, 공‧폐가 관리 자료(2013, 2017)

<그림 5-2> 사례구역 A의 공‧폐가 분포 현황

자료: 연구자 촬영 (2018. 3. 9.)

<그림 5-3> 사례구역 A의 협소한 도로와 접도 불량 주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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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자 촬영 (2018. 3. 9.)

<그림 5-4> 사례구역 A의 공‧폐가

(2) 공 폐가 발생의 원인 및 영향

① 공 폐가 발생의 주요 원인

사례구역 A의 경우 오랜 시간 지연된 정비사업이 공 폐가 발생을 촉

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주민들은 정비구역 내 주택에 대한

법적 제약과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재개발 추진 측의 요구에

의해 낡은 주택을 수리하지 못하고 임차인을 새로 구하지 못한 상태로

주택을 그대로 방치하여 왔다. 공 폐가로 둘러싸인 환경과 불량한 주택

에 거주하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주할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견디며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개발 사무실에서는 금방 될 거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몇 십 년 됐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 나가면 나갔지 들어오진 못하지 지금은. 그리고 재

개발 사무실에서 세를 놓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재개발이 금방 될 거니까 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없는 거고.” (50대 여성, 송림동 주민 1)

“재개발 정해지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나가기 시작했지. 아휴, 말 하려면 속

터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법적으로 되어 있어. 집을 고칠 수도 없고.” (70대

여성, 송림동 주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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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소유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

지역을 떠나면서도 주택을 팔거나 수리하기보다는 그저 방치하는 선택을

하였다. 일찍이 개발 이익을 기대하고 노후 불량한 주택을 구입한 후 활

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부재 지주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유주

들은 공 폐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도 보상 문제 때문에 주택을 철거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정비사업 시에는 종전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

또는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 폐가로 인한 문제 발생 우려가 있더

라도 지자체의 철거 사업에 동의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경인일보,

2016. 08. 18, “재개발구역 내 공 폐가 정비”). 공 폐가로 인해 쓰레기 무

단 투기나 치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가 불가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는 주택을 방치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주민들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건물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보상 받고 그러니까 철거도 안하고 두는 거야.

집 주인들이 철거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면 화단도 만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

으면 다 허물어져가도 그냥 두는 거지.” (50대 여성, 송림동 주민 1)

한편, 해당 구역은 원래도 사회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편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인근 지역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곳에 거주하던 사람

들이 살 곳을 잃고 사례구역에 정착하게 되어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었

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들은 주택이 낡아서 허물어지거나 기능적 결

함이 발생하여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근린 황

폐화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떠

나거나 사망한 후에는 대부분의 주택이 공 폐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는 다 몇 십 년 씩 살던 노인네들이 살고, 그야말로 다른데서 철거 같

은 거 하면 아직도 여기가 집값이 싸니까 노인네들이 여기로 오는 거야. 맨 노

인네만 있어. 70, 80 그런...” (50대 여성, 송림동 주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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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 폐가 발생으로 인한 영향

현재 사례구역의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비

어있는 주택들의 대부분이 폐가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붕괴와 같은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위생 문제도 쉽게 발생한다. 주민

들은 공 폐가 내부와 주변으로 각종 생활용품 및 건축 자재들이 어질러

져 있고, 쓰레기 무단 투기도 반복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사례구역 내에

서는 각종 생활용품과 쓰레기들이 적치된 공 폐가를 쉽게 볼 수 있으며,

다수의 공 폐가에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멀쩡하던 집도 비워놓고 나가니까 관리가 안 돼. 쓰레기 다 버리고 그래. 주

인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하지 않는 거지 뭐.” (70대 여성, 송림동 주민 4)

또한, 주민들은 공 폐가에 비행 청소년과 노숙인들이 몰려드는 것에

대한 불쾌함을 보이고, 범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호소하였

다. 3년 전에는 공 폐가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공 폐가가 증가

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경찰들이 해당 구역을 순찰

하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만

큼 구에서도 치안 유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하였다.

“빈집이 많아지니까 무섭지. 전에는 저기 빈집에서 불나고 그랬었어. 저쪽 놀

이터 만들어 놔서 더 그래. 애들이 밤이고 초저녁이고 할 거 없이 떠들고, 노숙

자들 저기 팔각정인가 뭔가 해 놔가지고...” (50대 여성, 송림동 주민 1)

“여기 순경들이 한 번씩 와요. 나쁜 사람들 오고, 담배들 피고, 저기 골목 들

어가고 (그러니까)... 저기 불났잖아요. 3년 전에. 학생들이 담배들 피우고 던져

가지고. 저기 두 번째 골목.” (70대 남성, 송림동 주민 5)

(3)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

사례구역 A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 불량한 상태이고, 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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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폐허와 다름없으며 범죄 발생의 우려도 존재한다. 지자체에서는 이

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동구에서는 인

천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폐 공가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사례구역 A

내부의 공 폐가를 폐쇄하거나 철거한 후 공원 시설을 설치하고, 방범 시

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시행되었다(그림 5-5 참조). 방치된 공 폐가로 인

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지자체에서 공 폐가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로

환경이 좋아졌다며 사업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 예전엔 집이었는데 사람 안 사니까 구청에서 철거하고 잔디 심고 깨끗

하게. 보기 좋죠. 빈집이니까 싹 허물어서 깨끗이 해 놓고. 여기도 그렇고 저 쪽

골목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 운동하러 나오지.” (70대 남성, 송림동 주민 5)

그러나 구역 내의 공 폐가 수에 비해 매우 한정적인 수준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는 것은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공 폐가 정비 과정에서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을 계속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공 폐가를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운동기구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에 대해 재정 낭비라고 말하거나, 치안 유지를 위해 안심 귀갓길이나 안

심 벨을 설치한 것에 대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였

다.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정비에 치우

친 지자체의 사업에 공감하지 못하며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듯하였다.

“우리 보기에는 폐가보다 공원 만들어 놓은 게 좋지. 그런데 돈이 많이 드니

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저게 다 세금이지. 재개발을 하려면 얼른 해야

지 왜 돈을 저런데다 쓰냐고.” (50대 여성, 송림동 주민 1)

“(안심 귀갓길, 안심 벨) 별로 도움 안 돼. 치고 가면 그만인데... 비상시에 누

르라고 하는데 누가 그 생각을 하겠냐고.” (50대 여성, 송림동 주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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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자 촬영 (2018. 3. 9.)

<그림 5-5> 사례구역 A에서 시행된 공‧폐가 관련 사업

한편, 주민들은 공 폐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주민센터

에 신고한다고 하였으나, 주민센터에서도 공 폐가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여 근린이 황폐화된 만

큼 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거나 근린환

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공 폐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공 폐가 문제가 자기와

는 상관없는 일이고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공 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해줄 수 있는 건 없

고, 물이 샌다거나 하는 신고가 들어오면 양수기 들고 가는 정도에요. 그런 긴

급한 거나 편의를 위한 조치만 하는 거예요.” (송림 6동 주민센터 직원)

“공 폐가 있는 거는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줄어

가지고... 줄어 가지고 그래. 지금은 들어올 사람도 없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두는 거지.” (60대 남성, 송림동 주민 3)

사례구역 A의 경우 주민 갈등과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

지 못하면서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주민들이 크게

줄었으며, 상점들 역시 문을 닫은 지 오래되어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민

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처럼 해당 구역은 예측 결과에서처럼

공 폐가 발생이 매우 두드러지고 그 영향이 위험 수준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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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 다시 재개되거나 사업구역이 해제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공 폐가는 더욱 증가하고 근린의 황폐화 역시 심화되

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의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 폐가 발생이나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사례구역 B의 실태 분석

(1) 물리적 여건 및 공 폐가 발생 현황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사례구역 B(송월동)에는 13호의 공 폐가가 존

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조치된 공 폐가까지 고려하였을 때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북쪽의 노후주거지에서 공 폐가가 주로 발생되고 있으

며, 그 외의 지역에서도 소량의 공 폐가가 분산되어 분포한다(그림 5-6

참조). 사례구역 B의 가운데에는 큰 규모의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경사면을 따라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 유치원의 남서쪽

부근에서는 2014년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시행되었고, 테마

마을 조성을 위해 동화를 주제로 한 벽화와 시설물 설치 작업이 이루어

져 현재 송월동 동화마을로 불리고 있다.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주요 도

로에 위치한 일부 단독주택들이 카페나 공방 등의 상업 시설로 개조되고

주택이 신축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경우는 소수이며, 상업 시설로 변경

된 후 수요가 없어 임대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된 건축물도 눈에 띈다

(그림 5-7 왼쪽 참조). 대부분의 주택들은 여전히 외관과 구조가 노후

불량한 상태이고(그림 5-7 오른쪽 참조), 안쪽 골목에는 조사된 것보다

많은 수의 공 폐가와 방치된 주택 부지가 분포하고 있다(그림 5-8 참

조). 대부분의 공 폐가는 별다른 폐쇄 조치나 안전 장치 없이 그대로 노

출되어 있고, 주택 철거 부지 역시 정돈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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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구청, 공‧폐가 관리 자료(2013, 2017)

<그림 5-6> 사례구역 B의 공‧폐가 분포 현황

자료: 연구자 촬영 (2018. 3. 9.)

<그림 5-7> 사례구역 B의 방치된 건축물과 노후‧불량한 주택

자료: 연구자 촬영 (2018. 3. 9.)

<그림 5-8> 사례구역 B의 공‧폐가와 방치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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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비구역에 속하는 유치원 북동쪽의 주거지에는 현재 양호한 상

태의 주택들과 불량한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다. 사례구역의 가장 북쪽에

는 차량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정도의 좁은 도로 주변으로 단독주택들이

촘촘히 분포하고 있는데 시설과 주택은 노후되었지만 정돈된 느낌을 주

며, 과거에 공 폐가가 발생되었으나 조치되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그림 5-9 왼쪽 참조). 반면, 안쪽 경사지에 위치한 주택들

은 상대적으로 불량한 상태이며, 방치된 주택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그

림 5-9 오른쪽 참조). 접근이 어려운 골목 내부에 공 폐가들이 주로 위

치하고 있고, 문이 활짝 열린 상태로 버려져 있거나 건축물의 일부가 붕

괴되어 내부의 건축 자재가 드러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지자체 자료

에 따르면 해당 부근의 몇몇 공 폐가들은 지자체에서 폐쇄 조치를 하거

나 소유주가 다시 활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현재는 다시 방치되어 다른 공 폐가들과 다름

없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한 경사와 좁은 골목 등 사례

구역 B 내에서도 근린의 물리적 여건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서 이미 곳

곳에 공 폐가가 위치하고 있고, 최근에 버려진 것 같은 주택도 눈에 띄

어 또 다른 공 폐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공 폐가

대부분은 다시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 불량한 상태이므로 인근 주민

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연구자 촬영 (2018. 3. 9.)

<그림 5-9> 사례구역 B의 노후 주택 및 공‧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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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폐가 발생의 원인 및 영향

① 공 폐가 발생의 주요 원인

사례구역 B의 경우 일부가 재개발사업이 예정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

어 있고 정비구역 내부에 공 폐가가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례구역

A와 달리 정비구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공 폐가가 발생하였다고 보

기는 다소 어렵다. 정비구역이기는 하나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

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비사업에 관심이 없고, 사업의 영향

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공 폐가가 집중된 곳의 주택들이 유

독 규모가 작고 노후 불량하며,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도로로 인해 통행

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공 폐가가 밀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즉, 사례구역 B에서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노후 불량한 주택과 열악한 근린환경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치된 주택

들은 대부분 규모가 매우 협소하여 거주가 어려운 상태이고, 부지 자체

의 규모가 작아 신축이나 증축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공 폐가의 대

부분은 차량 접근이 불가한 좁은 골목과 막다른 골목, 협소한 계단으로

연결되는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 이

탈하는 주민들이 늘어난 것이다. 남아있는 주민들 역시 정돈되지 않은

유해한 환경 때문에 해당 구역에서 생활하는 것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저런 집은 주인이 있는데도 너무 좁으니까 못 살고 나가가지고. 지금은 죽

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어. 집이 좁으니까 누구도 살지를 못 해. 방 하나 부

엌 하나인데 부엌도 작아.” (60대 여성, 송월동 주민 2)

“어떤 집들 보면 밖에 늘어놓고 발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해 놓는데 일일이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슬레이트 집 같은 건 위생에 좋지가 않거든. 환경적

으로 좋지 않은 상태라 그런 거 없애야 하는데 같은 이웃에서 그런 건 심하게

말할 수도 없고.” (70대 남성, 송월동 주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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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들은 거주민의 대부분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주택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근린환경이 개선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주

택에 거주하던 노인이 사망한 후에는 자녀들이 해당 근린에서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결국 해당 주택은 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근린의 취약성은 주택 수요의 감소로 이

어지고 공 폐가의 발생을 더욱 촉진한다. 주민들은 이렇게 열악한 동네

에 누가 새롭게 들어오겠냐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 폐가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노인들만 살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지.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고, 개발은

안 되고. 교통은 괜찮은데 너무 빈촌이다 보니까 돌아가시면 자제분들이 안

와.” (60대 여성, 송월동 주민 2)

“주변에 공 폐가 많지. 여기도 있지, 저 안에도 있지, 여기 돌아가도 있지,

많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런데 안 살려고 하니까. 누가 이런데 살려고 그

래.” (60대 여성, 송월동 주민 3)

한편, 방치된 공 폐가의 소유주 대부분은 활용성이 없는 공 폐가의 관

리에 큰 관심이 없으며, 일부 공 폐가는 방치된 지 오래되어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례구역 B의 경우 구역

일부분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개발을 예상하고 공 폐가를

구입하여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부재 지주도 상당수 존재한다. 소유주의

관심에서 멀어진 주택은 오랜 시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근린에 악

영향을 미치는 문제 공 폐가가 되기 쉽다. 주민들은 타지에 거주하는 소

유주가 공 폐가를 관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저기 폐가는 주인이 서울 산다고 그러더라고. 세 주고, 세 주고 하다 보니

지금은 저렇게 됐어. 주인이 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자기 욕심인거지. 학교 주

변이고 하니까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70대 여성, 송월동 주민 1)

“개발이 될지도 모르니까 땅을 안 팔고 그냥 두는 거야. 거의 다 인거 같은

데? 좀 흉하더라고.” (70대 여성, 송월동 주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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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 폐가 발생으로 인한 영향

사례구역 B의 주민들은 훼손되고 지저분한 공 폐가가 보기 흉하다고

표현하며 미관 저해 문제를 언급하였다. 공 폐가로 인해 동네의 이미지

가 나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공 폐가 주변에 거주

하는 주민들은 공 폐가에서 해충이 발생하거나 고양이 등의 야생동물이

서식함에 따라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불쾌한 감정을 보이며,

공 폐가가 빨리 정비되기를 바라는 모습이었다.

“공 폐가 때문에 불편하지. 벌레가 기어들어오고 고양이들이 새끼 낳고 치안

문제도 있지.” (60대 여성, 송월동 주민 2)

또한, 주민들은 공 폐가가 밀집한 곳에 비행 청소년이나 노숙자들이

쉽게 드나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었다.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공 폐가 주변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낯선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하였다. 공 폐

가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 수업을 마친 후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섭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깨끗이 철거해주면 좋지. 여기 학교가 바로 옆에 있잖아. 고등학교도 있

는데 와서 불 지르고 그럴까봐 겁나. 학생들이 와서 담배들 피우고 그래.” (60대

여성, 송월동 주민 3)

“학원 끝나면 시간이 늦는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무서워요. 여기에는 사람이

안 사는 집이 많아요. 밤에는 모르는 아저씨들이 막 돌아다녀요.” (10대 여성,

송월동 주민 4)

(3)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

사례구역 B의 경우 공 폐가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

황임에도 문제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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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몇 년 전 지자체에서 시행한 정비사업에 따라 구역 내의 공 폐가

2호가 철거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태이며, 지자체의 폐쇄

조치나 소유주의 수리 및 활용으로 인해 이미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파

악되었던 공 폐가들도 또 다시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문제가 더욱 확

대되고 있다(그림 5-10 참조). 기존 공 폐가 주변으로 공 폐가가 추가되

면서 사례구역 내 특정 부분에 점차 공 폐가가 밀집되고 있고,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정비사업에 의해 철거된 공 폐가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주민은 옆집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불편을 겪어 왔다고 말하며, 해당 주

택이 철거되어 위험 요소가 사라지고 좁은 골목이 넓어진 것을 매우 긍

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동시에 주변에 위치한 다른 공 폐가들이 추가적으

로 정비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 앞에도 바로 비어있는 집이었는데 철거한 거야. 저기 있는 집도 같이 하

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연락이 안 되가지고 못했어. 주인 허락 없이는 못하니

까.” (60대 여성, 송월동 주민 3)

한편, 주민들은 공 폐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본인의 생활이 어

려워 근린의 공 폐가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다

수였다. 공 폐가 문제를 체감하지만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이지는

못하는 상황이며, 지자체의 대응에만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

마저도 적극적이지 않고 ‘해주면 좋다’는 정도이다. 인근의 공 폐가로 인

해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

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 자체도 힘든 상황인데 무슨 노력을 해.” (60대 여성, 송월동 주민 2)

“구청 그런 데서도 아마 신경을 쓸 텐데 언제 정비할지는 모르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비하거나 하는 그런 건 없어요.” (60대 남성, 송월동 주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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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자 촬영 (2018. 3. 9.)

<그림 5-10> 사례구역 B의 오래된 공‧폐가와 신규 공‧폐가

사례구역 B의 경우 주요 도로에 접한 주택들은 노후되었지만 비교적

관리가 되는 반면, 경사지에 위치한 주택들은 좁고 위험한 계단을 통해

서만 접근할 수 있고 협소한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어 수리나 개축도 이

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주요 도로의 이면에 위치한 골목과 경

사지에서 주로 공 폐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리적 여건이 열악한 특정

부분에 공 폐가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해당 구역에는 주민들이 거

주하고 있는 주택 사이사이에 구조적으로 불량하고 위생 문제가 우려되

는 공 폐가가 분산되어 있어 인근 주택에 대한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기존의 공 폐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

향이 작용하는 한 공 폐가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3) 사례구역 C의 실태 분석

(1) 물리적 여건 및 공 폐가 발생 현황

지자체의 공 폐가 관리 자료에 따르면 사례구역 C(숭의4동)에는 총 3

호의 공 폐가가 있다(그림 5-11 참조). 예측 모델을 통해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 해당 구역의 공 폐가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

되었으나 실제로는 공 폐가가 거의 없는 것이다. 3호의 공 폐가도 방치

된 지 오래된 것으로서, 최근 3년간은 공 폐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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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고 지가가 낮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

한 특성을 보이며, 주택 및 부지의 상태가 노후 불량하고 과소필지나 불

량접도 필지 비율이 높아 물리적으로도 취약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구역에 비해 공 폐가 발생량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사례구역 C는 최고 높이 107m인 수봉산의 기슭에 위치하며, 사례구역

A와 B보다 급경사인 지형 위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왕복 2차선 규

모의 도로가 구역 중심을 지나지만 가파른 경사로 인해 도로가 끊겨 있

거나 도로의 경사가 심해 지구 내부에서의 차량 통행이 쉽지 않은 상황

이다. 주요 도로에 바로 접한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택들

이 도로보다 낮거나 높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경계로 하는 블

록 내부에는 경사진 골목과 계단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하나의 블록

내에 30～40호 이상의 주택들이 밀집하여 있지만 주택으로 연결되는 길

은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는커녕 한 명이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통

로와 계단이 전부이다(그림 5-12 참조).

자료: 남구청, 공‧폐가 관리 자료(2013, 2017)

<그림 5-11> 사례구역 C의 공‧폐가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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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자 촬영 (2018. 3. 24.)

<그림 5-12> 사례구역 C의 협소하고 불량한 통행로

이처럼 사례구역 C는 노후 불량한 주택들이 서로 밀착되어 있어 화재

나 붕괴와 같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은 물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통행하기에 매우 불편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탓

에 일찍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부족으로 2012년에 구역이 해제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저소득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근린의 여건 때문에 환

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시에서는 해당 지구를 2013년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주민협의체를 구성

하여 주민들과 논의한 끝에 공 폐가를 철거하고 도시가스 및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도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주

민 참여를 통한 주택관리소 운영과 노인 일자리 사업, 벽화 그리기를 통

한 경관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였다(그림 5-13 왼쪽 참조). 이 과정에서

구역 중심에 위치한 일부 노후 불량 주택들을 시에서 수용하고 철거하여

소방도로와 주차장을 확보하고 협소한 통로와 계단들을 정비하였고, 현

재는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이전보다 살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림

5-13 오른쪽 참조).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와 달리 공

폐가가 매우 적은 것은 최근에 주거지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한 차례의

공 폐가 정비와 환경 개선을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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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고 나서 많이 나아졌지. 예전에는 여기 다 집이 있어서 다니기도 불

편하고 그랬지. 근데 계단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70대 남성, 숭의 4동 주민 3)

“도로 낸다고 있는 집들을 허물었죠. 구청에서 사 가지고. 아무래도 깨끗해졌

죠... 하수도 공사도 다 하고.” (60대 남성, 숭의 4동 주민 2)

그러나 구역 내에는 사업 당시 미처 정비되지 못한 공 폐가가 여전히

존재한다. 구역 중심에는 지자체에 의해 조사되지 못한 주택을 포함하여

2호의 공 폐가가 있으며, 이들은 소방도로 및 주차장에 접하여 쉽게 눈

에 띄고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그림 5-14 왼쪽 참조). 반면, 구역 북쪽

에 위치한 공 폐가들은 쉽게 노출되지 않는 구석에 위치하여 건축물 앞

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그림 5-14 오

른쪽 참조). 이 외에도 주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들은 심한 경사

와 협소한 도로로 인해 접근이 어렵고, 서로 밀착되어 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택들에 비해 불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연구자 촬영 (2018. 3. 24.)

<그림 5-13> 사례구역 C의 모습과 신규 소방도로

자료: 연구자 촬영 (2018. 3. 24.)

<그림 5-14> 사례구역 C의 공‧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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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폐가 발생의 주요 원인 및 영향

사례구역 C의 한 가운데 위치한 2호의 공 폐가는 소유주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주택의 활용 가능성은 충

분하지만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거주하던 노인이 사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를 얻을

수 없어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마을 중

심부에 위치한 공 폐가가 미관상 좋지 않고 위험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기를 바랐지만, 공 폐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주인을 못 찾아서 그런지 그냥 뒀는데, 이거 오래된 거야. 이거 어떻게 치울

수 없나? 불편하지. 빈집인데 주인을 못 찾아. 그래서 여태 이렇게 놔 둔건데...

이거 없애는 방법 없어요?” (70대 남성, 숭의 4동 주민 3)

“저기 주택은 철거를 못하는 거야. (주택 정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녀가) 10명이면 한 두 사람이 없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한 사람을 지정

해줘야 하는데 안 해가지고...” (60대 여성, 숭의 4동 주민 4)

반면, 사례구역의 북쪽 구석에 위치한 공 폐가들은 노후 불량한 주택

의 상태와 열악한 물리적 여건 탓에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판

단된다. 2호의 공 폐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경사가 심하여 협소한 도

로와 가파른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 불량한 특

성을 보이며, 산기슭 구석에 위치하여 어둡고 위험한 느낌을 준다. 사례

구역 C가 환경 개선을 통해 이전에 비해 살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비해 인구가 많이 줄었죠. 다 이사 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

요.” (60대 남성, 숭의 4동 주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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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례구역 C의 경우 공 폐가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 폐가

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 대부분은 공

폐가로 인한 불편함을 묻는 질문에 구역 중심에 위치한 공 폐가가 보기

에 좋지 않다거나 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시각적인 불편함을 느낀다

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이를 데리고 있던 한 주민은 어두운 밤에는 공

폐가 주변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례구역들과는 달리 방치된 공 폐가로

인해 붕괴나 화재 등의 위험이 우려되거나 공 폐가로 인한 위생 문제가

존재하여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공 폐가 때문에) 불편한건 당연히 있죠, 흉하니까. 지저분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불편한 거죠. 이 집은 깨끗하게 해 놓으면 사람이 또 들어올 텐데...” (60대

여성, 숭의 4동 주민 4)

(3)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

사례구역 C의 경우 2013년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당시 구역 내에 존재하였던 공 폐가와 노후 불량한 주택들이 철거

되고, 소방도로나 주차장과 같은 부족한 기반시설들이 확보되는 등 한

차례 환경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과정에서

철거되지 않은 일부 공 폐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공 폐가 정비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가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지자체에서 공 폐가의 철거

비용을 제공하는 대신 주택 소유주는 해당 부지를 3년 간 공공에 무상으

로 빌려주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현재는 구역 내에 정비가 어려운 공 폐가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저 철거한 집은 3년 동안 구청에다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라고 한 거예요. 잔

디 깔고 공원처럼 쓰면 더 좋겠죠.” (60대 여성, 숭의 4동 주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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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주민들은 주택과 근린

환경 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들은

사업 이후 자체적으로 주택을 수리하고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 이후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유

지관리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며, 조금씩이지만 각자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 주민들이 신경을 쓰지,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다들 외부로 나가고 일

다니고 그래서 활동이나 그런 건 없는데 자기 주변은 정리하고, 깨끗하지.” (70

대 남성, 숭의 4동 주민 3)

“마을 협의회는 그 때 당시에는 운영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도 예전

보다는 마을에 신경을 많이 써요, 많이 나아졌죠. 아무래도 주민들이 호응을 하

니까 사업도 되고...” (60대 여성, 숭의 4동 주민 4)

이처럼 사례구역 C는 주거지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물리적 환경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주민들이 주택과 환경을 관리하는 것

에 관심을 갖게 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주민협의

체는 해산되었고 근린 활성화와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목적으로 마련한

주택관리소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은 주민들의 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7)

여전히 사례구역의 안쪽에는 노후 불량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들

은 통행이 어려운 좁고 불량한 도로로만 접근할 수 있다. 공 폐가와 노

후 불량 주택을 정비하고 일부 환경을 개선하였기에 현재는 공 폐가 발

생과 그에 따른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 폐가 발

생을 촉진하는 요인들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와 같

이 인구가 꾸준히 유출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머지않아 구

역 내에서 상당수의 공 폐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 폐가

27) 인천일보(2018. 1. 9) “주택관리소, 턱없는 일손에 있으나 마나”, 한국일보(2017. 4.

26) “마을 길만 닦고 낡은 집은 여전... 저층주거지 정비 기대만 못해”, 사례구역 C 주

민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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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정비하지 못한

공 폐가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례구역별 특성 비교 및 대응 방향 논의

세 개의 사례구역 모두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 폐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

나 사례구역별로 공 폐가 발생을 촉발시키는 주요 원인과 공 폐가 문제

에 대한 대응 수준이 상이하며, 그로 인해 공 폐가의 발생량과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표 5-3 참조). 공 폐가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여건이나 사회경제적 특성과 같은 환경적 영향에 영

향을 받지만, 그 외에도 사업 시행과 같은 정책적 측면이나 주택 소유주

의 행태 및 주민들의 관심과 같은 관계자들의 심리와 행태에 의해서도

문제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 폐가 문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 폐가 발생이 우려되어 우선 대응이 필

요한 위험구역을 잘 추출하는 것을 넘어 구역별 물리적 여건과 공 폐가

발생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해당 구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시급

하게 해결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어떤 방안이 가장 적합할지를 충

분히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구역 A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사업의 오랜 지연이 주요 원

인이 되어 근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공 폐가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파

악된다.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주택 수리에 제약이 가해짐에

따라 전체 주택의 1/4 정도가 공 폐가로 전환된 상황이다. 공 폐가는 경

사지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 활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었다. 현재는 근린이 거의 황폐화된 상태로서

공 폐가로 인해 안전 및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불안감도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정비구역에서 공 폐가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관리되지 않은 공 폐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특히, 정비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공 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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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해당 구역에서는 공 폐가에 대한 폐쇄 조치를

시행하거나 일부 공 폐가에 한해 철거 후 공원 쉼터를 설치하는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언제 다시 진행될지 모르고 공 폐가의

훼손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공 폐가를 정비하여 활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공원이나 운동시설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그보다는 문제 공 폐가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 편

의를 위해 주차장이나 텃밭 등의 용도로 임시 활용하거나 활용을 보류하

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욱 바람직하다. 또한, 정비가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주들에

게 문제의 심각성과 주택 철거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시키

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려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한편, 사례구역 B의 경우 노후주거지의 재생을 위해 정비사업이나 저

층 주거지 관리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노후 불량한 주택이 많고,

경사지나 협소한 도로 안쪽에서 공 폐가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 자체가

매우 협소하고 구조적으로 불량한데다가 주민들의 취약한 여건상 주택이

관리되지 못하면서 점차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공 폐가는 물리적 환경

이 매우 열악한 특정 부분에 밀집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좁은 골목 안

쪽에 분산되어 분포한다. 대부분 훼손이 심한 상태지만 일부는 최근에

방치되어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밀집된 주택들 사이에 위치하

고 있어 안전 및 위생 문제가 우려되며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

노후 불량한 환경과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취약성이 공 폐가 발생의 원

인이 되고 있는 만큼 해당 구역에서는 공 폐가 정비와 함께 종합적인 환

경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공 폐가가 밀집하여 발생하는 곳

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소하고 불량한 도로나 계단을 정비하고, 필요

하다면 공 폐가를 철거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보한 후 기반시설을 보충하

여야 한다. 한편, 공 폐가 정비에 있어서 상태가 양호한 공 폐가는 소유

주의 활용을 독려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커뮤니티 시설로 활

용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공 폐가는 철거하고 부지를 주차장 및 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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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구역 내에는 노인들이 쉬거나 아

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공 폐가 정비를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문제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 폐가 전환

가능성이 높은 주택의 관리를 지원하고, 소유주 및 주민들의 관심을 유

도하여 자체적으로 공 폐가와 근린환경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례구역 C의 경우 산자락에 위치하여 경사가 가파르고

주거지 내부로의 도로 연결성이 다소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지만, 2013년

에 시행한 주거지 관리사업의 영향으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함에도 공 폐

가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구역 내에는 총 4호의 공

폐가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소유주의 개인 사정이나 수요 감소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이다. 공 폐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

지만 근린의 미관을 저해하는 방해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정비를 요한

다. 해당 구역의 경우 공 폐가 수가 적고 문제가 크지 않은 만큼 개별

공 폐가에 대한 정비와 예방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문제를 해소하

고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4호의

공 폐가 중 2호는 가장 접근하기 쉽고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하며, 상태도

양호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커뮤니

티 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한다면 근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유주 문제로 오랜 시간 방치된 만큼 소유주를 확

인하여 동의를 받거나 동의 없이 공 폐가 정비가 가능한 다른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법의 직권 철거 방안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안쪽에 위치한 공 폐가들의 경우 물리적 여건이 열악하고

기반시설 설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새로운 주택 수요가 없다면

철거하고 녹지화하여 문제 발생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당 구역의 경우 공 폐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택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관심과

자체적 관리가 지속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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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구역 A 사례구역 B 사례구역 C

지역 여건

물리 환경

- 작고 노후‧불량한 

주택의 과도한 밀집

- 협소하고 불량한 도로

- 노후 주택의 밀집 

- 일부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도로

- 심한 경사로

- 협소한 도로와 계단

주민 특성
- 노인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집중

- 노인 비중이 높음

- 다양한 연령층 구성
- 노인 비중이 높음

공‧폐가

발생 특성

발생량
- 100호 이상 발생

  (전체 단독주택의 1/4)
- 10～20호 발생 - 4호 발생

밀집 수준 - 구역 곳곳에 밀집
- 특정 부분에만 밀집

- 그 외 분산되어 있음
- 분산되어 분포

주택 상태
- 대부분 활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

- 대부분 훼손 심함

- 일부는 활용 가능
- 양호하여 활용 가능

공‧폐가

문제 양상

주요 원인
-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제약 및 사업 지연

- 열악한 물리적 환경

- 주택 관리의 어려움

- 소유주 개인 사정

- 수요 감소

주요 영향
- 안전 및 위생 문제

- 사회적 불안감

- 안전 및 위생 문제

- 사회적 불안감
- 미관 저해

대응 수준

- 공‧폐가 폐쇄 조치

- 공‧폐가 정비사업

  (철거, 공원‧쉼터 조성)

- 공‧폐가 정비사업(2호)

- 그 외 대응 없음

- 주거지 관리사업

- 공‧폐가 정비사업(1호)

- 주민들의 관리 노력

<표 5-3> 사례구역별 실태 분석 결과 비교

4. 소결

공 폐가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 폐

가 문제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의 근린환경 특성이 어떠한지, 공 폐가 발

생과 문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 추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위

험구역 및 잠재적 위험구역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사례구역을 선

정하여 현장조사와 주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특히, 위험구역 중에서도

근린환경의 여건이나 공 폐가 발생 수준이 상이한 세 개의 사례구역을

선정함으로써 각각의 근린환경 특성과 공 폐가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비교하여 각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고찰하여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사례구역은 물리

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좁고 낡은 주택들이 밀착되어

분포하고, 한 명이 겨우 지날 정도의 협소한 도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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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행의 불편함은 물론, 붕괴나 화재 등의 사고 위험도 존재한다. 그러

나 주택과 근린환경이 노후 불량하여 동일하게 위험구역으로 선정되었어

도 각 사례구역별로 공 폐가 문제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례구역별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사례구역 A는 근린의 취약함에 정

비사업의 지연이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여 구역 전체가 황폐화된 반

면, 사례구역 B는 주요 도로 주변은 양호한 상태로 별 문제가 없으나 좁

은 도로로 연결된 블록 안쪽에 공 폐가가 분포한다. 사례구역 C는 5년

전 추진된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을 통해 근린환경이 개선되어 현재는 공

폐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모든 사

례구역은 주택 대부분이 노후 불량한 상태이며, 근린환경 또한 열악하므

로 그 정도가 다를 뿐 공 폐가 발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즉,

위험구역 또는 잠재적 위험구역으로서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

되는 상태인 것이다. 물론 현재도 공 폐가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

기는 하지만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례구역별 공 폐가 발생 특성과 공 폐가

문제의 발생 원인 및 영향을 고려하여 각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모

색하여 보았다. 사례구역 A의 경우 공 폐가의 대부분이 활용 불가능한

상태이며, 정비사업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때문에 공

폐가의 활용이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보다는 공 폐가를 철거하여 해당 부

지를 잘 관리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B는 공 폐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노후

불량한 환경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

폐가 정비와 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공 폐가를 정비

할 때에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거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

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C의 경우 공

폐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현재 존재하는 공 폐가 중 활용 가능성

이 높은 일부를 주민 편의를 위해 활용하고, 활용이 어려운 나머지는 철

거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리적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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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지 않도록 하여 공 폐가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동일한 위험구역이라 하더라도 각 구역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모든 위험구역에 대해 기본적으로 문제가 심화되

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대

상으로 하는 주택 관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고 구역을 재활성화 하는 과정에서 주

민들이 공 폐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 폐가와 주거환경을 직접 관리하

도록 유도함으로써 공 폐가 문제의 해소는 물론 근린 활력을 높이는 기

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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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 폐가 관련 제도와 정책들을 살피고 공 폐

가 문제에 대한 대응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제도들의 문제점과 대응 과

정에서의 한계를 고찰하였으며, 더 나아가 공 폐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

한,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적실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들을 고찰하여 공 폐가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

용들을 종합하여 도시 관리 측면에서 공 폐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1. 국내 공 폐가 관련 제도 및 대응 현황

지역 쇠퇴와 공 폐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몇

년 간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며, 현재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부 수준에 따

라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이 다소 상이하므로 본 연

구에서는 정부 수준별로 법제도 및 정책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앙정부는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공 폐가 관리의 법적 기반을 제

시하고, 부처별로 공 폐가를 비롯한 노후 불량한 주택 밀집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과 쇠퇴지역 및 낙후지역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정책을 마련

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희연 외, 2017: 315). 사업 시

행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공 폐가 관

리나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

는 것이다. 한편, 각 지방정부는 공 폐가 관리의 실질적 주체로서 공 폐

가의 현황과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 폐

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자체적인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중앙정부

의 정책 방향에 맞춰 노후 또는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 사업을 시

행하거나 자체적인 공 폐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 폐가 문제에 대응한다.



- 139 -

최근에는 공 폐가를 근린 재활성화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도시재생 사업

과 연계하여 공 폐가를 정비하고 활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1) 공 폐가 관련 법제도 및 정책

(1) 중앙정부의 공 폐가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공 폐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 폐가

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여 왔다(표

6-1 상단 참조). 농촌지역의 공 폐가 관리에 대한 사항은 「농어촌정비

법」에 의해 비교적 일찍부터 마련되었지만 도시지역 공 폐가 문제에 대

한 법제도가 마련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2016년 1월에 개정된 「건축

법」상에서 공 폐가가 공익상 유해하거나 공공시설 확충에 장해가 되는

경우 소유주에게 철거 조치를 명하거나 직권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

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도시지역 공 폐가를 대상으로 행정 명령과 직권

철거가 가능함을 처음으로 법에서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

이나 건축법에서 제시하는 공 폐가에 대한 행정 명령은 소유주 미동의,

법적 절차의 복잡성,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김진하 남진, 2016: 114; 허전, 2016: 53).

공 폐가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관련 논의가 심화되면서 2017년 2

월에는 공 폐가 정비를 활성화하고 공 폐가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해당 법은 시장 군수 등 지자체 장에게 공 폐가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주택 및 소유

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정보, 수도 및 전기요금 등

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 폐가 정

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공 폐가가 안전사고의 우려

가 높거나 공익상 유해한 경우에는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도 포함한다. 또한, 공 폐가를 개량, 철거, 활용하는 정비사업과 노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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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지

방정부 차원에서 공 폐가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은 공 폐가 실태조사에 대한 법

적 근거, 공 폐가 판별 기준, 행정 조치 대상 기준, 구체적인 관리 방안

등이 부재하고, 공 폐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에 바탕을 둔 체계적

인 관리보다는 물리적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어도 공 폐가의 관리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2월에

시행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 정비사업에 이르기

까지 공 폐가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보다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공 폐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공 폐가의 개량 및 철거를 지원하거나 공 폐가

의 활용을 도모하고, 공 폐가 및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공 폐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공 폐가나 그 부지를 활용하여 쇠퇴한 근린

을 재활성화 하는 논의도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노후 불량한 주거지의 물리적 개선과 쇠퇴지역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주관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공 폐가 문제의 해소에 초점

을 둔 것은 아니지만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공 폐가의 철거와

활용이 함께 추진되기 때문에 공 폐가 관련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

업)과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표적이다(표 6-1 하단 참

조). 특히, 2015년부터 시행된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생

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과 관련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데 초

점을 두고 있다. 2017년부터는 쇠퇴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재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어 주택 정

비와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통해 주거 활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도 이

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인천시 구도심의 경우에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3년 간 새뜰마을 사업이 3차례 시행되었으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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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동구 화수동 및 송림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

되어 사업 추진 과정에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해한 공 폐가를 철거하

여 임대주택이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쇠퇴지역

의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법제도

건축법

- 공익상 유해하거나 공공시설 확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소유주가 철거를 따르지 않으면 직권 철거 가능

소규모주택

정비법

- 정비계획 수립‧시행

-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이 우려되거나 공익상 유해한 경우 철거 명

령 및 직권 철거 가능

정책

사업

국토

교통부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 도시재생사업(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우리동네 살리기)

농림부

- 농어촌 빈집정정보제공사업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자료: 관련 법령 및 정부 관련 사업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6-1> 중앙정부의 공‧폐가 관련 법제도 및 정책

(2) 지방정부의 공 폐가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공 폐가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

고 현재 발생된 공 폐가를 적절히 관리할 목적으로 자체적인 공 폐가 관

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는 2011년 10월에 국

내에서 처음으로 공 폐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공 폐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국가 차원에서 공 폐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 관련 조례 제정이 증가하여 2017년 12월 기준 전국 68개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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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 폐가 관리 조례에는 일반적으로

공 폐가 관리 지원 계획, 지원 대상, 공 폐가의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례가 지나치게 형식적인 내용만을 담

고 있어 작동 가능성이 없거나, 소유주의 공 폐가 관리나 공공의 공 폐

가 정비에 대한 내용 역시 강제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큰 효력을 갖

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허전, 2016: 43).

한편, 각 지방정부는 지역 내 공 폐가에 대한 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

하고,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 폐가 정비를 포함한 노후주거

지의 환경 개선사업 및 재생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주거지 관리

사업이나 공 폐가 정비사업 등을 운영하여 공 폐가를 정비한다. 지방정

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 폐가 관리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별로 공

폐가 문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공 폐가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나 사업 방식이 다소 상이하다(표 6-2 참

조). 그러나 대부분은 방치된 공 폐가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막기

위해 해당 주택을 철거하거나 수리한 후 공원, 텃밭, 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등의 공공시설로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여기에는 부족한 기반

시설을 보충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약화된 근린 커뮤니티를 강

화시키고 쇠퇴지역 및 낙후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 폐가를 리모델링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된다. 서울시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나 부산시의 햇살둥지 사업, 인천시

의 폐 공가 관리사업이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공 폐가 관련 정책의 대

표적인 예다. 최근 들어 공 폐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관

련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가되거나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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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주체 정책 사업

법제도
공‧폐가

관리 조례

- 관리 지원 계획 수립‧시행

- 관리 및 활용 방법 제시

주요

정책

서울시
-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 빈집 리모델링 주택 공급 사업

부산시

- 폐가 철거 사업

- 햇살둥지 사업

- 착한텃밭 조성 사업

- 정책이주지 그린존 프로젝트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인천시 - 폐‧공가 관리사업

대구시 - 폐‧공가 정비사업

광주시

- 공‧폐가 정비사업

- 문화전당 주변 공‧폐가 문화시설 조성

-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대전시 - 정비구역내 공‧폐가 관리 대책

자료: 지자체 조례 및 관련 사업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6-2> 지방정부의 공‧폐가 관련 법제도 및 정책

2) 지방정부의 공 폐가 문제 대응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방정부 단위에서 공 폐가 현황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정책 사업을 마련하여 공 폐가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공 폐

가 문제의 실질적인 대응 주체인 지방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여 문

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지역인 인천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 폐

가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정책과 대응 실태를 살펴보았다. 대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시와 각 구 단위에서 발행한 문헌들과 관련

기사를 참고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도하였다(표

6-3 참조). 인터뷰 시에는 공 폐가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문제 해

소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책 수행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며, 그 외에도 공 폐가 관리에 대한 추가적

인 의견이나 앞으로의 대응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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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상 담당 업무

인천광역시청 주거환경과 직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관리

동구청
도시재생과 직원 정비구역 공‧폐가 관리 전반

도시건축과 직원 일반지역 공‧폐가 관리 전반

중구청 도시재생팀 직원 폐‧공가 철거 사업 관리

남구청 도시정비과 직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관리

<표 6-3> 지방정부의 대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 대상

인천시의 경우 아직까지 자체적인 공 폐가 관리 조례를 마련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남구와 계양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 폐가 관리

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범죄 예방

을 위한 순찰 강화나 폐쇄 조치에 대한 사항, 공가 활용 사업에 대한 간

략한 설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포

괄적인 내용만을 나열하고 있어 실효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 폐가 현황 파악에 대한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

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공 폐가 현황을 조사하여 왔다. 시에서는 매년 구

단위에서 수집된 자료를 집계하여 공 폐가 현황을 파악한다. 각 구에서

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하거나 주민신고에 의존하여 공

폐가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에 명시된 대로 전기와 수도 사용 자료를 활용하고, 실

태조사를 시행하여 공 폐가의 현황을 파악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이 시행이 되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죠. 현재 구별로 실태조사를

하라고 얘기하는 중이고, 올해 안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수기로 했는

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고 해요. 위험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게

되어있기 때문에 점수표를 만들어서 분류하고 관리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

려 하는 중이에요.” (인천광역시청 공 폐가 관리 담당 공무원)

최근에는 공 폐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지방정부 수준에서 자체적인 공 폐가 관리 사업이 마련되어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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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이다. 인천시 역시 2013년부터 폐 공가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공

폐가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어촌 공 폐가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시에서 공 폐가 문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현재 폐 공가

관리사업이 유일하다. 사업은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와 같이 공 폐가

발생이 두드러지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특히 정비구역 내 공

폐가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8) 시에서는 각 구에서 제시한 공 폐가

관리 계획에 기반하여 공 폐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분배하여 보조하

고, 각 구에서는 직접 조사하여 작성한 공 폐가 관리 목록을 토대로 사

업 대상을 선별한 후 공 폐가를 정비한다. 공 폐가 문제의 심각성이 높

아지면서 인천시 폐 공가 관리 사업의 예산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공

폐가 정비 수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표 6-4 참조).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리모델링할 것은 리모델링하고,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것은 조치하고. 일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어요.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구에서 (예산을 추가하여) 실행하는 식

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청 공 폐가 관리 담당 공무원)

구분
폐‧공가 

누적 총계(호)

해당 년도 

폐‧공가 수(호)

정비 예산(시/구)

(백만 원)

정비 총계(호)

(해당 년도 정비)

2018(계획) - - 1,320 (792/528) 1,051(132)

2017 2,550 1,631 570 (342/228) 919(117)

2016 2,534 1,732 680 (258/422) 802(213)

2015 2,302 1,713 430 (258/172) 589(286)

2014 1,737 1,434 485 (291/194) 303

자료: 인천광역시, 2018년도 폐‧공가 관리계획

<표 6-4> 인천광역시 폐‧공가 관리사업 예산 및 정비 결과

28)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폐 공가 관리사업의 대상이 정비구역 내의 공 폐가로 한정되는

것은 정비구역의 경우 공 폐가 정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일반지역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81조 3항에서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정비구역 내 공 폐가 정비의 근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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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구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자체적인 공 폐가 관리 정

책을 마련하기보다 시에서 운영하는 폐 공가 관리사업의 틀에 맞춰 공

폐가를 관리하고 있다. 구청에서는 시에서 보조하는 관리 예산에 자체적

인 예산을 더하여 공 폐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공 폐가의 정비는 주로

공 폐가를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

는 등 물리적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 폐가 정비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며, 공 폐가 관리 목록 내에서 위험

한 공 폐가를 임의로 선별하여 소유주에게 철거 동의를 받고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소유주가 동의하면 공 폐가를 철거하여 공원이나 쉼터를 조성

하지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을

폐쇄하고 안내 표지를 부착한다.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시설이

나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한 사례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그 수는 많지 않

은 것으로 파악된다.29) 그러나 이러한 공 폐가 정비사업은 시의 폐 공가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주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어

근린이 황폐화 되고 공 폐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정비구역에서만 집중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반지역

에서는 공 폐가가 발생하더라도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

으며, 소수의 활용 가능한 공가만을 커뮤니티 시설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공 폐가를 철거하여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모든 구에서 재생 부서와 건축 부서가

정비구역과 일반지역의 공 폐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

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지는 모르나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원활한 현황

파악과 대응을 막는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개발 구역 내) 공 폐가 소유주에게 철거 동의서를 돌리고 사인을 받아서

철거를 해요. 가능하면 주차장이나 쉼터 같은 공공용지 조성을 추진해요. 아니

면 출입을 못하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동구청 공 폐가 관리 담당 공무원)

29)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마을 박물관(남구 도화동), 경로당(남구 도화동), 임대주택(동구

화수동, 송림동)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인천광역시 2017. 2. 2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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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폐가 중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소유주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사회적 기업이나 작가들한테 무상으로 3년 동안 임대를 하도록 해요. 그

런 식으로 공가 활용을 추진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엔 철거를 해서 텃밭이

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남구청 공 폐가 관리 담당 공무원)

“(일반지역에서는) 위험성이 발견되면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철거라든지

안전 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없고 조치 권고 정도만 하

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

에...” (중구청 일반지역 공 폐가 관리 담당 공무원)

한편,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공 폐가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

에서 공 폐가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문제는 공 폐가에 대한 현황 파

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 폐가 판별의 기준이 부재

하고 관련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아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

나 주민 신고에 의존하여 공 폐가 현황을 조사하는 상황이다. 또한,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공 폐가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 폐가의 관리가 정비구역과 일반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공 폐가 정보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30)

“위험하거나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 건물을 주관적인 기준에서 폐 공가라고

정의했어요. 구에서 조사하기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인천광역시청 공 폐가 관리 담당 공무원)

“저희 부서에서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공 폐가만을 담당해요. 일반지역의

공 폐가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정확히 되진 않고...” (동구청 공 폐가 관리 담당 공무원)

공 폐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더라도 정비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

를 마주하게 된다. 공 폐가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30) 지자체의 공 폐가 자료를 살펴보면,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 시 부서 간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않아 정보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어 현황 자료 자체가 부정확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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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 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유주는 이에 민감하

게 반응하며 정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방치된 지 오래된

주택이나 무허가 주택은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건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공 폐가로 인한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직

권철거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고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소유주의 자발적 관리와 공공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소유주의 주택 관리를 의무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법에서는 주민들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철

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 폐가가 많아서 전체적으

로 정비를 하려고 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 해요. 공 폐가가 계

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수정을 해 나가야 할 것 같

아요.” (인천광역시청 공 폐가 관리 담당 공무원)

이 외에도 공 폐가 관리 방안이 물리적 정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 공 폐가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대부분

지방정부가 직접 공 폐가를 구입하거나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철거나 수

리를 거친 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

크고, 예산 부족으로 공 폐가가 충분히 정비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 공 폐가의 정비만으로는 공 폐가 발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작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역 특

성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물리적 정비 외에도 공 폐

가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철거를 하는 경우에 구에서 전체 지원을 해줬어요. 지금은 그렇게

는 안 되고 아예 구에서 사야 해요. 전에는 철거가 필요한 주택을 (철거해주고)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죠.” (남구청 공 폐가 관리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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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수준의 대응 실태를 종합하면, 공 폐가 관리에 대한 명확한

체계나 관리 기준이 부재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으며, 공 폐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고찰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단순히 개별 공 폐가를 철거하

거나 수리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데 집중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비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공 폐가에 대한 대응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새뜰마을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

업의 틀 안에서 일부 노후주거지에 대한 환경 개선과 함께 공 폐가 정비

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수는 매우 한정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천

시 구도심 지역에만 한정된 내용이 아니며, 다른 지역에서의 공 폐가 문

제에 대한 대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3) 공 폐가 관리의 한계와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 폐가 관련 법제도와 현재 수행되고 있

는 다양한 공 폐가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공 폐가 대응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 폐가 문

제의 원활한 해소를 방해하는 제도적 문제 및 대응 상의 한계가 존재함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공 폐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

하다. 현재의 공 폐가 관련 법제도는 공 폐가 관리에 대한 형식적인 내

용만을 담고 있어 실제 공 폐가 정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

다. 공 폐가 정비의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공 폐가 관리에 대한 구

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효율적인 공 폐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것이다. 공 폐가의 판별 기준이나 조사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

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정비가 필요한 공 폐가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원활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또한, 관련법에는 필요한 경우 공공이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직권 철

거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공공 개입의 타당성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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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적 기반이 약하여 강제력이 없고 절차가 복잡한 탓에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소유주 확인이 불가하거나 소유주가 정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 폐가를 정비할 수 없다는 것은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된다. 한편, 공 폐가 문제를 예방함에 있

어서 소유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의 법제도 상에는 소유

주의 자체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둘째, 공 폐가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비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쇠퇴지역의 공 폐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재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과 분석을 토대로 대응 우선순위를 정한 후,

공 폐가 발생의 원인과 문제의 양상을 고려하여 근린 특성에 맞는 적합

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재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과정과 방법을 살펴보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면밀한 분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공 폐가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관리 방향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공 폐가

를 정비하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 폐가 정비 과정에

서 근린 특성에 대한 고려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공

폐가를 정비하여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환경 개

선 사업이나 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 폐가의 특성이나 근린의

상황을 고려한 활용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매우 한정된 경우이며,

일반적인 공 폐가 정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못한다. 한

편, 공 폐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 폐가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

적 대응도 요구되지만 관련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셋째,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 물리적 정비에만 집중되어 있

다. 관련법이나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공 폐가의 철거에 대한 내용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 폐가 활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극히 일부에 속한다. 지방정부의 대응 실태를 통해서도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이 공 폐가의 철거나 리모델링 같은 물리적 정비에 한해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거 후에는 대부분 공원 및 쉼터, 기반시설

로 활용되도록 한정되어 물리적 정비의 스펙트럼도 매우 좁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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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방정부 수준에서 공 폐가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에 노력을 기울

이고 있지만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마련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공 폐가 정비를 반복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일

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으나 공 폐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 정비를 하여도 또 다시

공 폐가의 발생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보다는 공 폐가 발생의 원인

이나 근린 특성을 고려하여 공 폐가 문제의 해소는 물론 근린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공 폐가 문제가 심화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이 마련되는 추세이

다. 그러나 아직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 구축도 미

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공 폐가가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

를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공 폐가 관리의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도시 관리 차원에서 공 폐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2. 국외 공 폐가 관련 제도 및 대응 사례31)

해외 국가들은 일찍부터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들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왔다.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달라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소 상이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해외 공 폐가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김진하 남진, 2016; 이동훈, 2017;

이재우, 2013; 임유경 임현성, 2012; 임준홍, 2017; 정수은, 2016). 공 폐가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들을 고찰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

로 공 폐가 관련 제도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31) 본 절은 ‘이다예 유재성(2017), 일본 미국 영국의 빈집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20(3), 103-118.’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 152 -

1) 미국의 관련 제도 및 대응 사례

미국의 경우 개별 공 폐가 관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커뮤니티의 발

전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근린 안정화 프로그램(NSP)과 최다피해구제

기금(HHF)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 폐가 관리 예산을 지원하

면, 지방정부는 공 폐가 관리 조례와 공 폐가 정보 구축, 수리 보조금 지

원, 금융 문제 상담 등의 제도들을 마련하고 지역의 민간단체와 협력하

여 공 폐가의 정비와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전문가로 구성

된 민간단체들도 공 폐가의 정비와 활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 폐가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취한다. 첫 번째는 주택 소유주가 직접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소유주의 자발적 관리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제도에 근거하여 공공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뒷받침

하고자 건축물 유지관리 및 공매 처분 관련 법규와 소유주에 대한 재정

지원, 세금 감면, 채무 면제, 상담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전략, 비영리 단체

로의 소유권 이전 및 법정 관리 전략, 주택 활용을 위한 저소득층 및 구

매 희망자 지원 전략 등을 활용한다(Accordino and Johnson, 2000: 307).

먼저, 시정부는 건축물 유지관리 조례 안에 공가 등록 및 관리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공 폐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일정 기간 이상 주

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유주는 등록비를 지불하고 해당 주택을 등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 관리 법규에 근거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

소한의 관리를 지속하여야 한다. 일부 도시에서는 소유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는 주택에 대한 소유주

의 자발적 관리를 이끌어내고 공 폐가의 철거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장치

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에 20개에 불과하였던 공가 등록 조례는 2012

년에 550개 이상으로 증가하며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공 폐가 관리 수단

이 되었다(Martin, 2014: 369). 한편, 소유주에 의해 주택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세금 체납을 근거로 압류나 법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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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양도를 수행하여 공공이나 제3섹터가 방치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은 자산을 획득하여 판매하거나 철거하는 방식

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은행이 소유권을 획득하여

부채를 없애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권한을 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토지은행은 정부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문제 주

택이 지역 사회의 자산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32)

공 폐가로 인해 근린 황폐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도시들은 앞서 언

급한 법적 제도들 외에도 공 폐가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공 폐가 문제에 대응

한다. 이들은 가장 먼저 공 폐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를

구축한 후, 구축한 정보를 토대로 문제를 분석하여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근린의 안정화와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근린 단위에서 문제에 접근하여 문제 요소를 제거하고,

더 나아가 근린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여 왔다.

산업이 쇠퇴하면서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경험한 디트로이트 시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약 1/3 정도가 방치될 정도로 지역이 황폐화 되었고, 시

에서는 2013년에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조직(Detroit Blight Removal Task Force)을 설립하였다(Detroit Blight

Removal Task Force, 2014). 이들은 공 폐가에 대한 자체적인 정의와

기준을 수립하고 주민들과 협력하여 공 폐가 정보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정보시스템을 구

축하여 실시간으로 공 폐가 현황과 근린 수준의 특성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 폐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제 예방 차원에서

방치가 예상되는 잠재적 공 폐가까지 관리한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공

폐가 문제를 진단한 후 방치 주택의 철거 사업을 수행한 결과 주거환경

이 개선되고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33)

32) 미국의 유휴 방치부동산 관련 비영리 단체인 커뮤니티 진보를 위한 센터(Center for

Community progress; CCP) 홈페이지의 토지은행 관련 내용을 참고하였다.

33) 2014～2015년에 공 폐가 한 호를 철거할 때마다 근린의 주택 가치가 평균 4.2% 상

승하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다(Detroit Land Bank Authorit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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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인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녹지화를 통해 공 폐가로 황폐

화된 근린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시정부는 필라델피아 원예협회와 함께

토지 돌봄 프로그램(Philadelphia Land Care Program)을 시행하고 근린

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 폐가를 철거한 후 해당 부지의 정화와 녹지화를

진행하였다. 사업은 노후 불량한 주택들이 분포하고 저소득층이 거주하

여 근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공 폐가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공

폐가 문제의 해소는 물론 부동산 가치 향상과 건강 증진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Heckert and Mennis, 2012; South et al., 2015).

2) 영국의 관련 제도 및 대응 사례

영국의 경우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공 폐가를 주택 자원

으로 인식하고, 공 폐가 관리의 목표를 주택 자원 확보에 두고 있다. 중

앙정부는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공가의 활용

을 촉진하기 위해 공가 프로그램(Empty Home Programme)이나 신규

주택 보너스(New Homes Bonus)와 같은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정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중앙정부의 공가 프로그램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사업

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한 후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HCA, 2011; HCA, 2013). 또한, 신규 주택 보너스는 주택 개발

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제공되는 재정적 인센티브로서, 2008년 금

융 위기 이후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DCLG,

2011; DCLG, 2014). 가용 주택의 증가에 따라 6년 간 인센티브가 지급되

므로 지방정부가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작용한

다. 이러한 제도들은 공가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내 공 폐가에 대한 현황 파악을 수행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공 폐가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필요한 경우 법적 근거를 가진 행정 명령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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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법, 건축법, 주택법, 공중보

건법 등 여러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지방정부가 공 폐가 발생을 억

제하고 위해성을 해소하여 관리 및 활용을 유도하도록 한다. 특히, 지방

정부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지방정부세(Council Tax)는 공가 발생을 줄

이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과거에는 사용되지 않는 주택의

지방정부세를 감면해주었으나 2003년에 제정된 지방정부법에서는 공가에

주어지던 세금 감면율을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2013년에는 2년 이상 빈 공가에 세금을 5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공가 프리미엄(Empty Tax Premium) 제도가 추가되면서 지방

정부세가 공가 문제 해소에 기여하게 되었다(DCLG, 2013: 3). 한편, 주

택이 기능상의 결함이 있거나 안전 및 위생상 위해한 경우에는 건축법,

주택법, 지방정부법, 공중보건법, 환경보호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지방정

부가 소유주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이 공익적 목적에서 강제매수명령(CPOs), 강제매도

(ESP), 공가관리명령(EDMOs)과 같은 행정명령을 취할 수 있다. 강제매

수명령은 토지 수용을 위한 법적 권한으로서 공공이 직접 공가를 활용하

거나 철거할 때 공가 구입을 위해 활용하며, 강제매도는 부채를 회수하

도록 설계된 법적 권한으로서 주택 관련 부채가 있고 공공이 직접 매수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활용한다. 공가관리명령은 공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명령이 시행되면 지방정부는 주택 재판

소의 승인을 받아 소유주 대신 주택을 관리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는 지역 차원에서 주택 수요와 공가 현황을 파악하여 자체적

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공가의 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법에 따른 공가의 지방정부세

조정 권한과 강제매수명령, 강제매도, 공가관리명령 등의 행정명령, 중앙

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가를 재활용하고 주택 자

원으로 활용하는데 집중한다(이재우, 2013; 정수은, 2016). 또한, 주택시

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 공급 업자들

과의 파트너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과의 파트너십, 무주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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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가 활용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여 문제에 대응한다.

일례로 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은 공가가 7천 호에 달했던 리버풀 시

에서는 시장의 주도로 2012년부터 공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공가 관리

를 시도하여 왔다(Liverpool City Council, 2014). 우선적으로 공 폐가 발

생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정부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공가 프리미엄을 부

과하였으며, 중앙정부의 보조금 제도와 행정명령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리버풀 시에서는 먼저 공 폐가의 현황을 분석하여 공 폐가가 가장 많이

밀집된 근린을 추출하고 우선 대응을 실시하였다. 공가로 추정되는 주택

전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구축하여 각 경우에 적용할 수 있

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가를

다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

키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더 나아가 주택시

장 내 임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유주 인증 및 평가 제도와 인센

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는 공가의 관

리를 맡기며 저렴하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3) 일본의 관련 제도 및 대응 사례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과소지역을 중심으로 공 폐가 발생이

급증하고, 관리되지 않은 공 폐가로 인한 근린 황폐화 문제가 심화되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4년에 「공가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고 문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해당 법은 공 폐가 관리를

위한 정부 수준별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공 폐가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 차원의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공 폐가를 관리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안전 위생 경관 생활환

경 측면에서 근린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공가를 ‘특정 공가’로 분류하

여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이 직접 개입하여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

고 있다. 또한, 법에서는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면서 공 폐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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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 및 상속세를 조정하도록 하여 소유주가 주택을

방치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과거에는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주택용지 특례 제도 때문에 주택이 노후 불량하더라

도 소유주가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나 2015년 세제 개정 이후

로는 특정 공가에 대해 특례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34) 주택 상속

시 양도 소득 금액에 대한 특별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인이 주택을 방치

하지 않고 활용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 이는 노인이 사망한 이후 주택

이 방치되는 문제가 증가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마련된 것

이다. 이와 더불어 소유주의 의식 함양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법제도를 마련하여 공가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국토교통성의 공가 대책 지원사업과 공가 재생

추진사업, 총무성의 과소지역 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시행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의 공 폐가 관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가장 주요한

사업인 공가 재생 추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가의 철거 또는 재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나 민간이 시행

하는 사업을 ‘철거형’과 ‘활용형’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금

액의 일부를 보조한다. 공 폐가를 철거한 후 공원으로 활용하거나 주택

을 리모델링하여 다시 활용하는 경우에 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상황에 맞는 공

폐가 관리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자체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기본

적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공 폐가 정보를 구축하고,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한다. 또한, 공 폐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주의 관리 의무를 강조하며, 주택 관리나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주민

인식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철거 및 수리 지원 프로그램, 주택 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고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적 대응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중앙정부 국토교통성에 의해 공 폐가 관리 우수 사례로 선정된 오카

야마 시에서는 2015～2016년에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체

34) 공가에 대한 재산세와 상속세 조정에 대한 부분은 일본의 「공가 등 대책 추진에 관

한 특별조치법」기본 지침의 8. (2)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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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노후도와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 폐가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대응 우

선순위를 설정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후쿠오카 현에서는 공가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여기서는 주택에 대한 자발적 관리

가 이루어지도록 주민 의식 계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별 정비에서부터

지구 단위의 환경 개선책까지 공가 상태나 발생 밀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대응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가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모든 지방정부에서 공가은행 제도를 운영하여 공가

의 활용을 지원한다. 공가은행은 주민과 부동산 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

로부터 지역의 공가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여 주택 소유자와 활용 희망

자를 중개하는 시스템으로서 공가의 활용을 도모하고 지역 거주를 적극

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최근에는 공가은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국 단위의 공가은행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상의 국가별 공 폐가 관련 제도들을 정리하면 <표 6-5>과 같다.

구분 미국 영국 일본

관리

체계

• 연방정부: 재정 지원

• 지방정부: 공‧폐가 관리 전반

• 지역단체: 공‧폐가 활용 사업

• 중앙정부: 지침 제시, 재정 지원

• 지방정부: 공‧폐가 관리 전반

• 민간단체: 빈집 활용 사업 

• 중앙정부: 지침 마련, 재정 지원

• 지방정부: 공‧폐가 관리 전반

• NPO: 공‧폐가 활용 사업

법

․

조례

• 지방정부

- 공‧폐가 관리 조례

(공‧폐가 등록 및 관리 제도)

• 중앙정부

- 지방정부법(세금 조정)

- 건축법‧주택법 등(위해성 제거)

- 행정명령(CPO,s ESP, EDMOs)

• 중앙정부

- 공가대책특별조치법

• 지방정부

- 공가 관리 조례

정책

수단

• 연방정부

- 공‧폐가 사업 재정적 지원

• 지방정부

- 공‧폐가 조사 및 정보 구축

- 철거 및 활용 사업 지원

- 금융 문제 상담

- 토지은행을 통한 압류 및 판매

• 중앙정부

- 공‧폐가 사업 재정적 지원

• 지방정부

- 지방정부세 조정

- 공‧폐가 조사 및 정보 구축

- 민간단체 공‧폐가 사업 지원

- 취약계층 주택 활용 지원

- 공‧폐가 상담, 주택시장 개선

• 중앙정부

- 공‧폐가 관련 사업 지원

- 특정공가에 대한 세제 개편

• 지방정부

- 실태조사 및 대책계획 수립

- 특정공가에 대한 행정 명령

- 공가은행 운영

- 상담, 진단, 수리비 지원 등

자료: 이다예‧유재성(2017), 114p의 표 내용을 일부 수정함.

<표 6-5> 미국, 영국, 일본의 공‧폐가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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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공 폐가 관리 체계 및 관리 방안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공 폐가 대응 지침과 보조금을

제공하면, 지방정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 폐가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를 구축하고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다

양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공 폐가 관련 법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취

하는 접근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그림 6-1 참조).

먼저, 주택 관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예방적 차

원에서 소유주의 주택 방치를 억제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공 폐가 발생

은 지역과 근린의 인구 사회, 시장 경제, 법제도 및 정책, 물리적 특성에

의해 촉진되지만, 주택 방치의 결정은 결국 소유주의 선택에 달린 것이

다. 따라서 소유주가 주택을 방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공통적으

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공가 등록 제도나 영국과 일본의 주택 관련

세금 조정이 소유주의 주택 방치를 억제하는 정책에 해당한다. 또한, 주

택 관리나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

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택 철거와 수리를 돕는 지원책도 다

양하게 마련하여 공 폐가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자발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아 공 폐가가 발생하고, 근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는 관련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공공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공 폐가는

인근에 위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급한 관리를 요한다. 공공은

근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문제를 야기하는 공 폐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행정 명령을 통해 소유주가 주택을 철거하거나 수리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또한, 공공의 재정 지원을 토대로 공 폐가의 개선을 권

유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제 3자나 특정 기

관에 권한을 이전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한다.

한편, 공 폐가 자체를 관리하는 것 외에도 근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공 폐가 발생을 촉발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공 폐가의 발생을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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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린의 문제로 인해 공 폐가 발생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는 환경을 개선하여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공 폐가를 근린 활성화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적

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근린의 발전을 꾀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에 비

해 공급이 많아 주택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도시 축소 차원에서 공 폐

가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 해당 부지를 녹지화 하거나 커뮤니티 시설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약화된 경우에는 구조적 문제

를 개선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을 위해 공 폐가를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근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

서 지역 단체나 주민들과 함께 근린의 문제를 논의하고, 더 나아가 직접

문제를 해소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커뮤니티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사례 국가들은 지역적 차원에서 공 폐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며, 해당 지역의 공 폐가 발생 특성과 지역

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을 시도한다.

특히,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여 공 폐가 발생을 억제하고, 공공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공 폐가 자체의 정비나 활용에만 집중하지 않고,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는 환경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법적 권한에의한
공공의주택 관리 개입

- 철거 명령
- 수리 및 활용 권유
- 권한 양도 후 관리

소유주
주택 관리 의무

- 주택 관리 법규
- 재산세 조정
- 주택 관련 상담
- 소유주 교육

주택 단위

공·폐가개별 정비 공·폐가발생 예방공·폐가발생 억제

근린환경개선

- 물리적 환경 개선
- 주택 시장 개선
- 주민 인식 개선
- 공·폐가 활용을 통한

커뮤니티 강화

지역 단위

<그림 6-1> 국외 공‧폐가 관리 체계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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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폐가 문제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 모색

1)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1) 공 폐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 폐가 문제를 원활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 폐가 관리를 시행하기

에 앞서 공 폐가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막 공 폐가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다. 공 폐가 관련 법제도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공 폐

가 관리에 대한 실용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내용들만을 규정하고 있

다. 공 폐가의 판별 기준이나 공 폐가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 및 절차,

정비 대상 공 폐가의 기준이나 정비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

어 공 폐가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 마련되었지만 현황 파악이나

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각 지방정부는 공 폐가의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 폐가에 대

한 명확한 정의나 판별 기준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공 폐가를 구분

하고 있다. 이는 공 폐가 정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적 차원에서 공 폐가의 현황이나 문제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

되지 않는 상황이며, 문제에 대한 대응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 폐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 폐가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정부가 공 폐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소유주와의 마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법이나 소규모

주택정비법에는 공 폐가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철거 명령을 내려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직권철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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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소유주가 주택을 관리하지 않아

공 폐가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면 공공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도록 공공 개입의 타당성을 명확히 하고, 공공의 법적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 관리에 대한 소유주의 무관심은 공 폐가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공공의 공 폐가 관리를 어렵게 하는 장애

물로 작용하므로 소유주의 주택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소유

주의 주택 관리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험구역의 실

태를 통해 보았듯 소유주가 공 폐가의 관리에 의무를 느끼지 못하고 방

치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일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비에 동의

하지 않는다. 특히, 쇠퇴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이나 재생사업을 기대하며

노후 불량한 주택을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실제 해외에서는 공 폐가 발생을 억

제하기 위해 공 폐가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거나 관리되지 않는 주택

에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소유주로 하여금 공

폐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소유주가 직접 주택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공이나

제 3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공 폐가 신탁 제도를 운영하거나, 민간 부문

에서 주택 관리와 수리 및 임대 과정을 돕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민간 업체나 비영리 기관, 지역

전문가 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공 폐가를 대상으로 물리적 개선을 시행

하고 경제적 문제를 해소한 후, 소유주의 활용을 독려하거나 취약 계층

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일본에서는 소유주가 주택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민간

업체가 대신 관리해주는 공 폐가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다. 공공의 관리만으로는 공 폐가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지방정부 차원의 공 폐가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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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공 폐가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

나, 공 폐가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공 폐가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 오랜 시간 방치된 공 폐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안전 및 위

생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공 폐가의 관리를 소유주의 몫으로 보

고 문제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지자체에서 공 폐가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도 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해 공 폐

가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천시의 경우 업무 편

의상 공 폐가 관리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서로 간의 정보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역 전체의

공 폐가 현황이나 문제의 양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

폐가 정비에 있어서도 정비구역 외의 공 폐가에 대해서는 문제 대응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여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가 공 폐가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 폐가 문제는 지역 쇠퇴와 맞물려 있고, 공 폐가가 지역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쇠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 폐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 폐가 문제에 대응하여야 한다. 먼저, 공

폐가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 폐가 관리를 전담하는 부

서를 마련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관계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갖추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 폐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면밀한 분석

을 바탕으로 우선 대응이 필요한 구역을 선별하고, 맞춤형의 방안을 마

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대응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특정

구역에 한정하여 임의의 공 폐가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수준으로는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도시 관리 측면에서 쇠퇴지역의 공

폐가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지역적 차원에서 공 폐가의 분포

를 살피고,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어느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

이 바람직한지를 체계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디트로이트 시와 리버풀 시의 사례를 보면, 먼저 공 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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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이 필요한 근린을 선별한 후, 해당 근린의 문제

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 폐가를 잘 관리하여 부정적인 영향

을 축소하는 차원을 넘어 근린의 문제를 해소하고 재생을 도모하는 과정

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인천시 역시 시 차원에서

공 폐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와 공

폐가 관리를 위한 지침, 여러 대응 정책들을 갖추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 폐가 관리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 폐가 문제를 직접적으

로 마주하는 구 단위에서 공 폐가 문제를 전담하는 팀을 설립하여 공 폐

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철저한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

응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인천광역시 남구

에서는 2017년 7월부터 6개의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공 폐가 문제를 전

담하는 TF팀을 설립하였으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 폐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와 같은 체계적 대응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 체계와

관련 정책들을 잘 마련하는 것 외에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 폐

가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들을 바로잡는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의 경우 청라 및 영종지구와 같은 신시가지의 주택 분양 가격이

낮아 구도심의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저가 분양을 억제하

는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과도한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

비사업의 지연이 공 폐가 발생을 촉발하므로 사업성이 없는 정비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하고,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이 안정

화되도록 최소한의 환경 개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인천시 구도심과 같은 노후주거지에서는 필지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택 및 부지의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소

유권이 복잡한 경우에는 주택의 개선과 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 폐가

를 정비하려 해도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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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1) 공 폐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공 폐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 폐가 현황 자료와 관

련 정보를 포함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현재

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조사하여 작성한 공 폐가 현황 자료만을 가

지고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공 폐가

목록을 나열한 자료로서 공 폐가의 분포를 파악하거나 시계열적 변화 등

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고, 공 폐가 문제를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현황 자료는 공 폐가의 주소나 주택 형태 등에 관한 간략한 정보

만을 포함할 뿐, 소유주에 대한 정보나 공 폐가 관련 속성 정보는 누락

되거나 부정확하여 공 폐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공 폐가 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공 폐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

다. 공 폐가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갖춰

지면서 특정 지방정부들은 실태조사를 통한 공 폐가의 현황 파악과 함께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인

천광역시에서도 관리시스템 구축의 계획을 밝혔다. 인천시 남구의 경우

이미 전담 팀을 꾸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관련법에 따라 공 폐

가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의 기능은 공 폐

가의 현황과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공 관

리의 지원 용도로서 접근이 제한된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공 폐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공 폐가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은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공 폐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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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정보를 기반으로 공 폐가 문

제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공 폐가 문

제를 촉발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문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거나, 공 폐

가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공 폐가의

속성이나 근린의 특성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관리 전략과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는 공 폐가 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주택 및 토지에 관한 속성 정보나 공

폐가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관한 정보 등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시스템 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최

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공 폐가 관리시스템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민간

개방을 실현하여야 한다. 공공이 공 폐가 문제 해소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공공의 관리만으로는

모든 공 폐가를 정비하고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민간 부문의 관련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논의하여 문제에 대응하는 것

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공 폐가 관리시스템을 민간에 개방하고, 관련 정

보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들도 시스템에 접

근하여 직접 공 폐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공 폐가와

근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례로 미국의 디트로이

트 시에서는 관리시스템을 민간에 개방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직접 공 폐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

게 하여 언제나 최신 정보를 유지한다. 이는 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

폐가 문제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함께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2) 잠재적 위험구역의 분석과 선제적 대응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 폐가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한다면 공 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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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응을 시도할 수 있

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 폐가

발생을 예측하고, 공 폐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추출하여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공 폐가 문제

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쇠퇴지역의 경우 주택

대부분이 노후 불량하여 언제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폐가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예방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

어야 한다. 공 폐가 발생을 미리 예측하여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선제

적인 대응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비용적

인 측면에서도 더욱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 추후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되는 구역들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이 공 폐가 문제가 우려되는

잠재적 위험구역을 추출하여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는 체

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정보시스템 상에서 예측 분석을 수행하고 대

응이 필요한 구역을 선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한다면 공 폐가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추출된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발생을 경계하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주택 관리를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함

으로써 공 폐가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도 적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 폐가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강조하여 왔

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많은 도시들에서 법규 위반이나 재산세 체납 여

부, 전기나 수도 사용 중단 등의 주택 정보와 근린환경의 열악함을 측정

할 수 있는 특성 정보들을 기반으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시에서는 공 폐가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공 폐가뿐 아니

라 미래에 공 폐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도 함께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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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맞춤형 대응

(1) 공 폐가 문제에 대한 근린 단위 접근

쇠퇴지역에서는 주택 건축물이나 부지의 노후 불량함보다도 근린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이나 주민 취약성, 낮은 주택 수요에 의해 공 폐가

발생이 촉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쇠퇴지역의 공 폐가 문

제를 해소할 때에는 개별 공 폐가 단위보다 근린 단위에서 문제에 접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근린환경의 열악함이 원인이 되어 공 폐가

가 특정 구역에 밀집하여 발생한다면 공 폐가 자체의 정비와 함께 근린

수준의 물리적 환경 개선, 주택 관리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복지 정책을 병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 폐가 발생을

억제시키는 포괄적 대응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근린에서 공 폐가가 1～2호 발생한 경우라면 공 폐가 자체의 정비만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근린의 취약성으로 인해 공 폐가가 밀집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 폐가의 정비만으로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역부

족이므로 근린 전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시 구

도심의 경우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공 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정비한 공 폐가 주변에서 또 다른 공 폐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근린

환경의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주택 자체의 문제는 정비를 통해 비교적 쉽게 해소할 수 있지만

근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 근린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우에는 물리적 개선에 치우친 일방적 사업 시행보다는 주민들과 긴밀

히 협력하여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함께 실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대응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5장에서 살펴본 사례구역 A의 경우 주민들은 일방

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물리

적 정비에 치우친 환경 개선 사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다.35) 공 폐

35) 인천뉴스(2013. 4. 23) “겉이 달라진다고 사는 게 나아지나”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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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비와 공공시설 설치 같은 물리적 개선 사업이 일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으나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여 공 폐가의 발생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준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근린의 문

제를 해소할 때는 주민들이 직접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도록 유도하고, 참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낼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

하다.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공 폐가를 직접 관

리하게 함으로써 공 폐가 문제의 해소는 물론, 근린의 활력을 높이는 결

과도 가져올 수 있다.

(2) 근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 구상

구역별로 환경적 여건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상황이나 정책 시행 여부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공 폐가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맞춤형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장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일한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이라 하더라도 구

역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 폐가의 발생량과 밀집 수준이 큰 차

이를 보이며, 공 폐가의 상태 또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사례구역 A의

경우 공 폐가로 인해 근린이 거의 황폐화되었으나, 사례구역 C는 공 폐

가 수가 적고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다. 이처럼 구역별로 공 폐가 문제

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사

례구역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처럼 공 폐가 발생의 주요 원인과

공 폐가 발생량 및 밀집 수준, 공 폐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과 대응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먼저, 공 폐가 발생 원인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 방안을 적용할 수 있

다. 주택 자체의 불량함이나 물리적 환경의 열악함이 원인이라면 문제가

되는 주택과 시설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편, 주택 수

요가 없는 경우라면 정비 후 용도를 변경하여 저렴한 임대 주택이나 공

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만약 과도한 정비구역의 지정

과 정비사업의 지연이 원인이라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근린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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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정비구역 내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 폐가 발생량과 밀집 수준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적은 양의 공 폐가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 폐가에 대한 정비만으로

도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만, 공 폐가가 특정 공간에 밀집되거나

개별 정비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이 발생하였다면 개별 정비보다는 구

역 단위의 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 폐가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정비와 활용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효율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공 폐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공 폐가를 3～4가지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주택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간단한 수리나 리모델링만을 거쳐 원래의 용도

로 다시 활용하도록 한다. 만약 주택 수요가 적다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

여 공공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과 같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택의 상태가 불량하여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요를 따져

본 후 수리나 철거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택이 심각하게 훼손되

었다면 근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하고,

시급히 철거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합하다.

맞춤형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은 공 폐가로 인한 문제

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쇠퇴한 근린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근린을 활성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근린의 상

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물리적 취약성을 개선하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과 근린환경의 유지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주택 관리를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주거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들을 보면, 물리적 정비를 실시하

는 것은 물론, 근린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

렴하여 사회 문제를 해소하거나 주택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수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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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까지 시도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공 폐가 문제의 해소에서 더 나

아가 근린 가치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편, 구도심에서는 노후 불량한 생활환경과 신도시 개발 등의 이유로

인구가 유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 폐가를 정비하여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무리하

게 활용하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공 폐가의 철거 후 해당

부지를 잘 관리하면서 활용을 유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정

비구역 내에서 사업 지연에 따라 공 폐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 폐가

의 철거 후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재정 낭비이므로 철거 부

지의 활용을 유보하거나 임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디트로이트 시와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방치된 부

동산을 녹지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근린의 경관을 개선하고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지를 활용하기보다는 잘 관리하여 부정적 영

향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었고, 이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취약지구에

서 근린의 가치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Heckert and

Mennis, 2012: 3021). 인구감소와 지역 쇠퇴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

각되면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또한 성장에서 축소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도 새로운 것을 만들고 채우

는 것보다는 축소하고 비우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4. 소결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

저 현재의 공 폐가 관련 제도들을 살펴보고 대응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 폐가 관련 법제도 및 정책들을 고찰하고, 지자체 담당 공

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 폐가 문제의 대응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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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해외 사례를 통해 공 폐가 관리의 시사점을 얻었

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공 폐가

관리의 법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및 재생사업

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공 폐가 관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공 폐가 관리의 실질적 주체로서 공 폐가 현황과 문제의 실

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활한 공 폐가 관리를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노후 불량한 주거지를

개선하거나 자체적인 공 폐가 정비사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연구 대상

지역인 인천시의 경우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공 폐가의 현

황을 파악하여 왔으며, 2014년부터는 폐 공가 관리사업을 시행하여 공

폐가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공 폐가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탓

에 공 폐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유주와 주민들

의 인식 부족으로 공 폐가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 폐가 관

리 체계가 미흡하여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이해나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개별적인 공 폐가의 물리적인 정비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다. 그마저도 근린 특성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수행되

고 있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공 폐

가 문제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별적인 공 폐가 정비만으

로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후 공 폐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

고, 문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

록 많은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공 폐가 관

리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해외의 경우 중앙정부가 공 폐가 관리를

위한 지침과 보조금을 지원하면, 각 지방정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

폐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한다. 이후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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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폐가 발생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 폐가의 물리적 정비는

물론,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는 근린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한,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여 공 폐

가 발생을 억제하고, 공공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사례 국가들은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공 폐

가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는 국내 공 폐가 문제 해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공 폐

가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먼저, 공 폐가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 폐가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 폐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 폐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 폐가 판별과 정

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 폐가 문제에 대한 공공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공 폐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문제에 대응하

는 것이 중요하다. 공 폐가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면밀

한 분석을 시행하여 대응이 필요한 구역이 어디인지, 어떤 전략을 적용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고민하여야 한다. 이 때, 공 폐가 관리시스템을 구

축하고 운영하여 공 폐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여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구도심과 같은 쇠퇴지역의 경우

건축물이나 부지 자체의 노후 불량함보다는 근린의 문제로 인해 공 폐가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공 폐가가 아닌 근린 단위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근린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의 대응 전략을 마련함

으로써 공 폐가 문제에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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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쇠퇴지역의 공 폐

가 수가 급증하고 있다. 공 폐가 자체가 안전, 보안, 위생상의 문제를 갖

는다는 것 외에도 근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서 최근 공 폐가 문제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에 따라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공 폐가와 관련된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

들이 마련되는 추세이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 폐가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

고, 공 폐가의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도 미흡하다. 공 폐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 폐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

다. 특히, 공 폐가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 폐가 발생 위험이 높은

구역을 추출하고, 구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의 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구도심의 단독주택을 대상으

로 공 폐가를 발생시키는 촉발 요인들을 분석하고, 공 폐가 발생이 우려

되는 위험구역을 추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공 폐가 관련 제도와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실

효성 있는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시 구도심의 공 폐가 공간 분포와 밀집 특성을 파악한 결

과, 공 폐가는 일부 근린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동구 송림동과 남구

숭의동 일대에서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도 일부 구역에서만 공 폐가가 밀집하여 발생한다는 것은 근린환경 특성

이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 폐가 문제에 대

한 근린 수준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공 폐가 밀집구역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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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면 구역 내 건축물 상태와 부지 여건이 노후 불량하고 도로가 협

소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토지와 주택 가격이 매우 낮다. 또한, 해당

구역들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

회 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하다. 이와 같이 공 폐가 밀집구역은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취약하여 개발 잠재성이 낮고, 환경 개선도 이루어지

지 않는 상황이다. 근린환경의 열악함은 지역 쇠퇴를 심화시키고, 공 폐

가 발생을 촉진하는 악순환을 야기하므로 대응이 시급하다.

둘째, 리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을 분석한 결

과, 주택 특성과 근린환경 특성 모두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택 특성의 경우 주택 부지가 과소하고 형상이 불규칙

하며, 접도가 불량할수록 주택의 활용성이 저하되어 공 폐가 발생 확률

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린환경 특성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주민 취약성이 높고, 노후주택과 협소한 도로가 많아 물리적 환경

이 불량한 경우에 공 폐가 발생 확률이 높아지며, 각각의 비율이 10%

상승할 때 공 폐가 발생 승산은 약 1.13배, 1.14배, 1.09배씩 증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시지가가 10% 상승할수록 승산은 약 0.76배

낮아진다. 한편, 주택이 정비구역에 속하고 인근에 공 폐가가 존재하는

경우 공 폐가 발생 승산이 약 1.60배, 9.9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도심 내에는 많은 정비구역이 존재하고 대부분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

어 공 폐가 발생에 대한 정비구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 폐가는 대부분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

이므로 부정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또 다른 공 폐가의 발생을 야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 폐가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보면, 우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

존 공 폐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황폐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 나

아가 장기적으로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 지원책

을 마련하여 사회 경제적 취약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샘플링 기법과 분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공 폐가 발생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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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구축하고, 공 폐가 발생 확률을 산출하여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

는 공 폐가 발생 위험구역과 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위험구역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현재 공 폐가가 밀집한 구역 대부분이 위험구역으

로 도출되었으며, 5년 후 고령화가 심화되고 주택이 노후되면 주변 구역

들도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위험구역이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공 폐가 문제가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현재 공 폐가

가 밀집하여 있는 구역들은 물론, 환경적으로 취약한 인근 구역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위험구역 중 일부를 사례로 선정

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

여 공 폐가의 추가적인 발생이 우려되었다. 그러나 사례구역별로 근린

여건과 공 폐가의 발생 원인 및 발생 양상, 공 폐가의 상태가 매우 상이

하므로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국내 공 폐가 관련 제도와 지방정부의 대응 현황을 고찰하여 제

도상의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국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과 분석 결과들

을 종합하여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공 폐가 문제에 대한 적실한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도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 현

황을 보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 폐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사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미흡함과 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해 공 폐가 관

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공 폐가 문제에 대

한 대응 방식이 물리적 정비에만 집중되어 있어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

응 방안을 모색하여 보면, 먼저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

록 공 폐가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다. 또한, 공 폐가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공 폐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나아가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여 문제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시도하여야 한다. 특히, 개별적인 공 폐가 정비로는 문제가 충분

히 해소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 근린 수준의 접근을 시도하되, 근린 특성

을 고려한 맞춤형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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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적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구도심을 대상으로 하여 공 폐가 발생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도시계

획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자료를 구축 활용하여 단독주택 공 폐가의 발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 폐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택 및 근린환경 특성 요인들을 추출하고,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

하여 공 폐가 발생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근린 수준의 분석 단위를 설정하고 근린환경 특성의 영향

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 폐가 문제에 대한 근린 수준의 대응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예측 모형을 통해 공 폐가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을 추출함

으로써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구역을 선별하였다. 더 나아가 추후 공 폐

가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구역을 추출하고 예방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

하고 대응 수준을 정하는 것은 공 폐가 문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

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공 폐가 발생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발생에 대

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 근린 수준에서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국내 외 공 폐가 관련 제도와 대응 사례까지 폭 넓게 고찰하였다. 공 폐

가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 폐가 발

생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토대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구도심의 단독주택 공 폐가 발생 현상에 집중하

여 공 폐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

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을 계산하여 대응이 필요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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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구역을 추출하고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더 나아가 공 폐가 관련 제도

와 지자체의 대응 현황을 고찰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 폐가 문제를 원활히 해소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

양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공 폐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현재 공 폐가 판별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공

폐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공 폐가를 정비할 때도

정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 폐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활한

공 폐가 관리를 위해 관련법이나 조례상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예시

를 제시하여 공 폐가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공 폐가의 발

생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공 폐

가가 관리되지 않는다면 공공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에 철거 명령이나 직권 철거가 가능

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공 폐가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정

확한 현황 파악과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공 폐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년 2월에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문제에 대응

하도록 권장한다. 공 폐가 문제는 지역 쇠퇴 문제와도 맞물려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도시 관리 측면에서 공 폐가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 폐가의 물리적 정비와 더불어 공 폐가 밀집

구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관리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공 폐가의 촉발 요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상하

여야 한다. 구도심의 경우 정비사업 지연의 영향이 크므로 사업성이 없

는 경우 구역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 내에서도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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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 폐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

고, 구축된 정보를 토대로 공 폐가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공 폐가의 현황과 관련 정보를 포

함하는 공 폐가 관리시스템은 공 폐가의 공간 분포나 특성을 쉽게 파악

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공 폐가 관리를 돕는다. 그러나 단순히 공 폐가의

분포나 특성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다양한 자료

들을 바탕으로 공 폐가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내용과 같이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과 영향력

을 분석하고, 공 폐가 발생 가능성을 토대로 위험구역을 추출할 수 있다

면 공 폐가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

폐가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공 폐가 발

생을 억제하고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요인을 우선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공 폐가 문제가 우려되는

구역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잠재적 위험구역에 대

해 선제적 대응을 취한다면 공 폐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 폐가에 대한 정

확한 정보는 물론 촉발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관련 정보가 충분히 확보

되어야 하며, 해당 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

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도시계획이나 각종 정책 사업 수행 시

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 폐가 문제를 근린 수준에서 인식하여야 하며, 근린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천시 구도심과 같은 쇠퇴지역의 경우 근린환경의 열악함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여 공 폐가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공 폐가 문제를 효

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 폐가의 관리 외에도 근린 수준의

접근을 시도하여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응이 필요

한 구역을 선별하여 공 폐가 발생 원인과 문제의 양상을 파악하고, 근린

환경 특성과 공 폐가 발생 정도에 부합하는 맞춤형의 대응 전략을 모색

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경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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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며, 주민들

의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경우 공 폐가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택

관리를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공 폐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근린 맞춤형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근린환경이 악화되어 공 폐가 문제가 촉발되지 않도록 지속적

인 관리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최근에는 공 폐가를 정비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근린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추

세이다. 공 폐가를 수리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근린의 특성을 충분히 고

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활용 여부 및 활용 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공 폐가 문제의 해소를 넘어 근린 재생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 폐가 발생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 폐가 문

제에 대응하는 방안들을 모색하였지만, 분석 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조사한 공 폐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조사 과정상의 문제

로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공 폐가 발생의 촉발

요인 분석 시 자료의 한계로 건축물의 구조나 무허가 여부와 같은 몇 가

지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관련 자료들이 잘 구축된다면 더욱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분석 방법에 따른 한계도 존재한다. 촉발 요인의 영향이 작용한 후 공

폐가가 발생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

간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정 시점에서 촉발 요인들과 공 폐가

발생 사이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였을 뿐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는 못

하였다. 또한, 공 폐가 발생의 잠재적 위험구역을 분석함에 있어서 공 폐

가 발생을 촉발하는 요인만 고려하였을 뿐 억제하는 요인을 고려하지 못

하였으며, 인구감소 추세나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영향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였다. 공 폐가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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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Contributing to

Emerging Vacant and

Abandoned Houses

in Old City Center of Incheon

and Urban Planning Responses

Lee, Da Y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oblems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recently surfaced as

a social issue caused by the population decline. Given the growing

emphasis on the negative influence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on the neighborhood, various strategies have been applied to address

these problems. South Korea has been creating legislations and

policies to address the issues, but they are yet effective while being

based on lacking research and information about current

circumstances. In order to take effective measures against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vacant and abandoned houses, a compreh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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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the causes and effects of emerging vacant and abandoned

houses must precede. As such,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rigger

factors of emerging vacant and abandoned houses and apply them to

forecast vulnerable zones in the old city center of Incheon. In

addition, this study also presents urban planning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f vulnerable zones and existing relevant institu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vacant and

abandoned house are highly concentrated in specific neighborhoods,

mainly around Songnim-dong, Dong-gu and Sungui-dong, Nam-gu,

implying that a neighborhood-level approach is required to analyze

the problems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Concentrated areas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showed substandard physical

environment being resulted from deterioration in buildings, sites, and

roads. Land and housing prices in the concentrated areas were low,

and the residents were socially vulnerabl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vulnerability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is a critical

cause of emerging vacant and abandoned houses.

Second, the result of rare event logistic regression (ReLogit)

analysis to identify trigger factors of emerging vacant and abandoned

houses showed that not only the size and the shape of housing lot

matter but also the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considerably affect

the appearance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High resident

vulnerability from aged population ratio, poor physical environment

with deteriorated housing and narrow roads, low official land value

and decreasing land value are related to increased possibility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 Furthermore, if a lot is close to vacant

or abandoned houses or if the lot is located within a housing

redevelopment district, the spread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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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t was accelerated. This suggests that the designa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districts and delayed redevelopment projects

accelerate urban decline and thus have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appearance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Moreover, vacant and

abandoned houses negatively affected their neighborhood and induced

further appearance of such houses.

Thirdly, this study extracts vulnerable and potentially vulnerable

zones with a predictive model to calculate the potential future vacant

and abandoned houses. The result showed vulnerable zones were

mainly comprised of the areas with high concentration level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and potential vulnerable zones are likely

located near existing vulnerable zone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existing conditions in several vulnerable zones.

Regardless all sites displayed poor physical environmental quality, the

actual cause and degrees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 problems

appeared to be distinctive per individual context. This indicates the

necessity of customized measures to address the idiosyncratic

characteristics of each zone to effectively address the problems.

Lastly, this study also researches the relevant institutions and the

processes that exist to address the problems arising from vacant and

abandoned houses. As a result, the study uncovers the ineffectiveness

of the current vacant and abandoned houses management due to

inconsistent and insufficient management system, and undifferentiated

measur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proposes three

methods to address the problems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

regulatory, preemptive, and customized approaches.

This study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given that it identifies

relevant urban planning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through a multi-faceted analysis. Particul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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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ighborhood-level analysis allows clear understanding of the

trigger factors of emerging vacant and abandoned houses in a more

granular level. Moreover, the study forecasts potential vulnerable

zones that are subject to appearance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eemptive measures to prevent

such appearanc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regulatory basis to manage vacant and abandoned houses should be

reinforce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offer a concrete guideline

for the identification and maintenance on vacant and abandoned

houses. In addition, stricter regulations should be enacted to ensure

that the owners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their own property.

When an owner neglects such responsibilities, a heightened legal

basis to permit public intervention should be in plac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 dedicated department that is solely responsible

for overseeing vacant and abandoned houses is necessary to apply

customized measures to address the issues.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status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is

imperative to fully comprehend the problems and to better devise

various relevant policies. In addition to the emphasis on the physical

maintenance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policy measures should

be in place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the concentrated areas and

to provide support to socially vulnerable populations.

Next, preemptive measures, setting up management system and

understanding the issues through multi-faceted analysis must be in

place to address the problems as a preventive remedy. Dedicated

management systems would enable further analysis of the trigger

factors of the vacant and abandoned houses, which can be used to

set up long term strategies for preemptive measures. Also, it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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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desirable to proactively predict potential vulnerable areas and

prevent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vacant and abandoned houses

through preemptive measures. As such, keeping the information of

those houses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up-to-date would be

necessary to make the management system effective.

Lastly, customized strategies based on the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to resolve the problems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should be in place. In the areas of urban decline, the

inadequacy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is the underlying cause

to the appearance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therefore,

improvement of neighborhood environment along with the

maintenance of individual vacant or abandoned house is required. In

other words, in selected zones that require action, the resolution

should be determined by the cause and condition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Resident participation is imperative to form

effective strategies and to promote self management of properties to

avoid aggravated problems of vacant and abandoned houses. In

addition, vacant and abandoned houses should be recognized as an

asset and should be utilized as such to revitalize the neighborhood.

keywords : vacant and abandoned houses, declining area, trigger

factors, vulnerable zones of emerging vacant and

abandoned house, urban planning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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