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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의 무허가정착지는 토막민촌부터 판잣집과 달동네, 비닐하

우스촌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정착 이주지 조성사업이나 재개발로

인해 집단적으로 형성되었던 무허가정착지는 대부분 해체되었고,

양성화 및 현지개량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한편, 판자촌

및 달동네의 해체과정에서 밀려난 빈민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과

정에서 생겨난 체비지와 녹지, 일반 사유지 등으로 스며들어가면

서 무허가정착지는 ‘파편화’ 및 ‘비가시화’되어 왔고, 현재도 서울시

에 남아 있는 '비닐하우스촌' 혹은 '신발생 무허가정착지'라고 불

리는 현존 무허가정착지들은 강남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의 계획된 시가지인 강남지역에 어떻게 하여 현

재까지도 무허가정착지가 남아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

작된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먼저, 현존 무허가정착지

들이 갖는 특성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유형적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둘째, 유형 구분에 따른 개별 무허가정착지의

형성에 있어서 어떠한 토지 특성과 배경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 질문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강

남 지역에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체비지가

어떻게 하여 빈민들의 정착지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배경

과 관련된 체비지들의 특성이 어떠한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우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무허가정착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한 후, 유의할만한 공통적인

특징들을 발견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더불어서, 유형 구분에

따라 일부 무허가정착지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장답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문헌자료에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정보들을

파악하였다. 토지 특성에 따라 일부 토지들을 대상으로는 과거 토

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될 당시 작성된 체비지 대장, 서울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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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현재 미매각 체비지 대장 등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남아

있는 무허가로 점유되는 미매각 체비지와 매각이 된 체비지들 사

이에는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

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무허가정착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 특성에 따라 공유지와 사유지로 구분되었으며, 이것은 해

당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포함 여부와 일치하였다. 아울러,

점유되고 있는 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세부적으로 일반 공공용지,

미매각 체비지, 그리고 공공용지로 조성된 체비지로 구분되었다.

이 중 미매각 체비지를 점유한 경우 중 개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

구 내에서 상업용지로 지정된 체비지가 다른 체비지에 비해 매각

시기가 늦어진 배경에 따라서 무허가정착지가 방치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영동지구 내의 공공용지로 조성된 체비지의 경우 역시 매

각이 지연되었고 계획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허가정착지가

남아 있을 수 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계획 시가지 내 조성된 공유지에 잔류하는 무허가정착지의 무단

점유는 공공에 의한 대단위 토지 개발 사업에서 매각이 늦어진 체

비지 및 공공용도로 활용되기 위해 조성된 체비지의 계획 미집행

에 따른 유휴부지 형성이 단초를 제공하였고, 공공에 의해 지속적

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미매각 체비지에 무허가정착지가 형

성되었고 현재까지 남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무허가정착지, 도심 불량주거지, 도시빈민, 체비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학 번 : 2017-2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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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은 지난 1950년대부터 무허가 불량 주거지에 대한 문제들을 겪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집단이주 정착지 조성 사업, 시민 아파트 공

급, 주택 재개발 등의 수단들을 통해 집단 무허가정착지는 상당 부분 감

소되어 왔다. 서울의 무허가 정착지는 일제 강점기에 형성되었던 토막민

촌부터 광복 이후와 6.25 동란 과정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판잣집, 도시화

과정에서 양산된 달동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동재개발 사업에서 밀려

난 이들이 형성한 비닐하우스 촌까지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대규모로 형

성되었던 집단적 무허가정착지는 정착 이주지 조성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으로 인해 대부분 해체되어 실체를 볼 수 없거나, 양성화 정책 및 현지

개량 사업으로 인해 불법의 영역에서 벗어났다(하성규 등, 2002), (이소

정, 2006).

한편,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무허가정착지는 외양적으로는 사라진 양상

이지만, 재개발로 인한 판자촌 및 달동네의 해체과정에서 밀려난 빈민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1) 과정에서 생겨난 체비지와 녹지, 일반 사유지 등

으로 스며들어가면서 ‘파편화’ 및 ‘비가시화’ 되었다(남원석,2003), (이소

정,2006). 서울시 및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 현존 무허가정착지

는 11곳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작게는 10 가구 이하, 많게는 약 200 가구

이상의 규모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체비지나 공원녹지 같은

국공유지 혹은 자연녹지로 지정된 사유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

징이다(김영욱, 2015).

재개발사업과 이주 정착지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대규모의 무허가 정

착지를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당부분 해결해온 것은 한국의 도시화 과정

에 있어서 분명 의미가 있음에도 무허가정착지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향후 무허가정착지의 존속과 별개로 현존하는 무허가정착지에

1) 대지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등의 환지방식의

계획적 택지화사업을 의미한다(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서울정책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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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는 다음의 이유로 필요하다. 첫째, ‘무허가’라는 점에서 법적으

로 허용되지 않은 위반의 공간이자 동시에 주거행위가 일어나는 ‘정착지’

로서 모순된 성격의 의미를 갖고 있다(정연우, 2009). 둘째, 무허가 정착

지가 도시 빈곤층의 공간으로서 갖는 낙후된 주거환경, 재해 취약성, 위

생 문제, 범죄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점과 더불어 사회적 배제(배

순석 외, 2006)와 낙인(이영아 등, 2012), 그리고 빈곤이 재생산과도 밀접

하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셋째, 무허가 정착지는 규제 혹은 묵

인이라는 불안정한 정책 속에서 현재까지도 이주와 정착 사이에서 갈등

이 지속되고 있는 도시 속 대립적 기제를 갖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무허

가정착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남아 있는 무허가정착지가 서울의 계획된 시가지인

강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계획 시가지임에도 불구하

고 어떠한 배경에서 현재까지 남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 무허가정착지의 형성 특성을 밝히기 위해 무허

가정착지들이 갖는 특징들을 찾아내어 유의할만한 공통된 특성들을 바탕

으로 유형화하고, 둘째, 분류된 유형별로 무허가정착지가 점유하는 토지

들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파악하여 무허가정착지의 형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무허가정착지는 앞서 언급한대

로, 국공유지 및 사유지, 녹지 등을 점유하고 있으며, 각 사례들이 갖는

특징들이 이질적인 데에 비해, 발생 시기가 유일한 기준이 되며 행정적

성격의 용어인 신발생 무허가정착지로 통칭되는 것에 있어 세부적인 유

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다양한 특성의 사례들 중 어느 정도

의 유형화를 통해 보다 일반화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유형화된 무허가

정착지 중 계획 시가지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무허가정착지들의 형성 특성이다. 이들 중 특히, 토지구획정

리사업의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체비지가 어떤 과정 속에서

도시 빈민의 무허가정착지로 변모하여 현재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 밝히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존하는

무허가정착지의 형성 특성에 있어서 토지와 관련된 어떠한 배경들이 있

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진행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존하는 무허가정착지

에 내재된 점유 토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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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 더불어서, 현존 무허가정착지가 형성된 지역이 강남 지역 일대

의 계획 시가지라는 점에서 과거 공공의 토지 개발 사업과 계획 및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 역시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한국 무허가정착지에 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과거 일제 강점기 때에

등장한 한국 불량촌의 원형인 토막민촌(김형국, 1989)에서 판잣집, 비닐

하우스 촌락까지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무허가정착지의 구체

적인 범위는 신발생 무허가정착지2)로 한정한다. 또한, 본 연구의 무허가

정착지가 갖는 개념적 범위는 토지 점유에 대한 위법성이 있는 주거지로

서, 이선화 등(2013)이 언급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불법 주거지에 해당

하는 쪽방촌, 지하셋방, 불법개조주택 등과는 구분된다. 신발생 무허가정

착지는 현재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집중되어 있고 따라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토지구획정리사

업지구를 기준으로 하면 영동 1,2지구와 개포지구 일대가 이에 해당한다.

강남지역의 신발생 무허가정착지는 11곳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집중적

으로 보고자 하는 특성과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공간적 범위

에 포함되는 무허가정착지인 서초구 잠원동 잠원마을, 방배동 두레마을,

강남구 개포동 수정마을 등의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며 토지 특

2) 서울시에서 1997년 작성한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실무에서 규정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 1981년 제 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

년 제 1차 촬영 항송 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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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간적 범위는 현

재의 강남지역에서 실시된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된 1960년대 말

부터 현재까지로 볼 수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들로 문헌자료 고찰과 현장답사 및 관

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문헌자료로는 과거 토지구획

정리사업 당시 작성된 영동 1, 2지구 환지처분조서3), 영동 2지구 체비지

총괄대장4), 미매각 체비지 대장,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서울시 항공

사진, 과거 언론 보도자료 등이 있으며, 서울시 자료의 구득은 정보공개

청구, 민원신청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 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선적으

로는, 무허가정착지가 점유하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유형들을 구분하였

으며, 유형별로 분류된 무허가정착지들의 토지 특성들을 파악하였다. 이

중 공공용지로 지정된 체비지에 해당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남아 무허가로 점유되고 있는 미매각 체비지들과 이전에 매각된 체비지

들 사이에 입지 조건, 면적, 공시지가, 매각 시기 등 어떠한 토지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보았다. 세부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과 더불어

바로 매각된 필지들, 일정 기간이 지나 매각된 필지들, 이중 무허가정착

지로 점유되었던 필지들, 그리고 현재까지 무허가정착지로 남은 미매각

체비지들 사이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무허가 점유가 이루어지는 미매각 체비지들이 갖는 특징들을 발견

하고 무허가정착지의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한편, 문헌

연구만을 통해 알기 어려운 무허가정착지의 형성과 관련된 내적인 정보

들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답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를 진행

하는 중 문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을 얻기 위해 서울시청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및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5) 또한 무

허가정착지가 속한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에 관련된 정보들을 문의하여

3) 서울시 공고 제 773호(1985년 12월28일)

4) 서울시 공고 제 354호(1981년 12월 5일)

5) 방문면담(2018년 8월 13일, 27일), 전화 인터뷰(2018년 8월 8일, 9월 5, 6, 18, 19, 20일,

10월 2일,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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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을 보완하였다. 현장답사6)는 강남구 수정마을, 재건마을과 서초구

잠원마을, 두레마을, 성뒤마을, 응봉마을에 위치한 무허가정착지들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고, 이들 중 구득한 자료 및 정보의 양질을 고려하여 일

부 무허가정착지를 대상으로 더욱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인

터뷰는 잠원마을, 두레마을, 응봉마을, 성뒤마을, 수정마을에 거주하는 주

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서울의 무허가정착지에 관한 기존에 선행된 연구들은 무허가정착지의

형성과정 및 시기별 변천(김형국,1989),(이소정, 2006),(김수현, 2011)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된 정부 정책(김수현, 1996)에 대한 논의들이 주

를 이룬다. 한편, 개별 무허가정착지를 사례로 하여 주민들의 생활 실태

를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보고자 했던 정연우(2010), 조옥라(2015) 등의

연구들이 앞서 진행되었던 연구들의 한 부분을 이룬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는 강남지역에 남아있는 신발생 무허가정착지에 대한 연

구로서 하성규 등(2001), 남원석(2003)의 연구가 있으며, 80년대 이후 등

장한 비닐하우스 촌과 같은 신발생 무허가정착지에 대한 배경을 주로 언

급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무허가정착지의 유형 분류와 관련하여서,

김영욱 등(2014)의 연구에서는 서울의 무허가 불량 주거지의 형성과 시

기별 변화에 따라 무허가정착지를 유형화하였는데, 전후시기에 자연 발

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를 자생적 무허가 주거지, 정부의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에 의해 생긴 집단이주 정착지, 그리고 재개발 사업 이후 정착

하지 못한 거주민들에 의해 생긴 신발생 무허가정착지로 구분하였고, 이

에 따르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무허가정착지의 미매각 체비지 점유에 관련된 내

용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기존 주거

지에서 철거된 이들이 인근의 체비지와 녹지 및 미개발 사유지로 자연스

6) 현장답사(2018년 9월 18일, 26일), 주민 인터뷰는 9월 26일 현장답사 중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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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정착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서울시(2015)는 개발계

획이 없는 체비지들은 인근 토지의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었

고,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던 저소득층에겐 일자리가 가깝고 구하기 쉽다

는 점을 설명하였다. 홍인옥(2004)은 구획정리사업 이후 체비지로 분류

된 토지들 중 개발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던 곳에 도시 빈민들이 비닐

하우스와 같은 무허가 건물을 만들었고, 그러한 불법 건물이 저렴한 가

격에 거래되면서 빠른 속도록 비닐하우스촌이 형성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더불어서, 안종욱(2012)은 1970년대 도심미관정비사업 당시 달동네의 영

세 철거민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체비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던 기록이 있음을 언급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후 국공유지나 체비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틈을 타서 무허가 건물이 양산되었고 동시에

묵인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매각 체비지 자체에 대한 논의

로, 앞서 언급한 안종욱(2012)의 미매각 체비지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문

제점을 다룬 연구가 있고, 한종수(2016)는 강남 지역 개발 과정에서 강북

에 있는 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체비지들을 헐값에 불하했

던 사실을 언급하였다.

기존에 선행된 연구들에서 언급되는 현존 무허가정착지의 형성 배경

에 대한 주요 논의는 유휴 공공용지의 방치로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무허가정착지의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유 토지

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는다. 특히, 체비지와 같이 개발 사

업비용 충당을 위해 조성된 부지가 무허가정착지로 변모한 것에 대한 구

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서, 서울의 계획된 시가지이자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강남지역에 도시 빈민들의 무허가정착지

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단순히 개발용지 관리의 측면의 설명에 그치기

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토지 특성과 관련된 과거의 배경적 사실들

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존 무허가정착지가 갖는 토지의 점유와 관련하여 토지 특성에 집중하

여 공유지, 사유지, 미매각 체비지 등과 관련된 특징들이 무허가정착지의

형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이 무허가정착지의 시기별 변천, 실태 파악, 정책 등에 초점을 두

었다면, 본 연구는 현존 무허가정착지의 형성 배경 및 특성을 토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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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속성에서 탐색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부가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에 언급되었던 무허가정착지의 체비지 점

유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과거 사료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논의를 보완

및 강화하여 세부적인 특성을 도출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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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무허가정착지 개념 및 특성 고찰

제 1 절 무허가정착지 개념

무허가정착지(informal settlement)의 개념에 대해 UN(1997)7)은 토지

에 대한 점유권이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조성한 주택

밀집 지역,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주거지나 계획 및 건축물 규제에 따르

지 않는 주택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Castells 등(1989)8)은

비공식성(informality)와 비공식 주거(informal housing)의 정의는 현존

재산법, 토지이용규제와 건축법규에 따르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

다. IHA(Intetnational Housing Association, 국제주택연합)9)은 비공식

주택(informal housing)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식적인 사용에 대한 법

과 규범적 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특징들을 함께 언급

한다. ① 도심 주변부의 건축이 어렵거나 위험한 곳에 입지, ② 현지의

재료로 자체 설계 및 건축, ③ 건물과 토지활용 기준에 부적합, ④ 기반

시설 체계와 공공 서비스의 제공 부족, ⑤ 가족이나 집단 저축 혹은 비

공식적 대부를 통한 경제적 조달, ⑥ 장기간 동안 점유자에 의해 점진적

으로 개량됨, ⑦ 법적 권리가 없으며, 안정적인 점유가 이뤄지지 않음.

이상에 제시된 정의와 특징들을 고려하면, 무허가정착지를 판단하는 주

요 기준이 되는 것은 토지 점유(land tenure)의 문제와 건축 기준

(building standard)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신발생 무허가정착지는 흔히 비닐하우스 촌이라

고 언급되는 주거형태이며, 비닐하우스와 판잣집, 혹은 움막 등 주거의

상태가 매우 열악한 곳에서 살아가는 주거지를 의미한다. 비닐하우스 촌

이라고 불리는 공간은 실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거 상태가 매우 열악한 곳을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7) Glossary of Environment Statistics, UN(1997)

8) Informal Housing in the United States, Noah J. Durst and Jake Wegman(2017)에서

재인용

9) http://www.internationalhousingassoci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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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활환경 설명

노숙

(Roof-

less)

1 유랑생활자 공공공간이나외부
주거 지역이 아닌 길이나 공공장소에

서사는것

2
긴급구호시설

거주자
야간쉼터

주거지가 없이 야간 보호소를 이용하

는사람

무주택

(House

-less)

3 노숙인쉼터
노숙인호스텔

임시숙박시설
임시적으로거주할수있는곳

4 여성쉼터 여성보호숙박시설
내부적 위협으로 인한 여성 단기 거

주시설

5 이민자거주시설

임시숙박시설

공공수용시설

이주노동자숙박시설

이민자 신분으로 인한 수용시설이나

단기숙박시설

6 기관출소예정자

교도시설

치료시설

어린이보호시설

출소전거주시설미비

주택이없어연장거주하는경우

주택이마련되지않은경우

7
장기(long-term)

지원노숙인

고령노숙인주거보호

과거노숙인지원숙박시설
과거노숙인보호를위한장기숙박시설

불안정

(Insecure)

8
불안정한

거주시설거주자

가족/지인과일시적거주

불법임대

토지의무허가점유

일반적안 주택에 거주하나 일상 거주

지가아닌경우

법적임차권을갖지않고점유한경우

법적권리가없는토지점유

9
퇴거위협이

있는거주자

법령에의한경우

압류명령

퇴거명령발효된경우

저당권자가 압류에 대한 법적권리를

가지는경우

10
폭력의위협이

있는거주자
경찰에의해인식된경우

지역의 안전과 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막기위해치안활동이실행된곳

<표 2-1> ETHOS에 의한 무주택 및 주거배제 유형분류

용어이기도 하다. FEANTSA(2009)는 ETHOS(European Typology of

Homelessness and housing exclusion)에 의한 무주택(Homelessness) 및

주거배제(Housing Exclusion)에 관한 유형 분류체계를 설명하였는데<표

2-1>,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중점적 연구 대상이 되는 신발생 무허

가정착지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아래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공식적인 주거의 유형은 13개로 구

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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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Inadequate)

11

일시적이고 비정

상적인 구조물

거주자

이동식주거

비정상적인건물

임시구조물

거주목적의장소가아닌곳

임시적거주시설, 판잣집

반영구적인구조물, 오두막

12
부적합 주택 거

주자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거주시설

국가의 건축규제에 따른 거주에 부적

합한곳

13 초과밀거주자
최고 단계의 과밀 상태

거주시설

면적과 방수에 관련한 국가적 밀도

기준을초과한경우

앞의 ETHOS에 의한 무주택 및 주거배제에 관한 유형분류에 이어 이

를 기반으로, FEANTSA(2010)10)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무주

택과 주거배제를 설명하였다<표 2-2>. 이러한 유형 분류의 기초가 되는

무주택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FEANTSA(2010)는 주택 소유

(Having a home)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언급한다. ① 자

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괜찮은 수준의 주거에 해당하며(물리

적 영역), ② 개인 생활을 보호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를 즐길 수 있으

며(사회적 영역), ③ 배타적 소유권, 점유의 안정성과 법적 근거(법적 영

역)가 있는 것을. FEANTSA(2010)에 의한 분류에 따르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무허가정착지는 3번과 6번의 유형에 해당한다. 즉, 물리적으로

거주할 곳은 있지만, 종종 안정적이지 않고 거주에 부적합 곳이며, 법적

으로는 점유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다. 또한, 사회적인 영역을 보면, 방문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서울의 무허가정착지의 주민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함께 지내왔고, 지속적인 모임과 교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10) Homelessness and Homeless Policies in Europe: Lessons from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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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구분
실제적 구분 물리적 영역 법적 영역 사회적 영역

노숙

(Homeless

ness)

1
노숙

(Rooflessness)
거주지없음

배타적 소유권에

대한법적근거해

당없음

사회적교류를위

한개인적이고안

전한공간없음

2
무주택

(Houselessness)

거주에 적합한

살곳있음

배타적 소유권에

대한법적근거해

당없음

사회적교류를위

한개인적이고안

전한공간없음

주거배제

(Housing

Exclusion)

3
불안정하고 부적

합한주택

거주할 곳 있음

(안정적이지않고

거주에부적합)

점유의불안정성
사회적교류를위

한공간있음

4

합법적으로점유되

는 부적합한 주택

및사회적고립

부적합한거주지
안정적 점유권에

대한법적근거

사회적교류를위

한개인적이고안

전한공간없음

5 부적합한주택 부적합한거주지
안정적 점유권에

대한법적근거

사회적교류를위

한공간있음

6 불안정한주택 거주할곳있음 점유의불안정성
사회적교류를위

한공간있음

7

안정적이고 적합

한주택이지만사

회적고립

거주할곳있음
안정적 점유권에

대한법적근거

사회적교류를위

한개인적이고안

전한공간없음

<표 2-2> FEANTSA(2010)의 유형 분류 체계

제 2 절 서울 무허가정착지의 과거와 현재

1. 서울 무허가정착지의 역사적 배경

김형국(1989)에 의하면 한국의 무허가정착지에 대한 기원은 조선시대

때부터 볼 수 있지만, 근대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생긴 무허가 정

착지에 대한 원형은 일제 강점기 때 등장한 토막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수현(2011)의 연구에서도 서울의 무허가정착지는 조선 후기 유랑민들

에 의해 지어진 토막을 그 원형으로 보고 있다. 앞의 김형국(1989)의 연

구에서는 무허가정착지를 토막촌 – 판자촌 – 달동네 순서로 구분하는

데, 판자촌은 해방 이후 이북에서 내려온 이들과 6.25 동란 때 피난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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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형성된 곳들을 의미하고, 달동네의 경우 근대적 의미의 도시화에

따른 도시 빈민들의 밀집 지역으로 보았다. 이소정(2006)도 비슷한 맥락

으로 무허가 정착지의 변천 과정을 전후 시기 형성된 판자촌, 국가의 경

제산업 정책에 의한 이촌 향도의 과정에서 생겨난 달동네, 그리고 정착

지 조성이주 사업 이후 재개발 사업에 의해 해체된 주거지에서 떠밀려

나온 이들이 형성한 신흥 무허가정착지(비닐하우스 촌), 마지막으로 90년

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지하셋방과 쪽방으로 구분하며 무허가정착

지의 변화과정을 설명한다.

지난 과거에 서울 내 형성되었던 무허가정착지는 시기별로 다른 정책

들에 의해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김수현(1996)에 따르면, 무허가정착지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던 50년대에는 정책의 부재로 인해 묵인과 방치가 이

루어졌으며, 60년대에 들어서는 새로운 무허가정착지가 계획적으로 조성

되었는데, 집단 정착지를 조성을 통한 정비가 주된 방식이었다. 이는

1966년부터 1971년까지 시 외곽에 집단 정착지를 조성했던 것인데, 대표

적인 사례로 광주 대단지를 들 수 있다(김태오 등, 2017). 또한, 당시 기

준으로 서울의 외곽에 해당되었던 신림동, 사당동, 상계동, 수색 등의 지

역에 약 9만 가구, 39만 명이 강제로 이주되었다. 장세훈(1987)의 연구에

서도, 서울시는 집단 이주 정책을 통해 무허가정착지의 철거민을 비주거

용 시외곽 유휴 국공유지에 이주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존 무허

가정착지가 있던 지역이 도심지로 개발되면서, 철거민들을 이주시킬 공

간이 필요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시 외곽의 빈 땅으로 이주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계획적으로 조성된 이주지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어도, 해당이주지의 재개발로 인해 다시 밀려나거나, 세입자로 있던

철거민들의 경우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즉,

재개발이라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라 무허가정착지가 도심에서 떨어

진 시 외곽으로 축출(displacement or evictions)된 경우에 해당한다(M.

Huchzermeyer, 2006). 강남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무허가정착지들 중 일

부는 이처럼 개발로 인해 시의 경계나 외곽으로 밀려나 형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일례로 현재 강남구 개포동은 과거에 변두리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었고, 기존 지역의 개발로 인해 이곳으로 밀려난 빈민들이 무허가정

착지를 형성한 것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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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발생 무허가정착지 현황과 특징

이호 등(2002)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촌의 형성과정에 대해 70년대 말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체비지 형성과 80년대 말 주거비의 폭등11)을 사회

적 배경으로 언급한다. 남원석(2003)은 도시빈민의 주거지에 관해 기존

의 산동네, 판자촌으로 불리었던 무허가정착지가 외관상 사라지는듯하지

만 실제로는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셋방 등으로 분산 거주하게 되면서

빈곤이 은폐되는 양상을 언급한다. 또한, 합동주택재개발 이후 적절한 세

입자 대책 마련 부재로 인해 밀려한 주민들이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체비지와 녹지로 스며들어 갔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신발생 무허가정착지는 아래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1 곳에 해당한다12). 이들은 1980년대

이후 합동재개발사업에서 쫓겨나거나 이주 정착지 조성사업에서조차 자

리를 잡지 못하여 비닐하우스촌 등으로 내몰려 형성되었다(이소정,

2006)(서울시, 2015). 아래 <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곳의 마을

이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정착지에 해당한다.13) 이러한 신발생

무허가정착지들이 체비지를 점유하여 형성된 배경에 관해 서울시정개발

연구원(2002)와 서울시(2015)는, 일용직 노동자 위주의 저소득층에게 개

발계획이 없는 체비지들은 잘 조성된 기반시설과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쉬웠다는 사실들을 언급한다.

11) 주택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1986년부터 1994년 동안 주택가격은 상승률은 54%, 전세

가격은 118%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에서 재인용)

12) 2015-2016년 사이 강남구 수정마을2는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여 사라졌다.

13) 공공이나 민간에 의한 개발로 인해 사라진 서초동 꽃마을(서초동 1541-15번지), 양재

동 잔디마을(양재동 212번지), 가락동 통일촌(가락동 80번지) 역시 체비지를 점유했던 무

허가정착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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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신발생 무허가정착지 토지특성

강남구

구룡마을 국공유지+사유지(자연녹지)

달터마을 공원부지(달터근린공원)

수정마을 체비지

재건마을 체비지+국공유지

서초구

두레마을 국공유지

성뒤마을 사유지(자연녹지)

안골마을 사유지(자연녹지)

응봉마을 사유지(자연녹지)

잠원마을 체비지

접시꽃마을 국유지

송파구 화훼마을 사유지(매립장)

<표 2-3> 신발생 무허가정착지 현황 및 특성

한편, 신발생 무허가정착지가 형성되어 있는 체비지에 대한 개념과 특

성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체비지(替費地)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되는 부지로서, 사업의 시행자가 정리사업의 비용

에 대체하여 받는 토지이고(안종욱, 2012), 토지 소유주들에게 환지로 돌

려주는 땅과 보류지 중 공동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 해당한다.14) 기본적으로 체비지는 매각용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면서 환지계획이 이루어질 때 함께 조성된다.

때문에, 사업의 시행과 동시에 매각이 이루어지지만, 일부 체비지의 경우

사업이 완료된 후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매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까지도 매각이 되지 않은 체비지도 존재한다. 초기 사업 당시 매각

대상인 체비지는 30,998 필지에 해당하는데, 올 해 기준으로 매각된 체비

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880필지에 해당한다.

체비지는 기본적으로 매각을 위한 용지로서, 매각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일부 체비지들은 토지 가치가 떨어져 매각이

되지 않고 있다. 안종욱(2012)은 부정형 토지 및 건축최소 면적에 미달되

는 나대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서울시(2017)의 토지구획정리백서에

서도 택지로 이용할 수 없는 불용지를 체비지로 존치하는 경우가 있었음

을 알 수가 있다. 한편, 관계부처 공무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구획정리사

14)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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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약 10년 정도에 걸쳐 진행되면서, 이 사이에 토목기술이 발전하여 기

존에 지정되었던 환지의 측량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소규

모 자투리땅들이 체비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체비지

들 중 일부가 매각이 되면서, 남은 체비지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토지들에

비해 면적이 작아 매각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서

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영동 2지구 체비지 총괄 대장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매각 시기에 따른 필지들의 특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아래 <표 2-4>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체비지들의 면적이 200㎡에서 400㎡이 주를

이루고 있는 데에 비해, 1980년대 이후 매각된 필지들의 면적이 대부분

200㎡ 이하임을 볼 수 있다. 안종욱(2012)이 언급한 규모가 작아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은 것과도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구분
전체 필지 80년대 이후 매각된 필지

필지 개수 퍼센트(%) 필지 개수 퍼센트(%)

0-100㎡ 289 8.9 247 76.5

100-200㎡ 557 17.1 67 20.7

200-300㎡ 974 29.9 5 1.5

300-400㎡ 763 23.4 2 0.6

400-500㎡ 312 9.6 2 0.6

500-600㎡ 167 5.1 0 0

600-700㎡ 78 2.4 0 0

700-800㎡ 26 8 0 0

800㎡ 이상 88 2.7 0 0

합계 3254 100.0 323 100.0

영동 2지구 체비지 총괄대장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2-4> 영동 2지구 매각된 필지의 시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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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외 사례 비교

본 절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서울에서 나타나는 무허가정착지와 비

슷한 양상의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

루는 서울 무허가정착지의 형성 특성과 비교하여, 해외 대도시에서 나타

나는 무허가정착지 혹은 불량 주거지가 갖는 특징들이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선진국가의 대도시에서 비슷한 현상

으로 관찰되는 사례들을 선정하여 형성배경, 물리적 특징, 추세 등을 비

교하였다. 분석 사례로서, 미국의 Tent cities와 같은 도심 내에서 나타나

는 불법 주거(Informal Housing), 일본 대도시에의 산야(山谷)라고 불리

는 도시 빈민가, 프랑스 파리 권역에서 나타나는 빈민 불량 주거지

(Slum)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사례들이 갖는 성격과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Tent Cities

미국의 Tent cities는 천막을 활용하여 만든 임시 주거 시설을 의미한

다(A Pacific Coast Report ,2010). Tent cities의 기원은 homelessness

(노숙)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homelessness은 The

National Academies Press(2018)에 따르면, 1870년대 일자리를 찾아 떠

돌아다니는 부랑자(itinerant tamps)를 의미하는 데에서 그 기원이 있다.

A Pacific Coast Report(2010)에서는 Tent cities의 시초에 관해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에 당시 노숙인들과 Tent cities들이 대거 양산되었

고, Hooverville로 알려진 미국 초기의 판자촌(shanty towns)이 형성되었

음을 언급한다. 한편, The National Academies Press(2018)는 1980년대

근대 노숙의 등장과 이에 대한 원인으로 도심 젠트리피케이션, 실업률

상승,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 감소, 미국 주택 및 도시개발국

(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예산 삭감

등을 제시한다. 최근의 미국 Tent cities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

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임시주택이나 보호소 입주자들 중 신규 입주자가

증가하고 있다(Zoe Loftus-Farren, 2011). National Coalitio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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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ess(2008)에 의하면, 2007년에서 2008년 동안 노숙인 연합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1%가 금융 위기로 인한 거주민이 증가하였다

고 응답하였다. 경제 불황에 따라 임대료 지불이 불가능한 주민들이 거

주지를 잃고 보호소 등에 입주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숙인들

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결국 노숙인 야영지(homeless encampment)의

형태로 Tent city가 그들의 주거를 대체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Tent cities는 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ness &

Poverty(2014)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3년 동안 약 100여 곳이 발견이

되었고, 그 중 8개만이 합법적인 형태이다. 한편, Tent cities의 입지에

대해 Zoe Loftus-Farren(2011)은 Tent cities는 공지, 고속도로 지하도,

삼림 지역, 교회 주차장, 공원, 혹은 사유지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시의 외곽보다는 내부에 빈번하게 형성된다고 언급하였다. Tent

cities가 갖는 주거환경은 각각의 개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적으로는 상하수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위생 및 건강의 문제들이

있으며, 주거시설로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잘 알려진 Tent cities

로는, Providence 지역의 Hope City, Seattle 시의 Tent City 3과 4,

Nickellesville, California의 Safe Ground 등이 있다.

2. 일본 빈민 주거지

일본의 도심 지역에서 발견되는 무허가 불량 주거지에는 도쿄의 노동

자 숙박시설(flop-houses)인 산야(山谷), 하천 주변의 천막집, 역 주변의

박스 집(cardboard rooms)(Brian, 2010)과 같은 형태가 해당된다. 산야

(山谷)는 일본에서 도야(ドヤ) 거리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숙박시설을 뜻

하는 단어인 ‘야도’를 비꼬아 부르는 것이다.15) 이곳에는 주로 일용직 노

동자나 노숙자들이 몰려 살고 있다. Junichiro Okata 등(2010)에 따르면,

파란 천막(Blue Tent)의 정착지들이 도쿄 중심에 있는 큰 공원이나 강둑

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노숙인들의 집단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고착화

되어 새로운 형태의 무허가정착지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Brian(2010)에

15) Economy Chosun. 2018년 3월 26일. 사라져가는 도쿄의 마지막 슬럼가 ‘산야(山谷)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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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이러한 파란 방수포로 만들어진 임시 주거에 사는 노숙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주요 입지는 도쿄의 신주쿠와 같은 역 주변, 강

가, 우에노 공원, 유유기 공원으로 알려져 있다. 추가적으로, 박스 집

(cardboard rooms)은 공공건물이나 역 주변에서 발견되는데, 낮에는 보

이지 않고 밤 시간에만 머물러 잠을 청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빈

민 주거지의 형성 배경에는 과거에 도쿄 내에 공장이 많아 지방에서 노

동자들이 몰려왔지만, 시간이 지나 공장이 사라짐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일부는 종이상자로 움막을 짓거나 시내

근처 우에노 공원 등에 자리를 잡게 된 사연이 있다. 한편, 일본의 대도

시 중에 하나인 오사카에도 비슷한 양상의 불량 주거지가 존재하는데,

오사카시 서남부 니시나리(西成)구에 속하는 아이린 지구는 일본 최대의

슬럼가로 불리기도 한다.16) 한국도시연구소(2003)에 의하면, 노숙자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제조업과 같은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지만, 이후 건설업

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다가 199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당시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노숙인으로 전락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실업의 증가가 일본의 노숙인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에비 카즈오(2004) 역시 오사카의 카마가사키 인력시장과 노숙자 문제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버블경제 붕괴 후 장기화된 고용 실업정세의 악화

가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3. 프랑스 Slum 지역

유럽 도시들의 주택 부족문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심화되었는데,

프랑스의 주택에 관한 조사에서 13만 3000명의 인구가 지붕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nnual Report of Fondation Abbé Pierre,

2012: Thomas Aguilera(2012)에서 재인용). 파리에서 슬럼의 증가는 프

랑스 정부의 이민 정책, 주택 부족 문제, 구조적 도시 빈곤의 복합적 요

인에서 기인한다(Thomas Aguilera, 2012).파리에서 나타나는 슬럼의 역

사를 간단히 언급하자면, 1930년대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민자들이

파리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북아프리카 대

16) NEWS1뉴스. 2017년 5월 25일. 日, ‘일용직 노동자 거리’에 부는 외국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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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슬럼이 도심의 가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파리 시에 의

해서 슬럼은 시의 외곽으로 이주되었지만, 공산 진영이 무너짐에 따라

동유럽과 로마에서 이민 행렬이 유입되어 슬럼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프랑스의 슬럼 문제는 일 드 프랑스(Ile-de-France)17) 지역(Region)에서

발견되는 Roma camp라고도 불리우는 판자촌(shanty-town)과 관련되어

언급된다. Thomas Aguilera(2014)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파리 내

에 21개소 이상의 무허가정착지가 있다. 이러한 무단 점유의 원인으로,

2000년대 시행되었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서 빈 건물들이 상당수 양산

되어 빈민들이 무허가로 점유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고, 또한 파리 지역

의 버려진 산업 부지(brownfield sites)의 공지들에서 무단 점유가 쉽게

일어났다. 한편, 이러한 지역에 예술가들이 많이 살아 문화적으로 활성화

되고 사회적 활동이 생겨나는 특징을 알 수 있다(Thomas Aguilera,

2013). 비교적 최근의 무허가정착지는 Le monde(2017.10.19.)18)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에서 약 16,000명의 정도가 570개의 불량 슬럼(squalid

slums)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113개의 개소가 수도

파리가 속한 일 드 프랑스(Ile-de-France) 지역에 있다고 하였다. 해당

지역의 무허가정착지는 이주자 집단인 Roma community에 의해서 형성

된 것으로 언급된다. 비슷한 사례로, The Guardian(2016.1.5.)19)에 따르

면, 파리의 18구에 있는 Petite Ceinture의 폐철로 인근에는 무허가정착

지(squatter camp)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최근의 유럽 난민 사태로

인해 루마니아나 불가리아에서 이주해 온 이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약

35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의 생활환경에 관해서는 상수

나 전기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언급된다.

17)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레지옹(Region: 행정구역 단위)으로 중심 도시는 프랑스 수도

인 파리이다.

18) Le monde(2017.10.19.), Ces 570 bidonvilles que la France ne veut pas voir

19) The Guardian, 2016.1.5. Life in the new shanty town taking root on Paris's

abandoned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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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Tent Cities 일본 빈민 주거지 프랑스 Slum 지역

형성

배경

1929년 대공황, 2008년 금융

위기에 따른 노숙인증가

버블경제붕괴후경기

불황에따른실업심화

주변 국가 이주민 혹은

난민 유입으로 인한 불

량촌 형성

입지

특성

공지, 고속도로 지하도, 삼림

지역, 교회주차장, 공원, 혹은

사유지 등 다양하고 시가지

내형성이빈번

역 주변, 강가, 공원,

공공건물 등과 더불어

도심 내 노동자 숙박

시설이 해당

파리 주변과 도심내 이

민자 집단이 많이 사는

지역, 산업부지, 폐철로

주변등

물리적

특징

주로 야영용 텐트나 낡은 천

막으로 만들어졌고, 일반적인

생활환경이미비

천막이나방수포, 혹은박

스움막등임시주거형

태와노후된노동자숙소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갖추

어지지 않고, 임시적인 자

재들로만들어진주거형태

<표 2-5> 해외 비교 사례 주요 특징

4. 소결

앞에 제시한 미국의 Tent cities, 일본의 빈민 주거지, 프랑스의 Slum

지역과 같은 해외 사례들을 통해 대도시의 도심 지역 내에 불량 주거지

및 무허가정착지가 형성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세 국가의 경우 모두

도시 빈민에 의해 생겨난 무허가정착지들이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어 왔

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형성 특성 및 배경과

관련하여서, 먼저 미국의 Tent cities의 형성은 과거 20세기 초의 경제

대공황과 2000년대 글로벌 금융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산야와 같은 빈민 지역의 경우, 90년대 버블 경제의

붕괴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는데, 미국과 일

본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심 불량 주거지 형성 배경에 있어, 거시

경제적인 요인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프

랑스의 경우 도심에 형성된 Slum과 같은 불량 주거지의 형성 배경으로

는 외부의 이민자 유입 및 적절한 주택정책의 부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해외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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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무허가정착지 형성 특성 분석

제 1 절 무허가정착지 특성별 유형 분류

서론의 선행연구 고찰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영욱(2015)은 무

허가정착지의 분류를 형성 시기와 배경에 있어서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무허가정착지가 갖는 토지에 대

한 위법성에 초점을 두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현존 무허

가정착지들을 세분화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서론에서도 언

급한 바, 현재 남아있는 무허가정착지를 ‘신발생 무허가정착지’라는 용어

로 통칭하기에는 각 사례의 특성이 이질적이며, 형성 특성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유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무허가정착지들이

점유하는 토지의 특성을 각 토지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미매각 체비지

대장,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20),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21) 등을

통해 파악하여 유의할만한 특징들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다. 이어서

무허가정착지의 분류에 따른 주요 토지특성들을 파악하고 각 사례들에

집중하여 토지와 관련된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이들 중 계획 시가지 내 형성 무허가정착지의 특성을 가장 잘 드

러내는 사례들에 대하여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관련한 특성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그에 대한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분석할 것이다.

우선, 현존 무허가정착지의 토지 점유 위법성과 관련하여 점유하는 토

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표제부] 상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접수 일자, 지목, 면적 등)와 [갑구]에 명시되어 있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등기목적, 접수 일자, 권리자), 그리고 [을구]에 기록

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22) 가장 특징적인 사

항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서울특별시나 국가 즉, 공공에 있는지, 아

니면 일반인이나 단체 등 민간에 속한 것인지로 구분되었다. 이어서, 서

20)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21) https://aerogis.seoul.go.kr/

22) 등기부등본 상 [을구]에는 저당이 잡혀있지 않는 한, 대부분 기록 사항이 없고, 유의

할 만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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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무허가

정착지
지번주소

표제부

접수일자 지목 갑구

강남구

수정마을

개포동 1197-1 89년 4월 10일 대
소유권보존 89년 4월 10일

(소유자 서울시)

개포동 1197-4 89년 4월 10일 대
소유권보존 89년 4월 10일

(소유자 서울시)

달터마을 개포동 156 97년 11월 6일 공원
소유권보존 89년 4월 11일

(소유자 서울시)

재건마을 개포동 1266 89년 4월 12일 대
소유권보존 89년 4월 12일

(소유자 서울시)

구룡마을 개포동산156 등 - 답, 논 -

서초구

잠원마을 잠원동 61-6 93년 9월 21일
학교

용지

소유권보존 93년 9월 21일

(소유자 서울시)

두레마을

방배동 997-1 84년 11월 1일 공원

소유권보존 84년 11월 1일

(소유자 서울시)

2002년 2월 16일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

방배동 997-2 84년 11월 1일 대
소유권보존 84년 11월 1일

(소유자 서울시)

방배동 997-3 84년 11월 1일 대

소유권보존 84년 11월 1일

(소유자 서울시 교육감)

2006년 6월 28일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 / 교환)

성뒤마을

방배동 산 99 - 임야 공동 소유권

방배동 산 98 97년 7월 14일 임야
소유권이전 72년 9월 1일

(소유자 이복형)

<표 3-1> 등기부등본 상에 기록된 주요 내용

울시에서 제공받은 미매각 체비지 대장을 통해 공유지에 해당하는 토지

들이 체비지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 구분하였고, 무허가정착지가

점유하는 일부 공공용지가 체비지에 해당하는 필지임이 확인되었다. 더

불어서,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각 토지들의 현재 용도

지역, 공시지가, 면적, 계획시설 등을 파악하였다. 이 가운데, 무허가로

점유되는 필지들이 현재 용도가 주거지역(1종, 2종)과 자연녹지로 구분되

었고, 계획된 시설 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발간한 토지구획정리사업백서를 통해 각 무허가정착지가 토

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서울시

에서 제공하는 과거 항공사진을 참고하여 각 마을별로 해당 무허가정착

지가 형성되기 이전에 취락이 있었는지, 무허가정착지가 형성되기 시작

한 시기는 언제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아래의 <표

3-1>과 <표 3-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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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마을

방배동 273-3 81년 6월 11일 대

소유권이전 85년 12월 5일

(소유자 학교법인총신학원)

이후 백석대 소유로 이전

방배동 274-2 83년 2월 5일 답
소유권이전 70년 10월 17일

(소유자 사단법인청권사)

안골마을 내곡동 산 29-1 81년 8월 21일 임야
소유권이전 89년 12월 29일

(임정배 등 공유)

접시꽃

마을
우면동 140 89년 4월 10일 대

소유권보존 60년 8월 3일

(소유자 국가)

송파구 화훼마을

장지동 596-5 98년 9월 1일 답

소유권이전 71년 6월 11일

(소유자 유성연)/대위자 서울시

(72년 5월 1일 토지수용)

소유권이전(99년 9월 22일)

장지동 611-2

-

답

-장지동 612-8 답

장지동 609-7 답

위 <표 3-1>와 아래의 <표 3-2>에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먼저는,

무허가정착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소유권이 서울시 혹은 국가인지의

여부에 따라 공유지 또는 사유지로 구분된다. 공유지에 해당하는 무허가

정착지는 강남구의 수정마을, 달터마을, 재건마을, 그리고 서초구의 잠원

마을, 두레마을, 접시꽃마을이 있고, 사유지를 점유하는 무허가정착지로

는 강남구의 구룡마을, 서초구의 성뒤마을, 응봉마을, 안골마을, 송파구의

화훼마을이 해당한다. 이렇게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토지들은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일치한다. 무단 점유 필

지 중 공유지에 해당하는 토지들은 영동1, 영동2, 개포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유지인 경우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23) 또한, 공유지에 해당하는 필지들은 대부분 등기부등본 상의 지목

이 대지이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가 다수 이지만, 사유지를 점유

한 필지들은 지목이 임야, 전, 답 등에 해당하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임

을 확인할 수 있다.

23) 토지구획정리사업백서에 포함된 도면사진과 현존 무허가정착지의 위치를 대조해가며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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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무허가
정착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토지소유 계획 용도
공시지가
(원/㎡)

기존취락
여부

거주
가구수

강남구

수정마을 O
공유지
(체비지)

X 2종 주거 6254000 X 30

달터마을 O 공유지 X 1종 주거 1485000 O 120

재건마을 O
공유지
(체비지)

도서관 1종 주거 4477000
비닐
하우스

63

구룡마을 X 사유지 공영개발 자연녹지 - O 1100

서초구

잠원마을 O
공유지
(체비지)

학교 2종 주거 3890000 O 58

두레마을 O

공 공원 1종 주거 1669000

비닐
하우스

29
공유지
(체비지)

도서관 2종 주거 5363000

공유지 X 2종 주거 5363000

성뒤마을 X 사유지 공영개발 자연녹지
103000

O 120
135000

응봉마을 X 사유지 X 1종 주거
1983000

X 40
2273000

안골마을 X 사유지 X 자연녹지 130600 X -

접시꽃
마을

O 공유지 연구시설 자연녹지 2781000 O 23

송파구 화훼마을 X 사유지 X 자연녹지

2150000

비닐
하우스

185
2150000

2150000

2171000

<표 3-2> 무허가정착지 점유 토지 특성

한편, 공유지에 해당하는 무단 점유 필지들은 체비지 여부에 따라 세

분화된다. 일반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경우, 미매각된 체비지인 경우, 그

리고 공공용도로 지정되어 아직까지 남아있는 체비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정착지로는 강남구의 달터마

을, 서초구의 두레마을 일부와 접시꽃 마을이 해당한다. 매각이 이루어지

지 않은 체비지에 무단 점유가 행해진 사례로서 수정마을을 언급할 수

있다. 그리고 체비지이면서 동시에 공공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점유한 경

우인 서초구 잠원마을, 두레마을, 강남구의 재건마을이 있다. 위에 언급

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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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토지 특성 무허가정착지마을
구획정리사업

지구포함여부
지목 용도지역

공

유

지

공공용도
달터마을, 접시꽃마을,

두레마을일부

포함
대지,

공원 주거(1,2 종)
체비지 수정마을

공공용지

+체비지
잠원마을, 두레마을, 재건마을

사유지
구룡마을, 성뒤마을, 응봉마을,

안골마을, 화훼마을
미포함

임야,

전,답
자연녹지

<표 3-3> 점유 토지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제 2 절 유형별 사례 연구

본 절에서는 앞서 분류한 무허가정착지의 유형에 따라 각 유형에 해

당하는 사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토지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

하여 무허가정착지가 현재까지 남아있게 된 원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공유지를 점유하는 무허가정착지와 사유지를 점유하는 무허가정착

지로 구분하였고, 공유지 점유 무허가정착지를 세분화하여 세 가지 유형

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본 연구가 계획된 시가지 내 형성된 무허가정착

지에 초점을 두는 것을 고려할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는 공

유지를 점유하는 무허가정착지의 사례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것이다. 이들 중 일반 미매각 체비지를 점유한 경우와 공공용지로 조성

된 체비지를 점유한 경우에 대해 미매각된 체비지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미매각 체비지를 점유한 수정마을의

사례를 통해, 매각용으로 조성되었지만 매각이 늦어짐에 따라 활용되지

않거나 다른 기능으로 바뀌게 된 체비지에 대한 논의를 제시할 것이다.

둘째, 잠원마을과 두레마을의 사례를 기반으로, 공공용지로 기능하기 위

해 조성된 체비지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 중 계획된 용도가 집행되지 않

아 미매각 체비지로 남게 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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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용지 점유

1) 달터마을

강남구 개포동 156에 위치한 달터공원에 형성되어 있는 달터마을은

서울시(2015)에 따르면, 개포지구 일대가 개발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공

원부지로 밀려나게 되면서 생겨난 배경을 갖고 있다. 비슷한 내용을 언

론보도 자료24)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달터마을은 1980년대 초 개포지

구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무허가 판자촌에 있던 주민들이 이

주하여 목재와 판자로 집을 지으면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

서울시 항공사진 <그림 3-1>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달터마을은 1985

년도까지 주변 일대에 형성되어 있었지만 1986년에는 해당 일대의 부지

가 개발되면서 기존의 마을은 보이지 않고 현재 달터공원에 소규모로 무

허가정착지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1989년부터는 기존에 마을

이 있던 부지는 개발이 되어 단독주택이 들어섰고, 현재의 공원 부지에

무단 점유 공간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 달터마을 위성사진(왼쪽부터 1985년, 1986년, 1989년)

달터마을이 위치한 이곳은 과거 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공

원으로 계획되었던 공공용지에 해당한다. 해당 부지의 토지대장을 확인

해보면, 아래 <그림 3-2>에서 알 수 있듯이, 1988년 구획정리가 완료됨

에 따라 서울시의 소유로 보존되었다. 또한, 아래 <그림 3-3>에서도 개

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해당 부지가 공원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포동 달터마을의 형성은 계획 시가지의 개발에 따라 인근에

24) 건설경제, 2016년 7월 19일, NEWS& 무허가 판자촌 ‘재건ㆍ달터ㆍ수정마을’ 개발사

업 “지지부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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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던 빈민들이 공공용지로 지정된 공원 부지로 스며들어 가게 된 배

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 달터마을 토지대장

<그림 3-3> 서울시 공고 제534호 관계도서 도면 중 일부

달터마을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고 무허가정착지가 남아있게 된 데

에는 위 언론 보도 자료의 강남구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개발에 들어

가는 예산을 시의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하

지만, 강남구청 보도자료25)에 따르면, 달터마을의 공원 복원은 지속적으

로 추진되어 왔고, 올 해 마을 주민들의 이주가 가속화되면서 전체 257

세대 중 91세대를 정비하였고, 공원 면적의 37%에 해당하는 4226㎡을

공원으로 복원되었다.

25) 강남구청, 2018년 1월 17일, ‘강남구, 무허가 판자촌 달터·수정마을 정비로 공원복원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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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시꽃마을

서초구 우면동 140번지에 위치한 접시꽃 마을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

약적임에 따라, 토지대장, 항공사진을 통한 형성시기, 개포지구 환지 계

획 관계도서 등을 참고하여 무허가로 점유되는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였

다. 아래 <그림 3-4>를 보면, 이곳은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가 환지처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소유권이 재

정경제원, 법무부, 그리고 2012년에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소유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 접시꽃 마을 토지대장

접시꽃 마을의 형성 시기는 서울시 항공사진을 통해 파악하였다. 아래

항공사진 <그림 3-5>에서 볼 수 있듯, 80년대 이전부터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고, 개포지구가 개발된 이후인 80년대 말에도 현재

의 모습처럼 비닐하우스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5> 접시꽃 마을 일대 위성사진(왼쪽부터 1984년, 1989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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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아래 <그림 3-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접시꽃 마을이

있는 부지는 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연구단지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상에도 연구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6> 서울시 공고 제992호 관계도서 및 도면

정리하자면, 서초구 우면동 140번지에 위치한 접시꽃 마을은 정보는

부족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있어왔던 비닐하우스 촌이 유지된 것을 볼 때,

개포지구가 개발되면서 국유지로 환지처분이 되었던 땅이 관리되지 않은

틈을 타 무허가정착지가 지속적으로 남아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일반 미매각 체비지 점유

1) 수정마을

서울시(2015)에 따르면, 현재 개포동 1197-1과 1197-4에 위치한 수정

마을26)은 1985년 처음 고물상이 모여 있는 동네로 시작하였다. 수정마을

은 90년대 초까지 공장과 개인 사업이 있던 지역이었지만, 이후 강남 개

발로 인해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밀려나 갈 곳 없는 이들이 이곳으로 들

어와 마을을 형성하며 살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 수정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터뷰를 참고해보면, 수정마을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은 기존 주

26) 앞부분에 언급했던 신발생 무허가정착지 중 개포동 1240-3에 위치한 수정마을2와는

다른 곳이다. 참고로 수정마을2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사라지고, 현재는 2017년 항

공사진(서울시 제공)을 통해 본 결과, 녹지로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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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가 강제 철거되어 들어오게 된 경우, 서울시에 의한 강제 이주로 온

경우, 혹은 강남에서 도시 빈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

해 이주하게 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 <그림 3-7>를 통해

볼 수 있듯이, 90년대 초반부터 이곳에서 판잣집의 형태를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림 3-7> 서울시 제공 항공사진(수정마을, 왼쪽-1993년, 오른쪽-2017년)

한편, 수정 마을이 형성될 초기에는 이곳에 약 120여 세대가 거주를 했

는데, 일부 필지가 전라남도, 소방서, 개인에 의해 매각되었고, 이곳에 있

던 주민들도 공공임대주택이나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현재는 약 30세

대가 남았다고 한다. 마을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들을 언급하자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주로 파출부나 청소업, 건물관리 등의 이곳 주민

표현에 따르면, ‘생계형’ 일자리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거주민들

의 연령대는 주로 노년층이며, 과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고 하였다.

생활환경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가스의 공급은 없으며, 전기 공급은 이뤄

지고 있다. 난방의 경우, 주민들 중 약 80%는 정기장판, 20%는 연탄을

사용하는데, 연탄을 떼는 일부 주민의 경우 비교적 잘 사는 경우라고 하

였다. 그 이유는 연탄을 뗀다는 자체는 주거공간이 좀 있다는 뜻이기 때

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기장판에 한 겨울을 보내는 실정이라고 한

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판자촌이라는 이유로 수도가 공급되

지 않아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여 디스토마균에 노출되기도 하

였는데, 이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상수도가 설치되었다. 하수도 역시

과거에는 재래식 공동화장실이 있었지만 수정마을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해결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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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마을이 위치한 필지와 관련하여 서울시 공고 제534호27), 서울시

공고 제992호28), 개포지구 체비지 대장 등을 확인해본 결과, 이곳은 상업

용으로 지정되었던 체비지에 해당하였다. <그림 3-8>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초기에 수정마을을 포함 블록 전체는 상업용도로 계획되었다. <그

림 3-9>은 위에 언급하였던 서울시 공고 534호의 관계도서에 첨부된 도

면에서 현재의 수정마을이 위치한 블록에 해당한다. 도면에 표시된 구획

번호 127을 개포지구 체비지 총괄대장의 상업용도의 체비지 목록에서 찾

을 수 있었다<그림 3-10>. 여기에서 구획번호가 127 뒤에 이어 1-1부터

1-6까지 구분된 것은 환지가 확정 처분되는 과정에서 필지분할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8> 서울시 공고 제534호 관계도서 토지이용계획 일부

<그림 3-9> 서울시 공고 제534호 관계도서 중 환지 예정지 도면 중 일부

27) 1983년 9월 24일에 작성된 환지 계획 인가 및 예정지 지정서로, 관계 도서를 통해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 및 체비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28) 1988년 12월 22일에 작성된 사업 완료 및 환지계획 변경과 확지 확정처분 공고로서,

관계 도서를 통해 최종 환지된 토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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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개포 확정지구 체비지 총괄대장 중 수정마을에 해당하는 구획

<그림 3-11>는 서울시 공고 992호의 관계도서에 첨부된 도면 중 수

정마을에 해당하는 블록을 찾아 표시한 것으로, 환지 예정지를 보여주는

서울시 공고 534호가 작성된 1983년 이후 최종 환지 확정처분이 될 때에

는 6필지로 분할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중 가운데에 위치한 두 필지가

현재의 수정마을이 입지한 곳에 해당하는데<그림 3-12>, 이 블록의 필

지들이 언제 매각이 되었고,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토지대장과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수정마을 주변 필지 주소는 앞의

<그림 3-7> 참조).

<그림 3-11> 서울시 공고 제992호 관계도서 중 환지 예정지 도면 중 일부



- 33 -

<그림 3-12> 수정마을(강남구 개포동 1197-1과 1197-4) 토지대장

먼저 <그림 3-13>를 확인해보면, 개포동 1197의 경우, 1988년 12월

31일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환지처분이 확정되면서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로 남아 있다가 2001년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이 되어 현재는 음식

점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3-13> 강남구 개포동 1197의 토지대장 중 일부

다음으로, <그림 3-14>를 보면, 개포동 1197-2도 같은 시기에 구획정

리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이 되어 체비지로 남아 있었지만 2005년 전라남

도에 의해 매각이 되어 현재 전남 친환경식품유통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포동 1197-3은 2011년에 1197-2와 합

병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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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강남구 개포동 1197-2의 토지대장 중 일부

마지막으로 <그림 3-15>의 개포동 1197-5에 대한 토지대장을 보면,

마찬가지로 1988년 환지처분이 완료되었고 이후에는 서울시 소유로 유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현재는 개포동 119 안전센터가 위치해 있다.

<그림 3-15> 강남구 개포동 1197-5의 토지대장 중 일부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개포지구 구획정리사업 당시 상업

용도로 계획되었던 개포동 1197일대는 처음 계획과는 다소 다른 기능으

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개포동 1197-2와 1197-3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약 7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매각이 되었다.

또한, 개포동 1197-5의 경우는 현재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수정마

을(개포동 1197-1, 1197-4) 역시 매각이 지연되고, 계획 당시 기능대로

상업 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현재까지 무허가 점유가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개포지구 내 미매각 체비지 특성

앞서 언급하였던 수정마을의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무허가정착지가

유지될 수 있는 원인으로, 매각용으로 조성된 체비지이지만 매각이 늦어

짐에 따라 기존의 용도가 바뀌게 되거나 활용되지 않게 된 체비지들에



- 35 -

관한 논의를 언급하고자 한다. 개포지구 체비지 총괄 대장과 서울시 공

고 제534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환지 예정지, 서울시 공고 제992호에 기

록된 확정된 환지를 서로 비교해가며, 당시 지정된 체비지가 어떻게 조

성되었는지 보았다. 한편, 당시 계획된 체비지들이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확인할 결과, 일부 상업용도로 조성된 체비지들 중

당초의 계획과 달리 용도가 변경된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16>는 서울시 공고 제534호의 관계도서에 나와 있는 개포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상업용도로 계획된 부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6> 서울시 공고 제533호 관계도서의 개포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해당 공고에 첨부된 도면에 작성된 구획 번호와 개포지구 체비지 총

괄 대장29)을 비교해가며, 상업 용도로 계획된 체비지들을 따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래 <그림 3-17>은 상업 용도로 지정된 구획이자 동시에

체비지로 조성된 필지들을 보여준다. 당시의 구획번호인 326의 1-1부터

1-6까지의 필지를 위에 언급한 공고의 도면에서 찾아본 결과, <그림

3-18>에 표시된 상업용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9) 개포 확정지구 체비지 총괄대장 문서는 주택지, 학교, 연구단지, 상업지역 등 용도를

순서대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조성된 체비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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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개포지구 체비지 대장 중 상업용도로 조성된 체비지

<그림 3-18> 서울시 공고 제534호의 관계도서 도면 중 일부

한편, 해당 체비지가 언제 매각이 되었으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에 대해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우선, 해당 필지의 현재 주소를

확인해본 결과, 강남구 도곡동 459 번지 일대로 파악되었고, 위의 <그림

3-18>에 표시된 필지들의 토지대장을 확인하였다. <그림 3-19>는 현재

도곡동 459의 토지대장이며, 환지 예정지 도면 상 구획번호 326의 1-3에

해당하는 필지이다. 1988년 12월 22일 체비지로 환지 처분이 완료되면서

소유자가 서울특별시가 된 것을 볼 수 있고, 1990년 2월 24일부로 강남

구의 소유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곳에는 도곡 2동 주민센터

가 위치해 있는데, 기존의 상업용도로 조성된 체비지가 공공시설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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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강남구 도곡동 450의 토지대장 일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 3-20>에 나와 있는 도곡동 459-1의 토지대장

을 확인해 본 결과, 1988년 환지 처분이 완료된 이후, 1992년 2월 1일부

로 강변교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2007년에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도 볼 수 있다.

<그림 3-20> 강남구 도곡동 459-1의 토지대장 일부

도곡동 459-1과 유사한 경우로서, <그림 3-21>의 도곡동 459-3을 보

면 1989년에 서울시로 소유의 체비지가 된 이후, 1992년 2월 27일부로

한국일련정종불교회의 소유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마차가지로, 1994년에

종교용지로 지목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1> 강남구 도곡동 459-3의 토지대장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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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곡동 459-5의 토지 대장을 아래 <그림 3-22>에서 확인

해본 결과, 1989년에 환지 처분된 이후에 1993년 7월 1일부로 민간 기업

에게 매각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 2005년에는 기쁜소

식교회에 의해 매각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22> 강남구 도곡동 459-5의 토지대장 일부

위의 네 개의 필지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계획되었던 상업용도는 찾

아볼 수 없으며 공공용지 및 종교용지 등의 다른 용도로 변화되어 활용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0). 개포지구 내 상업용도로 조성된 다른 체비지

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정책아카이브에 기록된 내용31)을 보면, 개포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에 계획 되었던 7곳의 주구중심은 상업 및 생활편

익시설이 입지하도록 계획되었지만, 이중 3개의 주구중심은 초기의 계획

과 달리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매

각 시기가 지체된 데서 기인하였음이 언급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배경으

로 서울시(2009)는 상업용지의 대규모 필지분할 및 관리계획의 부재한

상태에서의 단순 매각 추진이 이뤄졌음을 지적한다.

한편, 상업용지가 매각이 늦어진 탓에 본래의 용도대로 활용되지 않았

는지에 대한 비교 사례를 확인하여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 개포지구 내

일부 주거용지로 조성된 체비지들이 매각된 시기를 파악해보았다. 이를

위해 개포지구 내 일부 주거용도의 체비지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현재 수정마을이 위치한 지역 인근에서 주거용 체비지

로 조성되었던 필지들과 비교적 최근에 사라진 무허가정착지인 수정마을

30) 본문에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도면에 표시되었던 필지 중, 구획번호 326-6에 해당하

는 필지 역시 기존의 계획과 달리 강남수도사업소가 위치해 있다.

31)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의 정책분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해 서울

연구원에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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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가 위치했던 개포동 1240-3번지를 중심으로 인근에서 발견되는 체비

지들로 고려하였다. 아래 <그림 3-23>과 <그림 3-24>에서 볼 수 있듯

이, 개포동 1240-3 수정마을2는 현재 녹지상태로 남아있고, 서울시 공고

제534호의 토지이용계획도에서 해당 일대가 모두 단독주택용지로 계획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3> 개포동 1240-3 위치 <그림 3-24>개포동 1240-3 토지이용계획

앞서 진행하였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개포동 1240-3에 해당하

는 필지를 서울시 공고 제534호, 제992호에서 찾아 개포지구 체비지 총

괄대장에서 체비지임을 확인하였고, 대장을 통해 인근에 조성된 체비지

들을 찾아 아래 <그림 3-25>와 같이 서울시 공고 제992호에 첨부된 도

면 위에 표시하였다. 이중 1240-3번지 주변에 조성된 개포동 1240-6,

1239-15, 1239-12, 1244-3, 1244-12, 1244-13의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환

지 처분이 이루어진 후 체비지 매각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32) 서울시(2015)에 따르면, 양재정형외과 부근마을이라고도 명명되기도 하는데, 이곳은

예전에 7세대 정도 살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민들이 이주하여 현재는 녹지 상태

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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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서울시 공고 제922호 관계도서 도면 중 개포동 1240 일대 조성된 체비지

여섯 필지 중 1240-6, 1239-12는 체비지 대장에서 확인한 체비지임에

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에는 일반인에게 바로 환지처분이 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이러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비지로 환지가 이루어진

나머지 네 개의 필지들의 토지대장을 통해 매각 시기가 어떠한지 살펴보

았다.

<그림 3-26> 개포동 1239-15의 토지대장 중 일부

<그림 3-27> 개포동 1244-3의 토지대장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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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개포동 1244-12의 토지대장 중 일부

<그림 3-29> 개포동 1244-13의 토지대장 중 일부

<그림 3-26>, <그림 3-27>, <그림 3-28>, <그림 3-29>의 토지대장

의 기록된 것을 보면, 개포동 1239-15, 1244-3,12,13 네 필지들은 모두

1988년에 환지 처분이 이루어진지 1년 이내인 1989년 안에 모두 매각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주거용지로 조성된 체비지들의 매각이 즉각적

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앞서 언급하였던 상업용지로 지정된 체비지들

이 일정 기간이 지나 매각이 된 경우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현재 수정마을이 위치한 필지 주변에 형성된 주거용

체비지들의 매각 시기를 파악해본 결과, 해당하는 모든 필지들이

1989-1990년 사이에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아래 그림

<3-30> 참조). 위에 언급한 방식으로 확인하였으므로, 각 필지의 토지

대장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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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수정마을 일대 주거용 체비지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수정마을은 매각이 늦어진 상업용 체비

지를 무단 점유하여 형성된 사례이고,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상업용으로 조성된 체비지가

매각이 늦어진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공공용지로 조성된 체비지 점유

1) 잠원마을

잠원동 체비지 마을은 서초구 잠원동 61-6의 일부분을 무단 점유하여

만들어진 마을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영동 1지구에 포함되는 부지

로써, 면적은 14057.4㎡ 에 해당하고 학교 용지로 지정된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이다. 서울시(2015)에 따르면, 이곳은 1983년부터 학교용지로 지정

되어 있다. 언제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하였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관계부처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전부터

살던 사람들과 세입자들 일부가 남아 있었고, 이후 매각처분 등에 따라

실거주자들은 바뀌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의 경우, 거주한지는 약 6년 정도 되었고, 거주 계기는 90년대 말 외환위

기 당시 빚으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지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지인이 살던 이곳 잠원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 이곳에 언제부터 주민들이 거주하였는지는 서울시에서 제공하

는 항공사진을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잠원동 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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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처음으로 주택이 등장한 것은 1976년 항공사진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림 3-31>에 표시된 세 주택이 현재에도 남아있는 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33)

<그림 3-31> 1976년 잠원마을 항공사진 <그림 3-32> 현재 잠원마을 위성사진

서초구 공고문 자료34)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잠원동 체비지 마

을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58가구로 파악되며, 매년마다 국공유지 무단점

유에 대한 변상금으로 적게는 약 3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 가량이 부

과되고 있다. 거주 가구 중 변상금을 지불하는 가구도 있지만 이들 중

11가구는 2016년 한 해 동안 체비지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5). 한편, 특이한 점은 거주 가구 중 기

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가구는 7가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36) 관계부

처 공무원에 따르면, 거주민 중 일부는 투기 목적으로 잠입한 경우도 있

다고 한다.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을 만나 인터뷰한 결과, 주민등

록만 해놓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수 있고, 어떤 주민들은 겉은

판잣집이지만, 내부는 호텔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보수하여 사는 집도 있

다고 하였다. 현장답사 결과, 현재 잠원동 61-6 일대는 무허가로 점유되

는 불량 주택들과 공터 및 일부 간소한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주로는 동

네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3) 사진에서는 지붕형태를 보고 판단하였고, 현장답사 결과, 세 곳 모두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17-556호(2017년 4월 20일)

35)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7-996호(시유재산 변상금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

달 공고)

36) 서초구 공문에 기록된 체비지 변상금 적용 요율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0.01%가 적용되고, 이외에는 0.02%나 0.0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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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잠원동 61-6의 체비지와 마을일대 위성사진

잠원동 체비지 마을의 경우 학교용지로 지정된 체비지 위에 형성된

마을로서<그림 3-34>, 원래의 계획대로 이곳에는 학교가 공급되어야 하

지만, 현재까지 계획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현재까지 해당 미

매각 체비지를 무허가로 점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항공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1976년부터 주택이 있었고, 추가적인 항공사진<그림 3-35>을

통해 보면, 대략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무허가정착지가 형성된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예정되어 있던 용도대로 학교가 공급

되지 않아 무허가 점유는 지속되었다. 서울시(2015)와 관계부처 공무원

에 따르면, 잠원동 주민들과 서초구청은 학교의 설립을 원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주변 학생 수가 충분하지 않고, 예산 문제로 인해 당초의 계

획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4> 잠원동 61-6 토지대장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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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잠원동 61-6 항공사진(왼쪽-1988년, 오른쪽-1992년)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으로 서초구 문서37)에서 서초구의 입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선, 잠원동 61-6부지에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과 관련하

여, 잠원동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주민과 학생이 상주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없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인근

고등학교로 분산 배치되거나, 심지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주민들까

지 발생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들은 중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

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과거에

공립 고등학교 신설유치 주민설명회 및 총 서명인수 2만 3496명의 주민

서명운동, 서울시장에 의한 학교건립에 대해 적극 검토 지시, 학교부지

활용방안 기본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발표 및 2014년도 예산에 연구용

역비 2900만원을 편성한 사실을 언급하며 잠원동 부지에 학교 건립 추진

을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잠원동 61-6 체비지의 매각 대상이자 학교용지의 계획 주체인

교육청의 입장 또한 일부 언급되어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해당

부지가 “학교용지는 맞지만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전

투·융자사업 심의결과 저출산 등으로 인해서 학교설립 수요가 없는 지역

으로 판단되어 고등학교 건립 추진계획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의 서초구 문서38) 회의록에 따르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입장은 잠원동, 반포동 지역에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가 약

4000여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잠원마을이 위치한 61-6

37) 제24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2013년 12월 6일, 제24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2014년 3월 3일

38)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2017년 11월 27일



- 46 -

부지에 기존 계획인 고등학교가 아닌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라는 것

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다른 지역의 시·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줄어드

는 반면, 서초구의 초등학생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25-27명이 정원인 데에 비해, 잠원동의 학

교들은 42명 정도로 과밀상태라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배

경에서 교육지원청은 잠원동 61-6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

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잠원마을과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자면, 기존에 학교 용지로 계획된 잠

원동 61-6 부지는 교육청에 매각되어 학교가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구체

적인 계획이 집행되는 데에 있어, 서초구의 고등학교 건립 요구와 학생

수요에 근거한 교육청의 학교 계획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계획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계획 부재 및 관리공백

을 틈 타 무허가정착지가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두레마을

서초구 방배동 997-1, 997-2, 997-3에 위치한 두레마을은 서울시

(2015)에 따르면, 인근 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이다. 아래 <그림 3-36>의 두레마을이 위치한 부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면, 세 필지 모두 공통적으로 영동 1지구 구획정리

사업 후 1984년에 환지 처분되었다. 하지만 세 필지의 성격에 있어서 차

이가 있는데, 997-1의 경우 공원용지로 계획된 서울시 소유 부지였지만

2002년에 서초구 소유로 귀속되었고, 997-2는 서울시 소유로 환지가 이

루어진 체비지에 해당한다(서울시 미매각 체비지 대장에서 확인). 마지막

으로, 997-3 필지는 서울시 소유로 환지 처분이 되었지만, 곧 서울시 교

육청 소유로 바뀌었고, 2006년에 다시 서초구의 소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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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방배동 두레마을 토지대장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필지는 공공용지, 체비지, 시유지로 성격이 모

두 다른데, 997-2의 경우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이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을 확인해보면, 이곳에는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초구 자료39)에서 997-2 필지는 2002년 6월 15일에 도시계획시설

(도서관) 고시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집

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문서에서는 997-2 부지는 도서관을 건립하

기에는 대지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단독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기에는 어

렵다는 심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997-3의 경우,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 교육청의 소유에서 서초구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배경은 서초구 의회 회의록40) 및 참조문서41)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997-3번지(당시 서울시교

육청 부지)와 양재2동 311-1번지(서초구 소유 학교용지) 토지를 상호 교

39)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2016.12.07.), 의안번호 246.

40) 제16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임시회), 2006년 1월 18일

4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 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번

호 제199호), 200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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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여 997-3번지 부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세부

적인 내용으로 997-3 필지가 민간에게 공개 매각될 상황이 있었지만 서

초구 측에서 해당 부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각을 막고 교육청에 요구하

여 최종적으로는 서초구 부지와 교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부

지에 공공청사(주민센터)가 계획되었음에도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서

초구 의회 회의록42)을 참고하였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2012년에 시행

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997-3 부지에 복합주민센터 건립이 적합

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2014년도 본예산에 방배복합문화회관 청사 건립

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3억이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지만, 2014년도 5

월에 진행된 서울시 투자 심사에서 해당 계획이 반려되었다. 그 이유로

는 기존의 동 청사가 건립된 지 30년이 안되었기(당시 기준) 때문에 시

비 지원이 불가능하였고, 더불어서 무허가 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이 확실

히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강제철거

대집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는데, 도로 통행에 현

저히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이나 공공의 안전 및 공익을 저해하는 수준

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가 진행되지만, 997-3 부지의 경우 그렇지 않으

며, 용산사태와 연관지어 집행이 어렵다는 내용들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서, 997-1, 997-3 부지에 대한 통합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

견도 언급되어 있다.

마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답사하여 이곳에 거주하

는 주민을 만나 제공받은 정보에 따르면, 두레마을은 과거에는 현재 위

치하고 있는 필지의 앞과 뒤의 필지까지 점유하고 있었지만, 개발압력에

따라 일부는 이주하고 일부는 현재의 필지로 밀집되었다고 한다. 토지대

장을 보면, 현재는 서울시 소유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곳은 과거 교육청

소유의 부지였고, 서초구와 함께 개발을 추진하여 앞서 언급한 일부의

필지는 개발이 되었지만, 현재의 필지는 의견이 맞지 않아 개발이 보류

되었다고 한다. 인터뷰 응답자의 경우 다른 곳에 살다가 이곳이 저렴하

게 거주가 가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주하게 되었고, 현재 약 40년 정도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두레마을에 약 60세대 정도가 거주하

42) 제26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6년 5월 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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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현재는 29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 중 대다수가

997-3 필지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환경과 관련하여서는,

전기,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모두 공급이 된다고 한다. 서초구로부터 지

속적인 퇴거 종용을 받고 있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하였다. 한편, 두레마을 주민들은 개발자를 섭외하여 개발을 추진

하려고도 했지만, 서초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되었다는 정보

도 들을 수 있었다. 두레마을의 주민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30년 정도 이곳에서 거주하였다고 한다.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두레마을에서 만난 주민 중 한 분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

으며(이외에도 두레마을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음), 한 분은 체비지 변

상금으로 지금까지 7억 정도를 지불하였다는 내용도 언급하였다.

두레마을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997-1, 997-2, 997-3필지의 성격이

각각 공원부지, 체비지, 서초구 소유의 공공용지로서 다른데, 997-1의 경

우 공원부지에 무단 점유가 이루어진 것이며, 997-2의 경우 부지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서관)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방치된 부지에 해당한

다. 또한, 997-3의 경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 미비로 인해

계획 추진이 좌절된 경우로 볼 수 있다.

3) 영동 1, 2지구 체비지 조성계획

앞서 언급한 잠원마을과 두레마을의 사례를 볼 때, 공공용지로 지정된

체비지가 무단 점유되었던 경우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공용지로

지정되었던 체비지와 관련한 배경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체비지의

용도가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에서 제공한 최근의 미매각 체비지 대장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남아

있는 체비지는 크게 4가지로 용도가 분류되는데, 공공기관 점유, 공공용

지, 개인 점유, 나대지 및 자투리땅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3-4>.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유건물의 경우, 담당 공무원 인터뷰

에 따르면, 일부는 개인이 대부료를 내면서 점유하고 있거나, 매각 대금

을 분할 납부하여 점유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체비지가 공

공기관 및 시설 혹은 공공용지로 활용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조례 제1장 제3조에서는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이 가능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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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는 매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제4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경우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때,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학교의 설

립 부지로 사용하려는 체비지를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대상이 사전에 정

해지는 것이고 다시 말해, 용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체비지

가 자치구내 공공시설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이것은 체비지의 관리

가 관할 자치구에 위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43).

구분 공공기관 및 시설 공공용지 사유건물 나대지 등

필지 수 141 196 414 90

면적(㎡) 71,905.3 98,267.4 205,468.2 44,667

면적비율 17.1% 23.3% 48.8% 10.6%

*서울시에서 제공한 미매각 체비지 대장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3-4> 2018년 기준 체비지 이용 현황

체비지의 활용에 있어서 매각용이 아닌 공공시설 및 기타 목적으로

기능을 해온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체비지가 조성되던 시기

에서부터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아래 <그림 3-37>는 서울시로부터

구득한 영동 1,2 지구 환지처분조서의 일부이다. 왼쪽이 종전의 토지이고

오른쪽은 환지 확정지를 나타내는데, 보통 토지 소유주가 갖고 있던 땅

이 종전의 토지에 기록되고 환지로 돌려받는 땅은 환지 확정지에 표기된

다. 체비지의 경우, 종전의 토지에 ‘체비지’라고 명기되어 있고, 확지가

확정되면서 주소가 부여된다. <그림 3-3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체비지는 환지 확정란 지목에 ‘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래 <그림 3-37>에 기록된 학교용지는 현재 서울교

육대학교가 위치한 서초구 서초동 1560 번지에 해당하는 부지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3-38참조>44). 해당 문서와 토지구획정리백서(서울시, 2017)

에 따르면, 체비지의 용도가 매각용 이외에도 학교, 시장, 도로로 지정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공공용지로 조성되는 용지와 체

43) 해당 조례 제16조, 제2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용도나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대부료가 면제되거나 대부료의 감면, 변상금 징수액과 매각대금의

일부를 자치구에 귀속시킬 수 있다.

44) <그림 3-1>의 확지 확정지에 명기되어 있는 주소들을 <그림 3-2>의 토지대장 토지

표시 사유란에 1986년 11월 27일부로 합병된 토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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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와의 차이에 대해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엄밀히 말해 공공 목적으로

활용된 체비지는 공공용지와 큰 구분이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림 3-37> 영동 1,2 지구 환지처분조서 중 일부

<그림 3-38> 서울교육대학교 부지의 토지대장 중 일부

위의 <그림 3-37>처럼 작성된 환지처분 조서는 총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문서로 되어 있는데, 문서에 기록된 영동지구 체비지의 주소45)를

현재 시점의 지적도에 대입46)하여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공간상

에 표현한 결과47), <그림 3-39>과 같은 체비지의 공간적 분포를 볼 수

있었다. 해당 자료에서 발견한 체비지는 총 833필지고, 평균 면적은 약

45) 문서의 이름은 영동 1,2 지구지만, 실제로 안에 있는 내용은 영동 1지구 3공구에 해

당하는 내용으로, 현재의 서초구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에 위치한 체비지만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영동 1지구는 총 3공구로 나뉘어져 있고, 영동 2지구의 경우 총 4공구로

구분된다.

46) 1985년 환지처분 당시 작성된 지적과 현재와는 차이가 있어서 누락된 필지들이 다소

있지만,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상에서 위치 및 면적을 대조한

결과 위 그림 상에 표시된 체비지는 대부분 일치한다.

47) 영동 1지구 내에서 1, 2, 3 공구의 범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자료 구득 예상 범

위를 지도에 함께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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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이었다. 대략적인 면적을 파악해본 결과, 100~200㎡ 규모의 체비

지가 23.3%, 200-300㎡가 29.1%를 차지했다. 면적이 넓은 필지들의 현재

점유 상태를 확인하여 공간상에 표기하였다. 이를 보면, 당시 지정된 체

비지들이 현재 서초소방서, 서울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공공의 부지로 활

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도 동사무소나 파출소 등 공공

기관들이 체비지에 입지하였음을 문서와 공간분석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림 3-39> 영동 1지구(서초구) 체비지 분포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당시 체비지

를 지정할 때, 일부는 공공용도의 목적으로 계획한 체비지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일부 잔여의 미매각된 체비지들을

시유지로 활용하여 당시 자치구에 필요했던 구청, 경찰서등 등 공공기관

들이 입지시켰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영동 2지구의 경우, 1981년에 12월 5일에 작성된 영동 2지구 체비지

총괄대장을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아 당시 조성된 체비지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아래 <그림 3-40>는 영동 2지구 체비지 총괄대장의 일

부이고, 구획 토지, 확정 후 토지, 면적, 매각 여부48), 현황조사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매각 연월일 칸에 붉은색으로 표기된 숫자는 자료제공

48) 매각 날짜는 개인정보와 함께 기록되어 있어 매각대장 따로 작성되는 관계로, 본 문

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날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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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 공무원의 설명에 따르면, 체비지 매각 시에 매각 대장에 기록되

는 개인의 정보와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숫자가 표

기된 체비지는 매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황조사 내용에는 간혹

특정 체비지가 학교나 파출소, 동사무소 등의 목적으로 조성되었음이 기

록되어 있다. 해당 문서에 기록된 체비지는 총 3256 필지이며, 평균 면적

은 413.7㎡ 정도이다. 면적별로 본 결과, 200-300㎡ 규모가 29.9%로 가장

많고, 300-400㎡가 다음으로 많았다. 앞서 언급한 영동 1지구의 체비지

들은 현재 지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영동 2지구 체비지

는 이에 비해 상당수 일치하였다.49) 영동 1지구와 마찬가지로 GIS를 통

해 영동 2지구의 공간상 분포를 나타낸 결과는 아래 <그림 3-41>과 같

다. 영동 2지구에서는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체비지들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용지(역삼중, 학동초, 언북중 등)로 이용된 체비지

들이 다수 있음을 볼 수 있고, 국기원,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울세관, 건설

회관 등 공공시설이 입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0> 영동 2지구 체비지 총괄대장 일부

49) 영동 1지구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필지들을 위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상에서 위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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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영동 2지구(강남구) 체비지 분포

한편, 이렇게 공공용도의 목적으로 조성된 체비지들 중 매각이 늦어진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는 것을 영동 2지구 체비지 총괄 대장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50) 모든 필지들의 정확한 매각 일자를 아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아래 <그림 3-42>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매각이 늦어진 필지

들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끝나갈 무렵인 80년대 초중반에 매

각이 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체비지는 총 323필지이고, 영동 2지구에 조

성된 전체 체비지 3257필지에 비하면 약 10%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렇

게 일정 기간이 지나 매각이 된 체비지들을 따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323 필지 중 47개의 필지가 공공용도의 목적으로 조성된 필지에 해당하

였다. 영동 2지구 전체 체비지 3257필지 중 229개가 공공용도 등51)의 목

적이 지정되어 있던 것에 비하면, 일정 시기가 지나 매각된 필지들이 공

공용도 등의 목적이 부여된 특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3-5>.

50) 영동 1지구의 매각여부는 확인이 불가능 하지만, 영동 2지구의 경우 체비지 총괄 대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51) 이중 14개의 필지는 대토 용지, 신생체비지, 택지미만 등에 해당한다. 이를 제외하고

는 모두 공공 용도로 조성된 체비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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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공공용지 공공용지가 아닌 경우 합계

영동2 지구

즉시 매각
182(6%)

(79%)

2765(94%)

(91%)
2947

일정기간 지나 매각
47(15%)

(21%)

263(85%)

(9%)

310

(323)

합계 229 3028 3257

영동전체 현재까지 미매각 43(67%) 21(33%)
64

(73)

* 합계에 괄호 안에 기록된 것은 총합이며, 결측 값을 제외하기 전의 수이다.

<표 3-5> 영동지구 체비지의 매각시기 및 공공용지 구분

<그림 3-42> 영동 2지구 체비지 총괄 대장 중 매각일자가 표기된 체비지

<표 3-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즉시 매각된 체비지 중 공공용지의

비율은 6%인 데에 비해, 매각이 지연된 체비지 중 공공용지의 비율이

15%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반대로 공공용지로 조성된 체비지 중

일정 기간이 지나 매각된 필지의 비율이 21%로, 공공용지가 아닌 일반

체비지 중 지연 매각된 필지 비율인 9%보다 높다. 영동지구 전체로 보

았을 때에도, 현재까지 미매각된 체비지들 중 공공용지로 조성된 체비지

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담당 공

무원에게 문의해본 결과, 과거 70-80년대에 경찰청, 소방청,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서울시에 요구할 경우, 서울시에

서는 처분이 되지 않고 남은 체비지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80년대 초중반 정도에 매각된 체비지 중 현재까지도 미매각으로

남아 있는 체비지는 두 곳에 해당하는데, 그 중 하나가 당시 학동의 동

사무도가 입지했던 현재의 강남구 논현동 80-11대 필지이고 한마음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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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논현 데이케어 복지센터가 위치해있다. 당시 공공용도로 조성된 체

비지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체비

지는 본래의 목적인 매각을 통한 사업비용 충당이 아닌 공공성을 띠는

용도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

원과 인터뷰한 결과, 구획정리사업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급격한 지가

상승에 따라 일부 체비지의 매각만으로도 사업비용이 충당되었기 때문에

남는 체비지들을 서울시에서 공공 용도로 활용하였고 구청 등 관공서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체비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아래 <표 3-6>는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의 미매각 체비지를 점유하

는 일부 공공기관의 목록이고 공공용도로 활용되는 체비지의 특성을 뒷

받침한다.

자치구 동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강남구

논현동 92-1 대 496.3 강남소방서(영동119안전센터)

삼성동 171-3 대 3,380.5 강남소방서

신사동 544-29 대 164.7 학수정노인복지센터

서초구

반포동
4-14 대 309.0 구반포치안센터

114-2 대 3,438.2 서초소방서

방배동

1023-10 대 344.0 방배3치안센터

442-4 대 208.9 남태령지구대

447-12 대 295.4 서울메트로

447-9 대 317.4 서울메트로

462-13 대 889.1 주민센터(방배2동)

474-25 대 272.0 서울메트로

서초동

1342-2 대 416.6 서초소방서

1741-13 학 703.4 서초중

1741-14 학 6.2 서초중

양재동 25 대 6,930.0 서초구민회관

<표 3-6> 영동지구 내 공공용도로 활용되는 미매각 체비지(2018년 기준)

앞서 언급된 논의들을 종합 및 요약하자면, 잠원마을과 두레마을의 사

례를 통해 공공용지로 조성된 체비지에 무허가 점유가 이루어진 것을 확

인하였는데, 과거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미매각된 체비지들 중

공공용지로 지정된 경우가 다수 있었고, 이러한 필지 중 공공에 의한 계

획들이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무허가정착지가 지속될 수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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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잠원마을의 경우 해당 부지가 속한 지자

체와 계획 집행의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

고, 두레마을의 경우, 세 개의 필지의 특성이 다르고 무허가정착지에 대

한 이주대책 마련 부재로 인한 공공사업 추진의 지연, 필지 면적 협소로

인한 원초 계획 집행의 어려움, 통합적 개발 방향의 필요성과 관련한 배

경으로 무허가정착지의 무단 점유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기타 사례

앞서 진행되었던 논의는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무허가정착지에

관한 배경들을 설명한 것이다. 한편, 계획 시가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

유지를 점유한 강남 지역 인근에 무허가정착지로 남아 있는 곳의 형성

배경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구룡마을

지명인(2012)에 따르면, 구룡마을의 형성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

음을 알 수 있는데, 먼저는 기존 무허가정착지의 철거와 재개발이다. 80

년대 도시 미화의 필요성에 따라 판자촌은 철거되었으며, 합동 재개발이

도입되면서, 무허가정착지가 대거 해체되었고, 이 가운데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탓에 빈민들이 밀려한 것이다. 둘째, 구룡마을의 인구 유

입은 광명시 비닐하우스 촌의 철거, 안양시 산본리 택지개발, 강북의 일

부 무허가정착지의 철거 등으로 인해 이주민이 발생하였다. 셋째 요인으

로는, 80년대 말 주거비 폭등으로 인해 도시 저소득층의 일부가 이주해

온 배경을 들 수 있다. 비슷한 설명으로, 채상원(2018)은 1970년대의 무

허가정착지에 대한 규제 정책과 1980년대의 도시 미관 정비 사업 등의

영향으로 철거민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시 외곽의

무허가정착지를 찾기 시작한 것을 언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

의 철거민들이 당시 그들의 생활권과 그나마 가까운 구룡마을로 모여들

었다. 서울시(2015)에 따르면, 구룡마을의 무허가 판자촌은 1986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80년대 후반 전세가 폭등으로 인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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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일례로, 광명 하안동의 불량주

택 철거로 발생한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해 온 배경이 있음이 언급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구룡마을의 주된 형성배경은 개발지에서 밀려난 도시

빈민들이 점진적으로 모여 들면서 형성된 곳으로 볼 수 있다.

2) 안골마을

서울시에서 제공한 보고서나 공식적인 자료상에서는 안골마을과 관련

된 설명을 찾을 수 없는데, 내곡동 주민센터 복지팀에 문의한 결과, 현재

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주민센터의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골마을의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적

인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려웠지만, 과거의 언론 보도 자료에 포함된 주민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안골마을로 들어오게 된 사연을 알 수 있었다

(문화일보 2003년 5월 21일). 해당 주민의 경우, 서울의 봉천동, 사당동의

판자촌에 머물다가,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졌지만, 아파트

가 공급되기도 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사글세를 감당할 수 없어 안골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다.

3) 성뒤마을

성뒤마을은 아랫 성뒤마을과 윗 성뒤마을로 구분된다. 아랫 성뒤마을

에서 만난 주민에 의하면, 이 마을이 위치한 부지는 사유지인데, 약 200

명 정도의 토지 소유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 필지에 소

유주가 여러 명이다보니, 개인 별로 갖는 소유권의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아, 이곳에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주민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 중 한

명이었는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고 하였다. 성뒤마을은 과거 백제시대의 성이 있던 곳의 뒤쪽

으로 마을이 있어 현재 이름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

역시 아주 오래 전부터였다고 한다. 이곳에는 약 50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고, 생활환경에 있어서는 공동수도, 재래식 하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는 공급되지만, 가스의 경우 연탄이나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

다. 주거 형태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집들이 다수였고, 일부 노후

된 판잣집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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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성뒤마을의 특징으로는 일부 주거 시설이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센터 등과 혼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의 이야기에 따

르면, 아랫성뒤마을과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이 마을이 있어왔고, 인근

지역 개발로 인해 밀려나 형성된 곳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곳 역시 사유

지이며, 소수의 토지 소유주가 있어,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월세나 연 단

위 임대료를 내고 살며, 일부는 전세로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인터

뷰를 했던 주민의 경우 연 3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고 하였다. 생

활환경은 아랫성뒤마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제 3 절 소 결

제 3장에서는 현재까지 강남 지역에 남아있는 무허가정차작지 11곳을

대상으로 토지 특성을 고려한 유형 구분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유형

별 형성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허가정착지의 점유 토지 성격에 따

라 공유지를 점유한 경우, 사유지를 점유한 경우로 분류하였는데, 공유지

를 점유한 무허가정착지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범위에 모두 포

함되었고, 사유지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계획 시가지 내 무허가

정착지의 형성이 공유지에서 더욱 빈번하고 수월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기

도 한다. 한편, 이러한 공유지를 점유한 경우 분류를 한 단계 더 세분화

하여 공공용지 점유, 미매각 체비지 점유, 공공용지로 조성된 미매각 체

비지 점유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배경들을 살펴보았다. 특징적인 발견으

로는, 미매각된 체비지의 경우 과거 개포지구 내의 상업용지의 지연 매

각에 따른 토지의 관리 부재 및 방치에 의해 무허가정착지가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점, 공공용지로 조성된 체비지의 경우 계획 집행이 늦어지

고 공공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허가정착지로 남게 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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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의 무허가정착지 중 강남 일대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신발생 무허가정착지’ 11곳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 시가지에 형성된 무허

가정착지들의 특성을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무허가로 점

유되는 토지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이 어떻게 되며, 계획 시가지에 포함

되었던 공유지를 점유한 무허가정착지들의 형성 배경에는 어떠한 특징들

이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계획 시가지 내 일부 미매각 체

비지와 공공용지로 조성된 체비지를 무단 점유한 곳들에 주목하여 도시

빈민의 정착지로 변모한 체비지들이 갖는 토지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항공

사진 등을 통해 유형구분 및 이에 따른 특성들을 파악하였으며, 공유지

를 점유한 무허가정착지의 경우, 체비지 대장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작성된 환지 예정지 계획서 및 환지 처분 조서 등의 공고문 및 관계 도

서에 첨부된 도면들을 비교해가며, 무허가 점유가 이루어진 미매각 체비

지가 갖는 특성들을 들여다보았다.

한편, 해외 사례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서울에 남아 있는 무허가정착

지와 같은 양상이 다른 대도시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서울만의 특수한 현상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례로 선정한 해

외 대도시들의 무허가정착지가 갖는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먼저는 해외

대도시의 도심 지역에서도 서울과 비슷하게 도시 빈민의 무허가정착지

혹은 불량 주거지가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불

량 주거지는 빈민들이 도심으로 몰려들어 형성되어 현재까지 고착화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무허가정착지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과 비슷한 양상임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서, 서울의 무허

가정착지가 갖는 특수성 역시 살펴볼 수 있었는데, 해외 사례로 선정한

세 국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하면, 도심 불량

주거지 형성의 주된 배경이 거시 경제적 상황의 악화 및 주변 국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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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입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서울의 무허가정착지를 보면, 형성 배경에 있어서 급격한 도시화

에 따른 주거지 내몰림 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주된 특징임을 알 수

있다(하성규 등,2001). 정리하자면, 해외 대도시 사례들과 다르게 서울의

무허가정착지의 형성은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 즉, 내적인 요인이 더욱

두드러지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는, 먼저, 현존 무허가정착지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공유지와 사유지를 점유한 경우로 유형화 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형성 배경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이다.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정착지의 경우 과거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공간적 범위에 모두 포함되었던 반면, 사유지를 점유한 무허

가정착지는 입지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유지

를 점유한 무허가정착지는 다시 공공용지, 체비지, 공공용지로 조성된 체

비지로 세분화되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미매각 체비지

를 점유한 경우와 공공용지로 조성된 체비지의 경우를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미매각 체비지를 점유한 수정마을의 사례를 살펴본 결

과, 해당 부지에 무허가 점유가 지속될 수 있던 데에는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의 계획이 변경되어 무단 점유로 남게 된 특성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용지로 조성된 체비지를 점유한 경우인 잠원마을

과 두레마을의 사례들의 무허가정착지 형성 배경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 공공용지로 기능하기 위해 조성된

체비지에 무단 점유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무단 점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

을 종합하자면, 계획된 시가지에 형성된 무허가정착지는 공유지를 점유

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계획 시가지 내 조성된 공유지의 무단 점유

는 공공에 의한 대단위 토지 개발 사업에서 매각이 늦어진 체비지 및 공

공용도로 활용되기 위해 조성된 체비지의 계획 미집행으로 인한 유휴부

지 잔류로 인해 단초가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공공 차원의 지

속적인 관리 부재 역시 함께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공공에 의해

시행된 대규모 개발 사업 및 이를 통해 계획된 부지의 효율적 관리 측면

에서 볼 때, 정교한 사전 계획과 동시에 사업 완공 후 관리 계획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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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혹은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개발도상국에서 향

후 수행되는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개발부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거 서울의

모습처럼 무허가정착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역시 급격한 도시화

를 경험하면서 서울과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

사하는 바가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둘째, 도시 빈민에 의해 점유된 무허

가정착지를 단순히 위법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자체적으로 소멸하기까지

방치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들을 주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공과 주민들 간의 적실한 합의

및 이주대책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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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존 무허가정착지들

에 대한 유형분류를 시도하였음에도 정교하게 분류가 되지 않았다는 점

과 유형에 따른 형성 배경에 있어서의 차이가 갖는 의미가 명료하게 드

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별 무허가정착지가 갖는 독특한 형성

과정과 문헌자료나 단순한 인터뷰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내적인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 둘째, 구득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부분

이다. 특히 과거 작성된 체비지 매각 대장과 같은 자료에서 매각 시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조언을 통한 파악 외에는 어려웠

다는 점, 영동 1지구 환지 계획서 상에서 일부 지역만 자료가 남아있다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득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

다. 셋째,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들이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무

허가정착지와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 가능성을 탐색하

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다소 있었다는 점이다.

연구의 많은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로서 먼저

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무허가정착지 연구와는 다르게 토지에 관한 특

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형을 구분하고, 형성 배경에 관련하여 어떠한 특

성들이 있었는지 실제 과거자료들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약 5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강남 지역 개발과 관련된 도시사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하였다는 점 역시 의의가 있다. 둘째, 서울의 도시 개

발사(史)에 있어 막중한 과제이자 동시에 도시 빈민의 주거지로 기능해

왔지만, 이제는 서울 도시화 과정의 끝에서 뒤안길로 사라지고 잊혀져가

는 무허가정착지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남기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셋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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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ormal Settlements in Seoul:

Why left in planned districts?

Kang, Mogeun

City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formal settlements in Seoul from Tomak-chon to Panja-chon,

Dal-dongnae formed in the process of urbanization, and lastly Vinyl

House-chon have considerably decreased in the process of migration

and resettlement project or redevelopment project. Meanwhile, the

urban poor expelled from their dwellings were scattered and

permeated to private land, green areas, and public-owned land parcels

called ‘Chebi-ji’. This paper focuses on the informal settlements

currently formed in Chebi-ji, mostly located in Gang-nam region, the

planned area.

This research begins with the following question: How could the

informal settlements be left in the Gang-nam region which was

planned by the public. At first, the research aims to classify the

informal settlements by types based on the features related to the

occupied land. The second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discover the

land traits and backgrounds of informal settlement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The specific aims for the research would be to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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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how could the Chebi-ji, which was supposed to cover the cost of

land readjustment project, be transformed to the informal settlements

of the urban poor and to analyze the features of those land parcels.

For the methodologies to conduct the research, the documents

including certified copies of real estate register, land register, land use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aerial photograph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traits of lands occupied by the informal settlements.

Next, with the differences that are significant, classification of the

informal settlements has been progressed. Furthermore, in-situ survey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discover the internal information

which are not easily provided in the documents. Considering the

traits of certain land parcels, land registers of Chebi-ji, written when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was implemented, were analyzed to

figure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ose occupied by the informal

settlements and those sold in the past.

The main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informal settlements were classified into two types which

are the informal settlements occupying public-owned land and those

occupying private-owned land. This classification corresponded with

the spatial boundaries of land readjustment project. Furthermore, in

the case of informal settlements occupying public-owned land, the

land was subdivided into more specific types which are general

public-owned land, unsold Chebi-ji, and Chebi-ji created for public

purpose. Second, as the sales of Chebi-ji designated as commercial

land were delayed in Gae-Po district, which led to improper

maintenance of land parcels, the informal settlements were formed

and left unmanaged. Also in the Young-dong district, the delaying in

the sales of Chebi-ji created for public use, which led to plans

unexecuted, enabled the informal settlements to be left in those

districts. As the final conclusions for the research, currently left

informal settlements are classified into two types and the left-over

informal settlements could be explained by unsold Chebi-ji and w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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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 are not practiced as supposed which led to illegal occupation.

This research has its meaning in discovering and dealing with the

essential issues of current informal settlements.

keywords : Informal settlements, Urban squatter housings,

Urban poor, Chebi-ji, Land readjust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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