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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국내 도시의 확산에 따른 인구, 산업 구조적 변화 등의 양상들은 중

심도시의 쇠퇴 현상을 야기했다. 쇠퇴가 진행되는 현상을 겪는 도시들은 도시

화율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에

는 경기침체 및 인구의 유출과 같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시화된 문제로

써 도시 내 공간에서 물리적인 환경 변화로 나타난다. 그 중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은 빈집의 발생이다. 최근 빈집발생 현상에서 근린 주거에서의 

빈집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중요한 도시 문제로 부상하였다. 열악한 주

거환경과 근린의 활력이 저하되는 환경으로 쇠퇴지역 내 빈집이 고착화되고 

확산되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 빈집 문제를 방치

하게 되면 주변지역 슬럼화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지속하게 된다.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빈집 문

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 빈집 조사를 통한 데이터 구축 중점으

로의 단계이며 지역 차원의 세부적인 빈집 발생 요인과 활용 방안에 관한 논

의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개별 빈집에 집중된 정비계획은 공

공 입장에서 다소 시행하기 간편하지만, 개별 빈집에 한한 임시방편이며 빈집

이 존재하는 근린환경에 근본적으로 빈집이 주변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다.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은 활용 방안을 시행한다면 빈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

고 빈집 문제를 실효성있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근린 차원 내의 빈집을 볼 때, 해당 근린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특

성, 도시 구조 등을 고려한 후, 해당 근린 내에 빈집의 공간적 분포는 어떠하

고, 물리적 상태 및 관리 주체에 관한 내용과 발생원인을 충분히 파악하여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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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동을 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난곡동은 빈집과 노후저층주거지 두 가지의 문제점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현재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모두 해

당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빈집 조사 상지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

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앞의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지역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빈집을 선별 해내었다. 둘째, 개별 빈집과 근린 차원에서의 빈집의 특징을 분

석했다. 빈집과 근린과의 현황에 해서 자세히 분석하여 향후 빈집 문제에 

해단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인 빈집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셋째, 

근린환경 특성과 빈집 특성을 바탕으로 난곡동 맞춤형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난곡동의 현황분석을 하였으며, 3단계의 

조사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빈집을 조사하여 선별하였다. 조사결과 난곡

동 내 총 6채의 빈집을 발견하였고, 빈집별 물리적 노후도와 위해성을 고려한 

등급을 부여하였다. 관악구 난곡동의 빈집 분포와 위치한 구역별 특성에 해 

파악한 결과, 빈집은 상지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분포하며, 다양한 근린환경

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빈집의 소유자, 관리주체 및 인근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빈집 

발생 원인에 해 파악하였다. 크게는 빈집의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소재가 파

악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었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소재가 파악되

는 경우에는 지역 전체의 상권침체와 인구 유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됨에 따

라 빈집 발생과 빈집 방치의 장기화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관리주체가 부재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고령화와 사망과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서 빈집이 우

선적으로 발생하고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인해 장기적으로 방치되게 되었다. 이

는 난곡동의 빈집의 장기적 방치는 지역 상권 침체와 젊은 층의 유입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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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으로 작용되었으며, 그 외에는 열악한 주거 환

경, 사회취약 계층의 집중 거주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세 번째로는 앞서 도출된 빈집 실태 분석과 근린 환경 특성, 소유자 및 관

리주체, 인근 주민들의 의견들을 조합하여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활용방안으

로는 빈집의 확산 및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응과 빈집에 적절한 

기능을 입하는 빈집 재활용,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다. 이러한 활용

방안이 빈집 문제의 해소와 더불어 도시재생 사업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줄 것

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방치되고 있던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의 빈집을 지역자산으

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도시재생의 효과를 증폭하고, 근린의 활력을 재생시키

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으며, 빈집을 일반적인 맥락이 아니라 지역 특성

과 근린 수준에서의 문제를 파악하여 빈집 문제에 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 

번째로, 빈집의 물리적 실태 파악 시, 자료의 한계로 건축물의 내부 구조나 불

법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로, 빈집 소유자와의 면담 

혹은 소재 파악이 매우 어려워 직접적인 의견을 듣지 못하였다. 소유자와의 

의사소통은 빈집 관련 사업 진행 시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후 

활용방안 계획 시, 더 세부적인 소유자와의 면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

례연구로써 전체 도시재생지역 내의 빈집에 한 일반화된 학술적 의의는 갖

기 어렵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의 빈집 활용 사례가 늘어나 다양한 정

보가 쌓여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더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

한다. 

▍주요어: 도시재생, 빈집 분포, 빈집의 활용방안, 난곡동 

▍학번 : 2017-2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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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국내 도시의 확산에 따른 인구, 산업 구조적 변화 등의 양상들은 

중심도시의 쇠퇴 현상을 야기했다. 쇠퇴가 진행되는 현상을 겪는 도시들은 도

시화율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

에는 경기침체 및 인구의 유출과 같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시화된 문제

로써 도시 내 공간에서 물리적인 환경 변화로 나타난다. 그 중 가장 눈에 띄

게 나타나는 현상은 빈집의 발생이다. 

최근 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에 존재하는 빈집 수는 93,343호이며, 그 중 단

독, 연립, 다세  주택에 해당하는 빈집은 총 45,331호로 전체 빈집에 약48.5%

에 해당한다.1)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빈집발생 현상에서 근린 주

거에서의 빈집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중요한 도시 문제로 부상하였다

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내 쇠퇴주거지는 아파트 단지보다 고밀 개발된 양상

을 보이며 비교적 저렴한 집값과 생활비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

한다. 주변과 비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근린의 활력이 저하되는 환경으로 

쇠퇴지역 내 빈집이 고착화되고 확산되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 빈집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빈집을 둘러

싼 환경에서 안전 관련 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거주자들이 

이주하고 주변지역 슬럼화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지속하게 된다.

이런 흐름과 함께 도시쇠퇴의 결과물인 빈집의 활용 필요성이 두되고 있

다.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

1) 통계청, (2017), 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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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 빈집 조사를 통한 데이터 구축 중점

으로의 단계이며 지역 차원의 세부적인 빈집 발생 요인과 활용 방안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 빈집 사업 및 제도들은 

빈집 자체에 초점을 두어, 개별 빈집을 정비하여 재활용하거나 철거 후 다른 

기능으로의 이용을 시도하는 실정이다.2) 이는 공공 입장에서 다소 시행하기 

간편하지만, 개별 빈집에 한한 임시방편이며 빈집이 존재하는 근린환경에 근

본적으로 빈집이 주변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다.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활용 방안을 시

행한다면 빈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고 빈집 문제를 실효성있

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근린 차원 내의 빈집을 볼 때, 해당 근린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특

성, 도시 구조 등을 고려한 후, 해당 근린 내에 빈집의 공간적 분포는 어떠하

고, 물리적 상태 및 관리 주체에 관한 내용과 발생 원인을 충분히 파악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는 근린 차원의 빈집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빈집의 근린주거환경과 개별 빈집에 한 내용을 심도 있게 분

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더 나아가 종합적으로 지역 전체의 문제와 개별 빈집, 

혹은 전체 빈집의 부정적 효과들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

아 지역 내 빈집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내 빈집의 활용성

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근린차원에서 빈집 발생의 분포 패턴은 어떠한가? 빈집이 분산되어 발생한

2) 한수경 외, (2017), 맞춤형 빈집 활용을 위한 근린주거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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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각각의 빈집 주변 근린 환경의 특성은 어떠한가?

첫 번째로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응하고 활용 방안에 해 고민하기 위

해서는 먼저 빈집의 얼마나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 후에, 

빈집이 지역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나타난다면 위치하는 해당 근린 환경의 특

성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빈집 발생 원인을 고찰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요

인으로 인한 빈집 발생과 주변 근린 환경의 특성과의 관계에 해 고민해볼 

수 있다.

<연구 질문 2> 

개별 빈집의 특성은 무엇이며, 근린차원에서 빈집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개별 빈집에 해 더 자세히 분석하여 빈집의 특성을 도출해내고, 해당 빈

집이 근린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면 해당 근린 환

경 내에서 다양한 요인들로 발생되는 빈집 문제 응을 위한 어떤 방향으로의 

접근이 적절한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린 차원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구

역에 위치한 빈집은 어떤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지에 한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 질문 3>

국내 빈집에 한 제도 및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도시재생사업지

인 상지의 빈집에 한 맞춤형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빈집 문제에 응하기 위해서는 빈집의 실태에 해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존재하는 빈집 관련 제도나 사업에 해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빈집 문제에 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갈래가 있지만,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빈집의 활용이 매우 유망하며 상지 역시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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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동을 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난곡동은 빈집과 노후저층주거지 두 가지의 문제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지역 내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89.9%를 차지하며, 관악구 

평균 비 사회적 취약계층이 집중거주하고 있다. 

▍도시빈민정착촌, 난곡 그리고 재개발

1968년 영등포구 방동의 철거민 100여 세 가 난곡동에 집단이주를 하게 

되면서 갈 곳을 잃은 도시빈민들이 잇따라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60년  초 

30~40가구에 불과하던 난곡의 인구는 72년에는 약2,600세 , 13,000명으로 급

증하게 된다. 1970년 부터 90년 에는 난곡동 일 에 주택지 정비, 도로, 생

활편의시설 등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1973년, 난곡동은 재개발

의 상이 되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이내 주민들의 반 와 재정 악

화로 해제되었다. 하지만 1997년 신림1구역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및 고시가 난 

이후 결국 난향동 일부가 아파트로 재개발 되었다(그림 1-2 참조). 같은 시간 

그림 3-1 관악구 난곡동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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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서 난곡동일 는 다세  주택 입지가 본격화되었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

게 되었다.

그림 1-2 과거 난향동 부근 모습과 2008년 이후 아파트 재개발 모습
자료: 블로그, ‘우리 동네, 난곡’, http://blog.ohmynews.com/nangok/category/14229

▍도시재생으로의 난곡동

난곡동은 2000년 이후 주거지 노후화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부동산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2012년 난곡동 지역 2개소가 재건

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부동산 침체 등과 같은 사유에 따라 주민

의 반 로 결과적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지정 해제되었다. 이후 기존 노

후한 여건 등으로 최근 10년간 사업체수와 인구가 꾸준하게 감소하며 지역 쇠

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난곡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을 공모하였고,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2017년 2월 서울시청

이 주관하는‘서울시 2단계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어 최  100억 원의 사업비를 5년간 지원받게 되었다. 해당 사업은 노

후한 주거 및 생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마을, 안전안심마을 

등의 활동과 주거환경개선사업들과 더불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 7

월 난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본격화되고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를 개소하고 이듬해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을 접수하는 등의 활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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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2018년 9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

원형)’에 선정되어 더 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림 1-5 대상지 개발 역사

이와 같이 난곡동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빈집 조사 상지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해당 세부 상지는 우림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과 난우중학교와 남강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주거 중심의 구역이 혼재된 근린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3) 그로 인해 상지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주택 및 점포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빈집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시장과 학

교를 중심으로 거주자 간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있어 도시재생 사업의 효

과를 극 화시킬 수 있으며, 재개발을 지양하고 쇠퇴한 주거지를 지역 주민을 

위해 재생시키는 방법을 모색,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점

에서 빈집에 한 재활용 방안 모색은 지역 중심 도시재생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3) 근린생활권은 거주자와 주변 근린생활시설이 근린관계를 이루면서 활성화된다(김현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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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도시재생 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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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범위

현재 빈집에 한 정확한 정의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빈집 

관련 법규 및 정책에서 각각 상이한 기준으로 빈집을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

를 위해서는 빈집에 한 정의와 하나의 빈집 판별 기준이 필요하므로, 먼저 

빈집의 개념을 정리하고 빈집에 관련된 제도와 조사에 적용된 기준에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빈집의 정의

빈집은 공·폐가의 일반적인 단어로 쓰이며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이다. 최근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2018.01 공포)

⌟에 의하면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

한다.1) 관련법인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에도 유사한 빈집에 한 정

의가 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로 빈집 현황에 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통계청에 따르면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

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한다. 단, 폐가는 제외한다.2) 통계청은 빈집 조

사에 있어 조사 내용을 빈집사유와 주택의 종류, 비어있는 기간 그리고 파손

정도라는 기준으로 나눴다. 빈집사유에 있어서는 ①매매임 이사 ②미분양·

미입주 ③현재 수리 중 ④일시적 이용 ⑤폐가(철거 상 포함) ⑥영업용 ⑦기

타 가 있다(통계청, 2016). 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 있으며, 비어있는 기간은 3개월 미만, 3~6개

월 미만, 12개월 이상으로 나누었다. 파손정도는 파손 없음, 일부파손, 반 이상 

파손으로 조사하였다. 법률상으로는 1년 이상 주택 또는 건축물이 비었을 때 

빈집으로 정의하지만 실질적으로 빈집 조사를 실시한 통계청은 3개월 미만부

터 12개월 이상까지 빈집으로 정의하고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1)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 빈집정의 인용

2) 통계청, (2016), 통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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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빈집에 대한 정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

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

무도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주택 제외)

건축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

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농어촌 정비법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군수·구청장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

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통계청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주택

표 1-1 빈집에 대한 정의  

       자료: 법제처, http://(www.law.go.kr 

빈집의 종류 정의
사용 

의도

매매·임대·이사 매매·임대·이사를 위해 비어있는 주택 있음

미분양·미입주 완공된 신축 주택으로 입주 전 비어있는 주택 있음

현재 수리 중 현재 수리중이어서 비어있는 주택 있음

일시적 이용 별장 등으로 관리인 가구가 살지 않는 주택 있음

영업용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빈 주택 있음

폐가(철거 대상 포함) 버려진 상태의 방치 주택으로 철거대상을 포함 불명확

기타 상가 이외의 사유로 비어있는 주택 불명확

표1-2 빈집의 종류  

       자료: 통계청, 2016, 통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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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한 빈집의 재정의

본 연구에서의 빈집 조사를 위한 빈집 재정의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1차적으로 빈집으로 추정하고자하는 요소들을 육안으로 관찰 가

능하여 현장 조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이 빈집을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약 1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수차례의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공실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택을 상으로 한다. 

세 번째로 전체 건물 혹은 절반 이상이 공실이며 앞으로의 사용 의도가 없

으며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활용의 우선순위에 있는 주택이며, 본 연구

의 상지인 난곡동은 상권과 혼재된 모습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상권 내에 

한하여 1개의 매장이 입점할 수 있는 빈 점포 또한 빈집과 같은 맥락으로 포

함한다. 

네 번째로 도시쇠퇴를 표하는 빈집 문제로서의 빈집은 주택시장에 나가기 

위해 혹은 나가 관리되는 거래용 빈집이나 사용의도가 분명하여 관리가 되고 

있는 주택이 아니라 점유되지 않아 주택으로서 관리되지 못하고 그 기능이 상

실된 건축물이 상이다. 이는 앞서 통계청에서 분류한 빈집 사유의 분류 목

록 중 폐가와 기타 빈집에 해당한다. ([표1-2] 참조.)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빈집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거주 또는 사용 여부가 확인 되며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전체 주택의 방 중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이며 ‘폐

가’와 ‘기타’로 분류되는 빈집 혹은 빈 점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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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빈집이 위치한 근린 주거 환경과 개별 빈집의 현상에 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지역 문제에 한 빈집의 활용성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 

고찰을 비롯해 통계자료와 공간자료 분석, 현장조사, 인터뷰 등을 활용하였다.  

먼저, 빈집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발생원인과 외부 영향과 

같은 빈집의 근본적인 내용들과 빈집과 근린주구와의 중요한 관계성을 살펴보

아 본 연구의 착안점 및 이론적인 배경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존 연구와의 차

별성을 도출하였다. 

<연구 질문 1: 근린차원에서 빈집 발생의 분포 패턴은 어떠한가? 빈집이 분

산되어 발생한다면 각각의 빈집 주변 근린 환경의 특성은 어떠한가?>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1차적으로 상지의 전체적인 근린주거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상지에서 물리적, 지리적,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구역을 추출하여 해당 구역 

별로 ArcGIS 와 연속지적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분되어 분석된 구역들

은 빈집의 분포와 맞물려 분석되면서 빈집 주변의 근린환경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장, 기본 통계자료, 공간자료 등을 활

용하였다. 빈집 조사는 공개된 빈집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빈집 조

사를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연구 질문 2: 개별 빈집의 특성은 무엇이며, 근린차원에서 빈집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빈집의 건축물 구조, 소유자 및 관리주체

의 상태, 빈집의 위해성, 인근 주민들의 인식 등에 해 자세히 조사하고 특성

을 도출하였다. 이는 개별 빈집뿐만 아니라 근린환경을 포괄하여 분석하였고, 

더욱 자세한 조사를 위해 접근 가능한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과 심층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질문3: 국내 빈집에 한 제도 및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도시재생사업지인 상지의 빈집에 한 맞춤형 활용 방안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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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과 관련하여 <연구 질문 2>에서 도출된 난곡동 내 빈집 종합 리스트을 토

로 국내 빈집 관련 정책 및 사업에서 얻은 시사점과 관련지어 종합하여 도

시재생 사업 진행 차원에서 빈집을 재활용하기 위한 난곡동 맞춤형 활용 방안

을 제안하였다.   

▍빈집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동을 상으로 빈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빈집 현황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지가 위치한 지자체가 공

개한 빈집 관련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빈집 현황 자

료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상지 전체를 상으로 약 1년에 걸쳐 네 차례

의 현장답사(2017년 9월·10월, 2018년 9·10월)를 진행하였다. 

난곡동 내의 빈집의 총량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총 3단계로 빈집

의 판별, 기초 조사, 본 조사로 나뉜다. 자세한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상지 내 빈집의 개수, 위치, 분포 등을 알아내기 위한 전수 조사

로, 직접 현장에서 빈집을 판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장에서 빈집으로 판단하

는 기준 요소는 다음과 같다.3) 

- 계량기의 작동되지 않거나, 철거된 상태

- 요금 미납 안내서 혹은 우편물의 적치

- 외부의 물리적 파손 및 출입금지 안내 부착

- 외부의 쓰레기, 고물 등의 적치

- 주택 내부의 거주 흔적(가구 및 살림살이)이 없음(건물의 절반 이상 혹은 

상권 내에 건물의 한 개의 점포가 빈 경우도 해당)

- 인근 주민의 증언

이 중에 3개 이상 혹은 계량기 철거된 경우 빈집으로 판별하여 기록한다. 

3)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에 기재된 빈집 판별 요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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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빈집에 한 개괄적인 건축물 정보와 소유주 정보를 얻기 위한 기

초조사이다. 해당 과정에서는 건축물 장과 수치지도, 공간정보포털을 참고하

였다. 필수 조사 사항은 주택 유형, 건물 층수, 건축 년도, 면적 등에 관한 건

축물 정보와, 소유주 소재와 거주지, 명의이전과 같은 소유권 변동 등에 관한 

소유주 정보를 파악하여 기록한다.

3단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빈집의 물리·환경적 실태와 소유자 및 인근 주

민 의사를 기록하는 작업이다. 조사표 양식에 맞춰 직접 관찰과 현장방문 시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이외에도 소유자 혹은 점유자

와의 면담을 시도하고 주변 인근 주민들을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소유

주와 면담이 불가할 시 빈집에 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빈집에 한 인

식을 파악하여 참조한다. 이와 같은 빈집에 한 세부 실태조사로는 국토교통

부에서 고시한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에 해당되는 내용과 유재성 

외(2017)의 연구내용4)을 기준으로 재구성한 조사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해

당 내용에는 건축물 정보, 소유자 정보·의사, 인근 주민 의사, 노후·불량 상

태 조사, 빈집의 위해성 조사, 현장 사진이 있다. 물리·환경적 실태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 상태, 위해성 정도를 기록하며, 소유자 의사는 빈집 방치 이유, 

유휴 기간, 향후 조치 의견 등을, 인근 주민 의사는 빈집에 의한 영향과 재활

용시 선호 시설을 인터뷰를 통해 기록한다. 인터뷰 질문은 빈집의 발생 원인, 

빈집에 한 인식과 향후 빈집 재활용에 있어 선호 시설은 무엇인지에 한 

내용이었다. 빈집 마다 소유자 포함 1~2명의 주민 및 부동산 업자를 만나 빈

집에 한 의견을 물었다([표1-3] 참고). 

마지막으로, 이 후로는 조사된 빈집에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최

4) 유새성, 이다예, (2017), 빈집의 물리적 실태와 위해성 수준에 따른 빈집 유형 분류, 한국도시지리학회
지 20(2). 빈집의 물리적 실태와 위해성을 구분으로 지표를 선정하고 빈집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빈
집을 유형화하였으며 작동성을 검정하기 위해 인천 숭의동 일  빈집을 사례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 
결과의 조사 지표가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빈집 조사표와 상당수 일치하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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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하는 것을 반복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9월과 10월에 걸쳐 전수조사

를 시행하였고, 3단계 현장조사는 2018년 9월, 10월에 시행하며 기존에 조사된 

빈집에 해 업데이트를 겸했다. 빈집에 한 변화 및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하기 위해 2018년 9월·10월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5 현장조사

빈집 별 인터뷰 대상 비고

1번 빈집
주민 1 동 건물 임차인
주민 2 인근 부동산

2번 빈집 주민 3 건물 소유자

3번 빈집
주민 4 건물 소유자
주민 5 동 건물 임차인

4번 빈집 주민 6 빈집 인근 거주

5번 빈집
주민 7 건물 소유자
주민 8 빈집 인근 거주

6번 빈집 주민 9 동 건물 임차인

7번 빈집
주민 10 동 건물 거주자
주민 11 동 건물 거주자

8번 빈집 주민 12 -
9번 빈집 주민 13 -

10번 빈집
주민 14 -
주민 15 우편배달부

12번 빈집 주민 16 빈집 인근 거주

표 1-3 빈집 별 인터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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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조사표 작성

3단계 조사에 해당하는 빈집에 한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서 빈집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빈집을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기

준과 지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에 해당되는 내용과 유재성 외(2017)의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재구성한 조사표

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해당 조사표([부록1] 참고)에는 건축물 장 상 기본 

정보 조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의 위해성 정도, 

그리고 소유자와의 면담 내용이 기재되었다.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와 위해성의 정도를 등급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해당 목록에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데, 노후·불량 상태는 외벽, 기

둥, 지붕, 개구부에 하여 총 30점의 점수를 기반으로 점수를 매긴다. 빈집의 

위해성 조사는 안전, 위생, 통행, 경관 문제에 해 총 15점을 기반으로 점수

를 부여한다([표1-5] 참고). 그 후, 두 점수를 합한 45점 만점 최종 총점으로 

빈집의 상태에 한 등급을 매기어 정리한다([표1-6] 참고). 

구분 내용 자료(출처)

건축물 정보

주택 유형
건축물대장(세움터)

수치지도 (국토지리정보원)

건물층수
건축년도

면적

소유자 정보
소유자 거주지 건축물대장(세움터)

현장조사소유권 변동

소유자 의사
빈집 발생 원인

현장조사향후조치의견
공공지원동의

인근 주민 의사
빈집에 의한 영향

현장조사
활용시 선호 시설

물리적·환경적 실태
주요 구조부 상태

현장조사위해성 정도
현장사진

표 1-4 빈집 조사표에 사용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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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과

판별 기준 (외부+위해성) 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 1등급(양호한 집)

판별 기준 (외부+위해성) 점수가 21~29점인 경우 2등급(일반빈집)

판별 기준 (외부+위해성) 점수가 30~36점인 경우 3등급(불량빈집)

표 1-6 등급 판별 기준

주요 

구조부 

상태

평가항목 요소 평가 평가항목 요소 평가

외벽

(9점)

기울기
1점(양호)

기둥

(9점)

기울기
1점(양호)

2점(미흡) 2점(미흡)
3점(불량) 3점(불량)

균열
1점(양호)

균열
1점(양호)

2점(미흡) 2점(미흡)
3점(불량) 3점(불량)

손상
1점(양호)

침하
1점(양호)

2점(미흡) 2점(미흡)
3점(불량) 3점(불량)

지붕

(9점)

재료
1점(양호) 개구부 (문, 

창문)(3점)
손상

1점(양호)
2점(미흡)

3점(불량) 3점(불량)

손상
1점(양호)

총점 (30점)

2점(미흡)
3점(불량)

처짐
1점(양호)
2점(미흡)
3점(불량)

근린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

붕괴위

험

1점(양호)

통행 문제 

1점(양호)

안전

문제

3점(불량)
3점(불량)

화재위

험

1점(양호)

경관 문제

1점(양호)
3점(불량)

1점(양호)
3점(불량)위생 문제

3점(불량)
총점 (15점)

총합 (    /45점)

표 1-5 조사표 점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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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진행과정 

연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8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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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이론적 고찰

1. 빈집의 발생원인 및 영향

빈집의 발생은 다중적인 요인들이 연관되어 일어나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현상이며, 주택은 외부와 내부의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계적인 

과정을 지나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고 버려 진다5). 부동산의 저이용이나 방치

와 비슷한 현상인 빈집 발생은 도시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물리적 양상 

하나이다. 빈집이 발생되는 원인과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법론과 논리로 빈집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제시하여 왔다. 연구

들은 체로 특정지구를 중심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였다. 그 결과, 여

러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요약하자면, 빈집은 지역의 사회구조나 경제구

조의 변화와 함께 발생하며, 나아가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쇠퇴는 거주민의 

이주 결정으로 이어지고 인구유출 및 민간 투자 기피가 발생되며 부동산 수익 

저하를 가져온다. 이를 통해 지나 건물은 방치되어 유지관리 되지 않고 황

폐화된다(김광중,2010). 빈집의 공간분포와 빈집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

성 분석(노민지, 2017)에서는 도시 또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유형을 정리하

였다. 기타빈집은 도시 도심부에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영

향으로 발생하며 주로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기타빈집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노민지, 2017). 또한 기타빈집이 군집하여 발생하는 지역은 점차적으로 

주변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특정 지역으로 고착화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요인 분석(이희옥, 2018)에서는 전라남·북도

를 중심으로 빈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주거환경 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

5) 이다예, (2018), 인천 구도심의 공·폐가 발생 촉발 요인과 도시계획적 응 방안, 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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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주거환경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곳 일수

록 빈집이 많이 발생하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고령화 비율. 환경적 요인으로는 

30년 이상의 노후주택 비율이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또한 중교통의 접근성

의 유용이 빈집형성에 음(-)의 영향을 준다고 발견했다. 또한 구시가지 빈집 

발생의 원인 및 특성에 관한 연구(전영미 외, 2016)에서는 빈집 클러스터의 물

리적 특성이 빈집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제도적 조건들과 결합하는 과정

에서 빈집의 영향력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해

결책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빈집에 한 접근방법이 요구되며 주변 주민의 특

성을 빈집 개선과 활용방안 설정에 고려해야한다 주장한다. 

이는 외부에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빈집 소유주와 지역 주민의 심리 및 행태

와 같은 개인적 요인도 빈집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미와도 같다(이다예, 

2018). 쇠퇴가 진행된 특정지구는 부동산 가치와 지역 이미지가 점차 하락하며 

미시적인 관점에서 범죄 발생이나 건축물 혹은 인접 근린의 물리적 특성이 추

가적인 빈집 발생으로 이어진다. 빈집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응

을 고민하는 것 또한 중요한 논점이지만 빈집이 이미 발생하였고 현존하는 빈

집이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는지에 관한 고찰도 필

요하다. 빈집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전, 보안, 위생적 문제가 발생

되고 심화된다.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빈집은 쓰레기나 오물 등의 적치, 건

축물의 구조적인 붕괴나 화재의 위험성, 범죄 발생의 장소 제공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더 나아가 주변 경관을 악화시키고 지역 이미지까지 저하하여 

결국엔 근린 전체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시킨다(Han, 2014: 316-317; Mallach, 

2006: 8; Mikelbank, 2008; NVPC, 2005:9). 한편, 빈집의 발생은 부동산 가치 하

락 이외에도 빈집의 부정적 영향에 응하기 위해 관리하고 관련 정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

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갖는다(이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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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더 나아가 인구의 유출과 주택의 가치하락은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해진다(Accordino and Johnson, 

2000: 303; NVPC, 2005: 7).  

우리나라보다 먼저 빈집의 문제를 겪은 영국, 미국과 같은 서구의 경우 빈

집이 주변의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하락, 또한 빈집이 범죄 발생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특히 빈집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빈집과 

범죄발생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깨진 유리창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 

된다는 주장을 한 Wilson and Kelling(1982)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를 시작으로 얘기한다. 하지만 서구와 달리 한국에 나타나

는 양상은 확연히 다른 모습은 보인다. 주변의 쇠퇴를 급격하게 조장하는 깨

진 유리창 효과(Broken Windows Effect)’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

으며, 서구도시와는 상이한 빈집의 물리적 형태와 공간적 패턴을 갖고 있다. 

서구도시의 경우 부동산 방치 등의 공·폐가가 쇠퇴한 지역의 전체적 혹은 특

정 가로나 구역에 집중 또는 만연되는 경향이 발견되는 것에 비해 한국의 도

시쇠퇴에 있어 빈집은 쇠퇴지구 내에 공간적으로 분산되어있고, 양호한 상태

의 주변 건물과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김광중, 2010). 이는 한국은 서구와는 

다른 사회적·경제적 구조 변화등과 같은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후한 

장소에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과 같이 도시쇠퇴의 양상들로 보이

는 요인들을 근본적인 빈집 발생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연구된 도시쇠퇴 양상들과 빈집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인다

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를 빈집의 분포 특성과 발생 원인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빈집과 상호관계를 맺는 지역·특정적인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에 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구와 우리나라의 빈집 발생 형태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밀집된 형태 

혹은 분산된 형태, 각각의 발생 요인과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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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의 관리 및 활용방안

빈집에 관한 문제가 심화되고 농촌에서 도시로 현상이 확 되며, 연구자들

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며 앞서 살펴본 빈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한 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빈집 문제에 해 

먼저 고민해 온 국가들의 각 나라와 도시에 맞는 분석과 응방안 수립에 관

한 사례를 고찰하고, 그로 인해 도출된 시사점을 제시하거나 응방안을 제시

하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영국의 빈집 정비·활용 체계와 수단 고찰(이재우, 2013)에서는 영국 연립정

부의 빈집 정비·활용 체계를 정리하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영국은 빈집을 부족한 주택 

수요에 해 주택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원 확보를 위해 빈집을 관리하였다. 

다수의 빈집에 관련된 정책과 사업들이 빈집을 정비 한 후 주택이 필요한 사

람들에게,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간과 공공이 적극적으로 파트너쉽을 맺고 협력하며 정부보조금과 기

금 및 출을 이용하여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일본의 빈집문제 응체계에 관한 고찰(이동훈, 2017)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빈집에 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일본의 빈집관리 체계에 해서 살펴보았

다. 일본 역시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고 근린이 황폐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는 빈집 은행 제도나 빈집 

관련 세금 제도를 조정, 빈집 활용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

하고 있다. 빈집 재활용 사업을 유도하고 응방안을 고민하는 것 이외에도 

일본은 문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빈집을 강제적으로 철거 혹은 

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외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의 특정 지역이나 사업을 집중하여 현황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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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빈집의 현황과 활

용방안: 저층주거지 재생전략(권혁삼 외, 2017)에서는 빈집의 활용이 저층주거

지 재생의 유용한 수단이며 공공이 주도적으로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

고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반면에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시 빈집 살리기 사업 활성화 연구(윤동수, 2016)에서는 공공에서 주도적으

로 선도하는 사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주거지 재생에 있어 맞춤형 정비 사업

에 관한 이해관계자와의 설문조사, 인터뷰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빈집 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 빈집 발굴에 한 어려움과 빈집 소유주

의 마음 변형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생기며 빈집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빈집 리모델링 후 운영·관리에 관한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 주도가 먼저냐, 민간 주도가 먼저인가와 같이, 빈집 활용에 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현재 국내 제도들을 돌아보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에서 선행연구들은 의의를 갖는다.  

3. 국내 빈집 현황

전국적인 빈집 현황은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빈집으로 조사했을 때, 추정되는 국내 빈집은 

2016년 기준 전국 1,120천호로 전년에 비해 51천호가 증가하였고, 2015년과 

2016년 간 전국으로는 4.8%의 증감률을 보이고, 서울은 19.8%의 높은 증감률

을 보인다. 이때 빈집의 수가 증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2016년 기준 전

체 빈집 중 30.1%인 337천 호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며 서울은 23.9%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주거종류를 저층주거지에 해당하는 단독주택과 다세

주택은 전체 빈집 중 41%에 해당한다.6) ([표2-1] 참고.) 

과거 빈집 문제는 농촌 혹은 지방도시에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였지만,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빈집 문제도 두되면서 도시재생과 맞물려 해결책을 

6) 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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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고 있다.

         

4. 도시 재생과 빈집

2015년 7월 1일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재생은 최근 국가정책에서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어왔다. 이를 이용해 정

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는 자체적인 관련 조례를 만들고 계획 및 사업에서 사용

하는 등 낙후한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 사업

을 활발하게 확 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다. 기존 시행해 온 ⌜농어촌정비법⌟

그림 2-1 빈집 증가 추세

자료 : 통계청, (1995~2016), 주택총조사 

주택의 종류
빈집의 수

(단위: 천호, %)
계 1,120 (100.0)

단독주택 278 (24.8)
아파트 580 (51.8)

연립주택 57 (5.1)
다세대주택 188 (16.8)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 (1.5)

자료: 통계청, (2016), 주택총조사

표 2-1 2016년 주택 유형별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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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건축법⌟이 빈집의 철거 및 정비에만 집중한 관점임에 반해, 최근 빈집 

활용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되는 것이다. 이는 2017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현실화되었고, 이후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저층주

거지 재생사업을 기 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재생은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을 

갖고 있다.7) 하지만 이 중에서도 도시재생의 범위 안에 주거지 재생이 포함되

며, 주거지 재생은 물리적으로는 주택 및 주택을 둘러싼 주변 환경, 사회적으

로는 주거복지와 주민공동체,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을 아우르는 것으

로 정의된다(서수정 외, 2010). 특히, 주거지 재생은 지역 내 물리적, 사회·문

화적, 인적 자산을 활용하여 통합적 재생이 가능하도록 서로 연계하고, 지역공

동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이준형 외, 2014). 주거지 재생을 

위해서는 도시 기능의 입체화를 이용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전환, 기존 커뮤

니티를 유지하면서 도시 커뮤니티 부활, 기존 구조물 리노베이션과 같은 활동

으로 도시 활력 및 매력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다.8)

이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기존 자원 즉, 지역자산을 최 한 활용하는 것

의 중요성을 말한다. 지역자산이란 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특정지역이 가

지고 있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유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왕기 외, 

2011). 일부 선행연구의 일본 및 독일 사례에서 빈집을 지역자산으로서 다룬 

경우는 있으나, 국내 사례 중 빈집을 지역자산으로 인식한 경우는 제한적이다

(이준형 외, 2014). 그러나 전면 철거 혹은 기존 건물 재건축 등을 지양하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빈집은 큰 가능성을 가진 장소이다. 남지현(2014)에 따르

7)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
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R&D 1,2차년도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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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빈집은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비전의 소규모 분산형 마을 만들기 거점으로

서 유효한 수단임을 밝혀냈다. 더불어 2018년 올해, 관련 법안이 제정되고 해

당 내용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증가하는 추

세이다. 빈집은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이며 주변 주민들에게 꽤나 익숙한 장

소이다. 빈집의 재활용은 외부에서의 유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주거지 특

성에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빈집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제거함과 동시에 건

물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5.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도시쇠퇴지역에서 빈집이 발생하고 장기적

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간단한 이론의 틀로 구성하였다. 빈집은 도시쇠퇴의 결

과로써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1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때 

외부적 요인에는 상권 침체, 노후한 주거 환경 등과 같은 지역의 물리적, 사회

적, 경제적 요인이 있으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소유자 개인의 사적인 요인이 

있다.

빈집의 근원적인 문제는 빈집의 단순한 발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방치됨으

로써 도시쇠퇴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것이다. 빈집이 장기적으로 방치되게 되

는 이유는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의사결정

의 결과에 따라 빈집은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고, 빈집 관리주체

의 특성에 따라 도시쇠퇴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

다.9)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의 의사결정 및 관리주체의 특성에는 향후 빈집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활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부재한 경우

로 인해 빈집이 장기적으로 방치된다고 판단하였다.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는 소유자가 소유주택을 일시적 빈집으로 인식하며 향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

9) 전영미 외, (2016), 구시가지 빈집 발생의 원인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7(1), 
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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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하지만 추가적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빈집으로 방치하는 경

우이며, 활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단순하게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것이고, 마

지막으로 관리주체의 부재는 소유자 혹은 관리주체의 소재가 불분명하며 빈집

에 한 어떤 조치도 되지 않을 때이다. 

빈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빈집의 향후 이용가능성 판단이 중요하다. 이

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혹은 사실상 소유자인 관리 주체의 사용의도에 의해 

결정된다. 전영미 외(2016)는 도시쇠퇴와 빈집 사이에는 상호 흐름을 유발하는 

중간 단계가 존재하여, 쇠퇴도시에서 빈집이 발생하기까지는 반드시 거주자의 

이주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경향이 있어 

추가적인 도시문제들을 양상하게 되면서 빈집으로 인한 도시쇠퇴 악순환의 발

생가능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는 빈집의 소유자 혹은 관리주

체의 특성과 상황이 장기적인 빈집으로의 발생 유무로의 중요한 작용 요소라

는 것과 같다. 

따라서 빈집과 근린환경 특성과 소유자 및 관리주체의 소재와 빈집에 한 

향후 사용의도를 면밀히 고찰하여 각각의 맞춤형 빈집 활용 방향에 해 논의

하고자 한다.  

종합해보자면, 빈집을 발생하게 하는 이유는 지역의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

적인 작용이 원인이지만, 도시쇠퇴 악순환을 야기하는 장기적으로 빈집이 방

치되게 된 것에 있어 소유자의 의사결정과 관리주체의 특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집 발생의 1차적인 요인과 장기적 방치에 있어 

2차적 요인을 도출해냄으로써 빈집 발생과 특성에 해 이해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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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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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010년 이후 빈집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빈집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2018년 2월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국내 연구들은 도시 또는 농촌의 빈집 발생 원인과 실태 파악, 

특성을 도출해내거나 빈집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또는 국내 빈집 관련 제도 및 사업들을 살펴보고 한계점을 

지적하거나 국외의 사례들을 고찰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는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의 빈집 발생과 현황의 문제에 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제도와 전략들을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 중 미시적인 관점에서 빈집을 바라본 경우는 주로 빈집

의 실태를 살펴보거나 빈집 발생 과정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거시적인 관

점에서 빈집을 바라본 경우는 통계 분석을 통해 발생원인 혹은 주변 환경 특

성 도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빈집의 위험성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근린에 위

치할 때 더욱 상승된다. 이에 따라 행정동 단위의 소규모 노후주거지에서 어

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요인들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에 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빈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지에 한 

응방안을 고민하는데 급급하여, 활용도와 이용가능성이 높은 빈집들에 한 

논의가 부족하다. 기존 연구들은 정부 차원의 빈집 관리 방안에 해 논의하

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같은 단편적인 내용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빈집

은 정책과 제도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근린 재생을 위한 자원으로 주목해야 

한다(임유경 외, 2012). 빈집의 발생 현황과 현재의 활용 가능한 수준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여 도시 재생적 측면에서 빈집 문제의 응 및 활용 방안을 모

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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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관악구 난곡동을 상으로 빈집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 로 빈집 활용도가 높은 곳을 추출하고자 한다. 또한, 빈집 관련 제도

와 응 현황을 고찰하여 도시 재생적 측면에서 노후주거지의 빈집 문제에 효

과적인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노후주거지를 상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선별해내는 과정을 기록하고, 근린차원의 세부적인 공간적·사회

적 분석을 통해 해당 빈집의 특성과 근린 특성을 고려한 활용방안에 해 제

언하는 것에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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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난곡동의 빈집 분석

1절 난곡동 현황 분석 및 빈집 분포

1. 빈집 분석 내용

분석의 틀에 기반을 둔 빈집 분석 내용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1-1 근린환경 특성

빈집으로의 발생에 있어 개별 건물의 특이점뿐만 아니라 빈집 외부에 존재

하는 빈집 주변 지역 혹은 근린의 도시공간적인 특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됐을 것이라 추측한다. 따라서 난곡동 현황 분석 단계에서 난곡동의 도시

공간적 특징을 기준으로 구역을 구분하고, 빈집들이 위치한 구역에 한 자세

한 분석이 필요하다. 

1-2 물리적 노후도 

빈집의 물리적 노후도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외벽, 기둥, 지분, 문·창문)를 

확인 후에 판단한다. 이는 빈집의 활용이나 정비 정도, 철거 여부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창우·이재우(2015)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후한 외관과 그로 

인한 붕괴 혹은 안전사고에 한 요소가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

는 것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이 빈집의 노후도와 

같은 물리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혀냈다.10) 또한 빈집

의 물리적 실태 정도를 유형화하여 기록하면 이후에 빈집을 미비한 수리로 재

활용할 수 있을지, 부분적 보수 혹은 철거가 시급한지 등과 같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등급의 양호 빈집은 물리적 상태가 상 적으로 양호하고 건

물의 위해성 수준도 낮은 빈집으로 미비한 개보수를 할 시 주택으로 사용될 

10) 이창우 외(2015) 주거지 공폐가 정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평가기준 연구, 주거환경, 13(2), 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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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2등급의 일반 빈집은 물리적인 실태가 불량하며 위해성도 다

소 심각한 편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보수 비용이 비교

적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이다. 3등급의 불량 빈집은 물리적 상태

가 매우 불량하며, 건물의 위해 정도도 심각하기 때문에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통해 물리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폐가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이다. 

1-3 인근 주민의 인식: 빈집의 위해성 및 선호시설 

빈집이 외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의 

인식에 해서 알아보고자한다. 이는 빈집의 위해성과 향후 해당하는 빈집 부

지에 향후 입지할 선호 시설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빈집의 위해성은 주변에 인접한 주택 혹은 상가, 도로 등 근린에 피해가 존

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방치된 빈집은 관리

가 부족하거나 아예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외관이 다소 주변 경관을 저해시키

거나 접근 혹은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적치된 물건이나 쓰레기, 

부실한 건물 구조는 화재나 붕괴의 가능성이 있어 공공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

한다. 특히 붕괴나 화재 위험에 한 안전 문제는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

는 이상 미리 인식하여 예방하고 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

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한다.

양호 빈집

(1등급)

물리적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위해성 수준도 낮음 

약간의 개보수를 하면 주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일반 빈집

(2등급)

물리적 실태가 불량하며 위해성도 다소 심각함

주택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개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불량 빈집

(3등급)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폐가일 가능성이 높은 빈집 

물리적 실태가 매우 불량하고 위해성도 심각함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통한 물리적 개선이 불가능함 

표 3-1 물리적 노후불량정도에 따른 빈집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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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리주체 및 소유자 특성

마지막으로, 빈집의 소유자에 한 내용과 같은 경우는 특정하기 위한 방법

에는 토지 및 건축물 장을 조회하거나, 현장조사 중 주택 외부에서 발견되

는 거주자 성명으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를 찾을 수 없다면 

빈집 주변 주민들을 탐문하여 특정할 수 있다. 

난곡동에 나타난 빈집들의 소유자 연령 가 평균 70 로 소유자와의 직접적

인 접근 혹은 직접적인 면담이 가능한 건물은 극히 적었다. 소유자가 면담을 

거부한 것이 3건, 소유자의 사망으로 접근이 불가한 경우가 3건, 소유자가 존

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수신이 불가한 경우가 3건, 소

유자가 건축물 장에 표기되어있지만 오래전에 이주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가 2건, 면담을 허락하여 진행한 빈집이 2건이다. 소유자와의 직접적인 화가 

불가한 경우가 많았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인터뷰로 소유자 소재

와 략적인 공실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난곡동의 빈집들의 빈집 발생 원인은 1차적 요인과 2차적 요인으로 나뉘어 

파악하였다.

1차적 요인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뉘는데, 내부

적인 요인은 소유자와 주택 내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외부적은 요인은 지역 

혹은 근린 수준에서의 영향이 빈집 발생에 미친 것이다. 

1차적으로 빈집이 발생하게 되고, 이 후 2차적 요인으로 인해 빈집이 장기

적으로 방치되게 되는데, 이는 곧 소유자의 의사결정 과정과도 같다. 소유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소유자의 빈집에 한 향후 활용의사가 있는 경우(1)와 없는 

경우(2), 그리고 관리주체가 아예 부재하는 경우(3)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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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곡동 현황 분석

2-1 난곡동 개요

난곡동은 서울특별시 남서부에 위치하였으며 인구는 2017년 기준 12817세  

29774명, 면적은 약 0.90㎢이다. 과거 신림 3동으로 불리다 다시 신림3동과 신

림13동으로 분리되었고, 2008년 둘을 통합하며 난곡동이라는 이름이 확립되었

다. 주변 역시 노후한 환경으로 상지 근처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이 진행 중이며, ‘신림재정비촉진지구’와 ‘난향1구역 재건축 해제지역’이 

위치해있다. 이처럼 상지는 현재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난곡동에

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8년 현재, 

2022년 이전에 경전철 난곡선이 조기착공이 확정되어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지나 보라매공원까지 연결되는 교통편을 확충할 예정이다.   

그림 3-1 대상지 광역 현황

▍인구, 가구 특성

난곡동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준으로 20%의 인구 감소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1인 가구 수와 65세 이상 인구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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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난곡동의 5-60 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중 39.4%임에 반해, 30  

이하 젊은 인구 계층은 29.3%로 상 적으로 적은 분포로 구성되었다.11) 또한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의 수는 3364가구로 전체 11627가구 중 약 29%를 차지

한다.12) 여기서 1인 가구 중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가구 수는 817가구로 상

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이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도 비 2016년 약 4.6배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다.13) 젊은 층의 인구가 유출됨에 반해, 65세 이상 고령

층의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1인가구의 증가 추세로 마을의 활력 저하가 우려

된다.  

또한 난곡동에는 2017년 기준 1,249명의 기초수급자와 1,568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중복 집계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서울시 내에서 절 적인 인

원으로 보아도 상당히 많은 수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한다고 볼 수 있다. 

구분
인구 추이 (단위: 명, %)

2014 2015 증감률 2016 증감률
합계 30,860 30,810 -0.2 30,537 -0.9

영유아 1,993 1,952 -2.1 1,885 -3.4
학령기 3,082 2,857 -7.3 2,666 -6.7

20~29세 4,462 4,451 -0.2 4,408 -1.0
30~39세 4,772 4,645 -2.7 4,480 -3.6
40~49세 5,340 5,221 -2.2 5,090 -2.5
50~64세 7,077 7,342 +3.7 7,467 +1.7

65세 이상 4,134 4,342 +5.0 4,543 +4.6
자료: 서울통계

표 3-2 연령별 인구 추이

11) 65세 이상 인구는 서울시는 12.7%, 관악구는 12.7%로 난곡동은 상 적으로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갖고 있음. (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2016년 기준)

12) 서울열린데이터광장, 2015년 기준

13)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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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구)
인구 추이 (단위: 명, %) 연평균 

증가율(%)2012 2013 2014 2015 2016

기초생활수급자 638 615 647 723 802 5.8

독거노인 860 863 967 1,028 1,121 6.9

자료: 서울통계

표 3-3 사회적 취약계층 인구 추이

그림 3-2난곡동 인구변화 그래프
자료: 통계청, (2000-2015),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특성

난곡동은 관악산 자락에 생긴 자연발생적 주거지로 사유지 중심의 평균 필

지면적이 약 164㎡인 중소규모 필지들이 형성되어있다. 2017년 기준 난곡동의 

주택은 총 6861호이며 그 중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 주택은 5021호로 전체 

주택 중 73%에 해당한다.14) 부분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

층이하)으로 지정된 저층 주거지이다. 여기서 재건축 해제지역의 특성상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2016년 기준 742호가 존재하며 2017년 기준 20년 이상 

14) 통계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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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약 90%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00] 참고). 

그림 3-3 건물 건축년도 

노후도 개수(구성비%)

계 1,203 (100.0)

5년 미만 42 (3.5)

5~10년 20 (1.7)

10~15년 16 (1.3)

15~20년 34 (2.8)

20~30년 705 (58.6)

30~40년 202 (16.8)

40년 이상 175 (14.5)

미상 9 (0.7)

표 3-4 2017년 기준 노후도 현황

출처(그림 3-3~8) : 연속수치치도, (2017), 국토지리

정보원 
출처(표3-4~8) : 서울시 통계, (2017)

그림 3-4 건물 층수

층수 개수(구성비%)

계 1,203 (100.0)

1-2층 902 (75.0)

3-4층 241 (20)

5-7층 59 (4.9)

8-10층 1 (0.1)

표 3-5 층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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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필지 소유 구분 그림 3-6 가로 상권

그림 3-7 주거 구분

주거구분 개수(구성비%)

계 1,203 (100.0)

단독주택 526 (43.7)

다가구주택 276 (22.9)

점포주택 169 (14.1)

다세대주택 123 (10.2)

연립주택 16 (1.3)

표 3-6 주거구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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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
비율 

(%)
비고

합계 271,360 100.0

일반주거지역

소계 260,006 95.8

제1종일반주거지역 87,015 32.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72,991 63.7

준주거지역 11,354 4.2 난곡생활권중심지구단위구역

표 3-8 용도지역 및 지구

▍교통 

난곡동은 체로 도로의 너비가 굉장히 협소하고 막다른 골목 등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며, 지형적인 이유로 경사가 매우 가파른 구간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량한 도로환경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인 특성상 주차수요가 매우 높

다. 난곡동의 주요 도로이며 폭이 25m인 난곡로(간선도로)와 이어진 난곡로 

26길(폭 10m) 입구에 조성된 우림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으로 인해 차량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 난곡로 26길은 고개를 지나 삼성동과 이어지는 통과교통

그림 3-8 필지 면적

필지 규모 개수(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652 (100.0) 271,360 (100.0)

90㎡ 이하 350 (21.2) 11,461 (4.2)

90~200㎡ 1,119 (67.7) 155,098 (57.2)

200~500㎡ 139 (8.4) 17,871 (6.6)

500~1,000㎡ 26 (1.6) 40,752 (15.0)

1,000㎡ 초과 18 (1.1) 46,178 (17.0)

표 3-7 필지 면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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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하며 주거지임에 반해 차량 통과량이 많고 상지 내의 부분 도

로는 보차혼용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와 주거민들의 위험 노출을 증가시켰다. 

간선버스의 경우 서울의 서남권 일 로 집중된 노선으로 이용 비 미약하며 

지하철 역시 2호선인 신 방역과 신림역이 상지로부터 약 2km 떨어져 직접

적인 접근은 어렵다. 2022년 이전에 조기착공 될 경전철 난곡선 건설을 통한 

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기 한다. 

        

그림 3-9 대상지 Bird eyes view

자료: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서비스 map.vworld.kr

▍산업

 난곡동의 사업체수는 총 918개소이다.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산업체 수

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종사자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산업별

로는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 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난곡동은 1~4인 규모의 사업체 종사자

수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체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비율을 갖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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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체수 954 936 935 949 918

종사자수 2,273 2,327 1,988 2,320 2,474

자료: 서울통계

표 3-9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추이

구분 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감소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및 사

회보장 행정,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산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

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료: 서울통계

표 3-10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감별 산업현황

2-2 난곡동 구역 구분

난곡동은 행정동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지역이지만,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

는 도시·공간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상지의 구역을 구분하는 과정은 빈집

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빈집 활용방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

출해내는 데에 중요한 단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상지 내부를 도

시·공간적 특징들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누어 조사하였고, 빈집이 위치하는 

구역들은 세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먼저, 상지 도시·공간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동고서저의 경사지에 위치하였으며 

 2. 우림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로상권이 형성되었고

 3. 노후 주택·건축물이 밀집되어있는 노후저층주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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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대상지 구역 구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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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3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난곡동 구역을 구분하였다.

 (그림3-11 참고)

A. 가로상권 영향권 E. 생활시설 밀집구역
B. 난곡로 주변 주거구역 F. 미성동 연결 주거구역
C. 완경사 주거구역 G. 개별 주거구역
D. 급경사 주거구역

그림 3-11 권역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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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로 인접 구역 (A, B, E, G구역) 

상지 내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인 폭 25m의 난곡로에 맞닿

아 위치한 우림사징 상권이 ‘난곡로’로부터 파생된 난곡로 24,26길을 따라 

스며들어가 가로상권이 마을 내부로 형성되어 있다. 가로상권에서 갈라진 길

은 각 주호로 진입하거나 소규모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점포형 

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 전용 공간으로 이루어져있다. 해당 도로와 인접한 구

역은 A, B, E, G 구역이다. 

A, E 구역의 경우 상지 북쪽에 위치한 미성동 도깨비시장과 상지 내의 

우림시장과 연결되는 상권의 영향권에 해당한다. 우림시장은 미성동에 위치한 

도깨비 시장일 에 비교하면 상권이 크지 않지만 상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행 및 차량 통행량이 많고, E구역에는 난곡동주민센터와 난곡치안센터, 신

림유치원가 있으며, A구역에는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난곡보건분소와 같은 생

활지원시설이 다수 위치해있다. 

그림 3-12 A구역의 난곡로 26길 입구 그림 3-13 A구역 내 우림시장

출처 : 네이버 로드맵 출처 : 네이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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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구역도 역시 난곡로와 바로 인접해 있지만, A, E구역이 중심 상업 및 

생활지원 기능을 주로 하는 것에 반해 주거지의 성격이 뚜렷하다. 우림시장 

상권과는 약 4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난곡로에 인접해 있는 건물들도 주거

용도가 더 많기 때문에 상권의 동일한 영향 안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개별

적인 주거구역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3-14 B구역 난곡로 20길 입구 그림 3-15 B구역 난곡로 16길 입구
출처 : 네이버 로드맵 출처 : 네이버 로드맵

▍내부 주거구역 (C, F구역) 

상지는 소규모의 준주거지역과 제1,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렇기 때문에 상지 전체가 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C, F 구역은 건

축물을 주거용 위주로 사용하여, 난곡로로부터 파생된 난곡로 24, 26길과 골목

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골목은 다수 연결되는 비교적 넓은 통과도로에 직

각으로 격자형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곡로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있어 동네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장소감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거주민들의 사적인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주택들이 굉장히 밀도 있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택 바로 앞 3-5m정도인 협소 혹은 막다른 골목

과 가로 공간을 제외하면 공적인 외부 공간을 가까이 접하지 못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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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간간이 조성된 유휴공간이나 골목을 마치 마당과 같은 생활공간으

로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16 C구역 내부 그림 3-17 F구역 내부

출처 : 네이버 로드맵 출처 : 연구자

▍급경사 지역 (D구역)

난곡동은 서쪽에서 동쪽까지 약 30m에서 90m까지의 고저차가 나기 때문에

(그림 28참고) 계단, 옹벽, 단차 등이 다수 발생한다(그림 29, 30 참고). 또한 

표고가 낮은 곳에 우림시장 및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급경사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는 표고가 낮은 곳에 위치한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매우 낮다.  

  
그림 3-18 D구역 내부 골목의 계단 그림 3-19 D구역 급격사로 인한 옹벽
출처 : 연구자 출처 :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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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면적 (㎡) 비율 (%)

계 271,360 100.0

40m 미만 86,467 31.9

40~60m 미만 132,849 49.0

60~80m 미만 39,748 14.6

80m 이상 12,296 4.5

표 3-11 표고

그림 3-20 표고 

경사도 면적 (㎡) 비율 (%)

계 271,360 100.0

5도 미만 135,202 49.8

5~10도 미만 67,166 24.8

10~20도 미만 53,878 19.9

20~30도 미만 9,816 3.6

30도 이상 5,298 1.9

표 3-12 경사도

출처(그림3-20,표3-11~12) :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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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집 분포 현황 및 위치

▍빈집의 분포현황

빈집 실태 조사를 통해 난곡동에는 결과적으로 총 12채의 빈집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지내 가로상권 구역(A구역)에 5채, 주거지 내부의 막

다른 골목(C구역)에 1채, 급경사지에서 파생된 골목들(D구역)에 6채가 위치하

고 있다(그림 31참고). 

그림 3-21 빈집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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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1) 빈집의 비율이 주목할 만하게 높지 않

지만2), 전체적인 빈집 분포를 보았을 때, 빈집들이 각 다른 특성의 구역(A, C, 

D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빈집의 특성뿐만 아니라, 빈집이 위치한 

구역의 다양한 근린 환경 요인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한

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역의 세부적인 근린환경 분석이 필요하다.

2절 구역별 빈집 분석

1. A구역 – 가로 상권 영향권

▍개요

난곡동 내 우림시장을 중심으로 발

달된 가로상권 주변 구역이다. 난곡로

24, 26길로 나뉘어져 있으며, 두 길을 

따라 다양한 서비스업, 요식업, 도소매

업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과거 주거지 전용으로 조성되었으나, 

우림시장이 들어서고 상권이 확장되면

서 일반 주택들의 1층을 점포로 이용하

면서 현재와 같은 가로상권이 형성되었

다. 때문에 주거와 상업 행태가 혼재되

어 나타난다. 

1) 총 건축물은 1,203채이며 주택용도의 건축물이 1,110채로 92.2%를 차지한다. 또한 그 중 단독·다가구 
저층 주택이 66.6%를 차지한다. 

2) 1,203채 중 12채가 빈집으로 약 1%에 해당한다. 

그림 3-22 A구역 – 가로상권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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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그림 3-23 A구역의 주요시설

해당 구역에는 주요시설로 우림시장이 위치해있으며 큰 규모의 성당과 교회

들이 위치하고 있다. 난곡로 26길은 최  폭 11m로 비교적 쾌적한 가로상권이

나, 남쪽에 위치한 24길은 최  8m 폭으로 26길과 비슷하나, 보다 골목시장과 

같은 분위기를 가진다. 그 이유는 24길은 도소매업이 많이 위치하여, 도로 일

부분을 점유하여 상업 활동을 하는 점포들이 많기 때문이다(그림35 참고). 

그림 3-24 난곡로 26길 그림 3-25 난곡로 24길
그림 35~39 출처 : 네이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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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계

그림 3-26 A구역 도로위계

 A구역의 제1위계 도로인 난곡로는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의 주요 

통과도로이다. 또한 난곡로를 따라 우림시장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중교통이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이다(그림 37 참고). 제2위계 도로인 24길과 26

길은 각 주호로의 진입이 가능한 골목들과 연결되어 거주민들이 모여들기 때

문에 보행 및 차량 통행이 활발하다. 하지만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주차난도 심하여 도로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다(그림 38 참고). 

그림 3-27 버스정류장 그림 3-28 보차분리가 안 된 난곡로26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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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위치 및 개수

그림 3-29 A구역 건축물 노후도

우림시장 인근은 70년  건축된 노후 건축물들이 다수이며, 26길은 노후도

가 더 높고, 24길은 90년  건축물들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 이러한 A구

역 내에는 총 5채의 빈집이 존재하는데, 난곡로 로변에 위치한 빈집인 1번 

빈집과, 난곡로 24길에 위치한 2,3 번 빈집, 그리고 26길에 8, 9번 빈집이 위치

한다. 전부 점포를 혼용하는 단독주택이다. 1,2,3번 빈집은 최  3년 이상의 빈

집으로 비교적으로 짧은 공실 기간을 가지며, 3채 모두 지상 2층의 높이로 한 

층의 점포만 공실인 부분 공실 상태이다. 반면에 8번과 9번 빈집은 최소 6년 

동안 전체 건물이 공실인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두 건물 다 1층 높이로 1970년

 초반 지어진 건축물이다.



- 52 -

▍1번 빈집

 건물의 상태는 출입문 제거된 현황을 제외하면 양호하기 때문에 1등급의 

일반 빈집으로 판단하였다. 1층의 임차인들은 최소 2년 동안 장기간 임  중

이며, 인터뷰 시 건물 소유자와 별다른 마찰이 없다고 하였다. 2층만 공실인 

것이 의문이 들어, 근처 부동산에 물어보니, 건물 소유주가 임 료를 과하게 

원하여 3년 동안 임 가 되지 않고 있으며, 소유자의 임 의지가 높지 않다고 

한다. 해당 건물의 빈 점포 공간인 2층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며 관리 또한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 2층에 입주 중이던 점포

(PC방과 전화방)가 퇴거를 한 후 빈집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소유자 임  의지

가 강하지 않아 임 되지 않은 체, 자발적인 부동산 거래 중단과 단순 방치로 

3년 간 공실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번호 주거구분 용도 건축년도 공실상태 공실기간 층수

1 단독 점포 1976 부분공실 3년 이상 지상2층 / 지하1층

2 단독 점포 1983 부분공실 1년 이상 지상2층 / 지하1층

3 단독 점포 1987 부분공실 2년 이상 지상2층 / 지하1층

8 단독 점포 1971 전체공실 6년 이상 지상1층

9 단독 점포 1976 전체공실 11년 이상 지상1층 / 지하1층

표 3-13 A구역의 빈집 기본 정보

번호 물리적 노후도 발생원인 관리주체 특성 빈집에 대한 인식

1

양호 빈집 (1등급)
소유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중단

소유자 – 향후 

사용의사 있음
부동산 가격 하락

표 3-14 1번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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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빈집

2번 건물은 1층에 2개의 점포가 입점할 수 있고 뒤쪽 공간과 2층은 소유자

의 거주공간이다. 35년 된 노후 주택이지만 구조부 상태가 양호하나, 유리 파

사드를 통해 관찰 가능한 내부 창고 적치물들이 미비하게 경관을 저해하고 있

다. 빈집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미용실이며 업종과 점포의 상태는 오래전부터 

그 로였지만 주인만 수차례 바뀌는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인근 상인들에 의

하면 마지막 주인의 불친절함으로 주민들의 방문이 감소하였고 곧 퇴거하여 

현재는 건물 소유자가 창고로 이용 중이다. 건물 소유자는 차기 임차인이 없

어 단순 방치로써 약 1년 동안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임 의사가 있

다고 밝혔다.

번호 물리적 노후도 발생원인 관리주체 특성 빈집에 대한 인식

2

양호 빈집 (1등급)
소유자에 의한 

단순 방치

소유자 – 향후 

사용의사 있음
근린 미관 저해

표 3-15 2번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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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빈집

3번 건물은 기존 건물은 주거용으로 지어졌지만, 상권이 확장되면서 추가적

으로 불법 증축물을 설치하여 점포로 활용해 온 건물이다. 건물 내에는 5개의 

점포가 입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두 점포가 공실 상태이다. 

동 건물 내 임차인에 의하면 두 개의 점포는 소유자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고 한다. 

해당 점포들은 주기적으로 업종을 달리하며 유지되어왔지만 최근 2년 간 입

주하는 점포가 없어 방치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상태는 양호하지만, 

불법 증축물에서는 구조적 불안함이 관찰된다. 소유자가 면담을 거부하여 직

접적인 접촉은 불가하였지만, 동 건물 내 임차인의 증언에 따라 건물 소유자

는 향후 임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유자는 임  의사가 있지만 

주변 부동산 수요가 없어 그 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8번 빈집

8번 빈집은 1971년 건축된 1층짜리 단독주택이며 주택과 점포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이는 외관은 1971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외벽체를 쌓아 완성되었다. 내부로 출입할 수 없어 내부에는 방 3개의 작은 

번호 물리적 노후도 발생원인 관리주체 특성 빈집에 대한 인식

4

양호 빈집 (1등급)
소유자에 의한 

단순 방치

소유자 – 향후 

사용의사 있음
부동산 가격 하락

표 3-16 3번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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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다는 것만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외벽체 또한 지붕 침하 및 기

둥 기울어짐이 육안으로 보일만큼 심각하며, 붕괴 및 화재로 인한 안전 문제 

또한 우려된다. 외부에는 인근 주민들의 차량이 상시 주차되어있어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유자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인근 부동산과의 인터뷰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과거 인접 필지에 위치한 난곡동 천주교회가 해당 필지를 매

입할 의사를 밝혔지만, 소유자가 당시 공시지가 기준 비 높은 가격을 제시

하여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이후 6년 동안 소유자와의 연락이 두절

된 상태이다. 1차적으로 해당 건물이 빈집으로 발생된 원인은 파악하기 어려

우나 부동산과의 인터뷰로 장기적 방치를 야기한 2차적 요인이 소유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중단으로 추정하였으며, 또한 소유자 연령과 연락이 두절된 기간

을 고려해보았을 때 현재 소유자가 부재한 상태로 판단한다. 

▍9번 빈집

9번 건물은 1층의 단독주택으로 난곡로 26길에 접한 소규모 점포를 부동산

으로 운영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전체 주택이 공실인 상태이다. 해당 빈집에서 

관찰되는 외벽의 기울임과 부식된 외벽체, 외부 유휴공간의 적치물은 붕괴와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된다. 통행량이 많은 난곡로 26

번호 물리적 노후도 발생원인 관리주체 특성 빈집에 대한 인식

4

불량 빈집 (3등급)
소유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중단
관리주체의 부재 근린 미관 저해

표 3-17 8번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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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위치하여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된 빈집 중 하나이다. 

9번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최

소 10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워낙 오래전 소유자가 이

주하여 발생 원인과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었다. 2000년 7월 명의이전이 된 

사실이 건축물 장에 표기되어 있는 현 소유자는 80 로 현재 거주지는 동건

물로 표기되어있으나, 해당 빈집엔 사람이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조차도 약 20년 전의 일이며 소유자의 나이를 감안해보아도 현재 소유자의 

소재를 추정하기 어려워 소유자가 부재한 상태로 판단하였다.

▍빈집의 주요 인식 및 인근 주민 선호 시설

A구역의 주민들은 현재 구역 내 빈집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근린 미관 

저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주택들이 워낙 통행량이 많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빈집의 존재에 해 잘 알고 있다. 또한 주요 상권 도

로이기 때문에 향후 빈집에 한 선호시설로서 상가를 공통적으로 희망하였

다. 

번호 물리적 노후도 발생원인 관리주체 특성 빈집에 대한 인식

9

불량 빈집 (3등급) 알 수 없음 관리주체의 부재 부동산 가격 하락

표 3-18 9번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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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그림 3-30 A구역 종합

A구역에는 버스정류장과 우림시장과 같은 주요 시설들이 거리 중심으로 많

이 위치하고 있어 도시·공간적으로 가장 주요한 요소는 난곡로 24길과 26길

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거리를 따라 보행 및 차량 통행량이 집중되는데, 난곡

로 24길은 상지 내의 가장 넓고 상징적인 주요 거리 기능을 하며, 26길은 

우림시장에서 파생된 골목 시장 상권의 기능을 한다. 두 거리의 분위기나 기

능은 상이하지만 난곡동의 주요 도로이며 보행이 집중되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보차혼용도로로 상시 혼잡하며 보차분리와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번호
소유자 인근 주민

구역
공공지원 동의 빈집에 의한 영향 인식 선호 시설

1 - 부동산 가격 하락 상가 A
2 X 근린 미관 저해 상가 A
3 - 부동산 가격 하락 상가 A
8 - 근린 미관 저해 상가 A
9 - 부동산 가격 하락 상가 A

표 3-19 A구역 빈집의 주요 인식 및 인근 주민 선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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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역의 경우 상지 내 주요가로를 따라 빈집이 분포하여있다. 주민들이 

자주 통행하는 주요 도로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빈집이 불특정다수

에 의해 관리되는 모습이 관찰되어, 상 적으로 양호하게 정돈된 편이다. 난곡

로와 난곡로 26길에 접한 1, 2, 3번 빈집은 물리적 노후불량상태가 양호하며 

소유자가 동 건물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을 통해서 건물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

할 수 있디. 하지만 8, 9번과 같은 노후주택인 3등급 빈집들은 유자의 소재가 

불확실하며 자체적인 주택의 상태가 불량함으로 인한 안전, 위생 및 경관 문

제에 있어 불량하여 빈집의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번호
노후불량상태조사 빈집 위해성조사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1 양호 양호 양호 불량 양호 양호 양호 양호 1

2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미흡 1

3 미흡 양호 불량 미흡 양호 양호 양호 양호 1

8 불량 불량 불량 미흡 불량 불량 양호 불량 3

9 불량 미흡 양호 불량 불량 불량 양호 불량 3

표 3-20 A구역 빈집의 물리적 노후도

부분 공실 상태인 1, 2, 3번 빈집 같은 경우 동 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 혹

은 임차인에 의해 정리가 되는 상태였으며, 3등급인 8, 9번 빈집도 비교적 외

관이 정돈되고 안전 위험 안내서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해놓았다. 하지만 상

그림 3-31 A구역의 1등급 빈집(좌)과 3등급 빈집(우)
출처: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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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내 주요 도로가 지역 이미지 향상 혹은 하락에 주요한 요소이며 차량 및 

보행 통행량이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근린에 영향을 미치는 빈집에 한 우

선적 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판단된다. 

A구역의 경우 가로 상권의 침체에 따라 상점에 한 수요의 감소가 빈집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해당 건물에 입점하여 운영 중이던 상점이 

퇴거하게 되고, 더 이상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된 것이다. 이러

한 경우 소유주는 이후에 지속적인 임 를 원하였으나 부동산 수요가 없거나, 

소유주 자체가 임 에 한 의욕이 없어 단순하게 빈 점포들을 그 로 방치하

여 왔다. 이러한 경우 유휴기간도 비교적 짧으며 향후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번호
소유자 

면담

유휴 

기간

인근

주민 

면담

수신 불가 

사유
연령

발생 원인 의사결정

유형*1차적 요인 2차적 요인

1 X 3 년 O 면담 거부 80대 입점한 점포의 퇴거 소유주에 의한 부동산 거래 중단 2

2 O 1 년 O - 40대 입점한 점포의 퇴거 소유주에 인한 단순 방치 2

3 X 2 년 O 면담 거부 70대 입점한 점포의 퇴거 소유주에 인한 단순 방치 2

8 X 6 년 O 연락 두절 80대 - 소유주에 의한 부동산 거래 중단 3

9 X 11년 X 확인 불가 80대 알 수 없음 - 3

*의사결정 유형 :1. 향후 활용 의사가 있음

2. 향후 활용 의사가 없음

3. 관리주체가 부재함

표 3-21 A구역 빈집의 소유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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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구역 – 완경사 주거구역

▍개요

난곡동 내 주거구역 중, 상지의 중

심 부분으로서 급경사 구역에 둘러싸여 

앞쪽으로 위치한 비교적 경사가 평탄한 

구역이다. 전체적인 지역의 지리적 특

성상 경사가 아예 없진 않다.

 구역 내부의 주택들은 제2위계 도

로로부터 파생된 4~5m 폭의 골목들과 

막다른 골목을 중심으로 마주보며 조성

된 터에 자리 잡고 있다. 

▍골목 중심 주택지 형성

그림 3-32 C구역 – 완경사 주거구역

 그림 3-33 C구역 도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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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구역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한정적인 다소 폐쇄적인 지구조를 형성

하고 있다. 이는 고도차로 인해 발생한 옹벽이 막다른 골목을 형성했기 때문

이다. 따라서 C구역은 주요도로인 난곡로 24길과 26길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데, 24길에 폭 4~5m의 총 3개의 직접적인 진입로가 있고, 해당 진입로들이 각

각의 골목 중심의 주택지를 이루고 있다. 그 중 하나는 26길과 이어진다. 

그림 3-34 C구역 골목 중심 주택지 형성

그림 3-35 옹벽과 막다른 골목 그림 3-36 접도를 위한 막다른 골목

그림 63~00 출처 : 네이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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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지는 부분 약 12x12㎡의 정방형이며 부분 격자형으로 분할하

였다. 접도가 불가능한 택지는 길이가 짧고 폭 2~3m인 막다른 골목을 조성하

여 접도율을 높였다. 이러한 가로는 다른 도로보다 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골목을 마당의 연장선의 기능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주변 환경

부분 2~3층의 단독주택 혹은 다세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

채의 연립주택이 있다. 가장 남쪽에 있는 골목 중심 주택지에는 1970년 에 

지어진 40~50년 된 노후주택들이 밀집하여있다. C구역의 경계는 주요 도로와 

가까워 신축활동이 일어나왔던 것으로 보이나, 막다른 골목으로 고립된 주택

들은 오랫동안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7 건물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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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건축년도

그림 3-39 저층 주거지 가로

▍4번 빈집

C구역에는 4번 빈집 하나가 위치한다. 4번 빈집은 주거용도의 연립주택이

다. 총 4세 가 거주 가능하며, 1차 조사(2017年 10月)시 전체 공실이었으나 2

차 조사(2018年 9月)후 현재는 2층 1세 만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

물의 구조적 안정성은 양호한 편이나, 공실상태인 1층 2세 에 해당하는 공간

은 파손되기 쉬운 개구부와 담장은 다소 손상된 상태이며, 고물이 적치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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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1층 2세 의 소유자는 동일하며, 인근 주민에 의하면 2년 전 거주하던 소유

자가 사망하고, 친지가 관리하다가 현재는 공실상태라고 한다. 4번 빈집은 소

유자 사망 후 상속이 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판단한다. 

▍빈집의 주요 인식 및 인근 주민 선호 시설

 4번 빈집이 위치한 근린은 막다른 골목으로 폐쇄적인 환경이다. 그렇기 때

문에 해당 가로에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특정한 주민만 이 골목을 이용하기 

때문에 빈집이 끼치는 위해성과 빈집에 한 인식도 그 골목 거주민들로 한정

된다. 인근 주민은 1층 유휴공간에 적치된 고물과 파손된 현관문이 근린의 미

관을 저해한다고 말하며, 빈집이 향후에 거리가 먼 복지시설로 되는 것을 선

호하였다. 

번호 물리적 노후도 발생원인 관리주체 특성 빈집에 대한 인식

4

일반 빈집 (2등급)
소유자 사망 후 

상속되지 않음
관리주체의 부재 근린 미관 저해

표 3-22 4번 빈집

번호
소유자 인근 주민

구역
공공지원 동의 빈집에 의한 영향 인식 선호 시설

4 - 근린 미관 저해 복지시설 C

표 3-23 C구역 빈집의 주요 인식 및 인근 주민 선호 시설



- 65 -

▍소결

그림 3-40 C구역 종합

C구역은 상지 중심의 완경사 구역이며, 골목을 중심으로 2~3층의 저층 주

택들이 일렬로 마주보고 조성된 주거 전용 택지이다. 하지만 급경사 구역과의 

단차로 인해 발생한 옹벽과 맹지발생으로 인한 막다른 골목이 다수 조성되어

있고 진입로가 서로 연결되어있지 않아 상 적으로 외부 혹은 다른 구역과의 

접근성이 낮다. 다소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골목들은 다른 골목에 비해 

사적인 행태들이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C구역 내에는 1체의 빈집이 위치하고 있는데, 1980년  초반 지어진 

주택이나 주변은 1970년  지어진 50년 가까이 된 노후주택들이 다수 밀집하

여 있다. 4번 빈집의 정비는 당장 시급하지 않지만 공간적 특성이 폐쇄적이며 

주변에 노후 건축물이 다수 밀집되어있는 환경이 향후 임  수요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연립주택임을 감안해보았을 때, 전체 건물의 소유권

이 복잡하여 일괄적으로 건물을 정비 혹은 재건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 빈집에 한 정비 혹은 재건축 여부를 위해서는 현재 동 건물에 거주하

고 있는 다른 세  거주자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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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구역 – 급경사 주거구역

▍개요

D구역은 상지의 높은 지 인 산의 능

선에 위치한 주거구역으로 심한 경사를 

가지고 있다3). 그렇기 때문에 옹벽과 단차 

조성과 함께 횡단의 계단형 지와 평평

한 가로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도로에 접하여 건축물들이 1열 또

한 2열로 조성되어 있어 정렬된 필지 모

양을 형성하고 있다. 급경사 지역 내에는 

난우중학교가 있으며 서울 둘레길 산책로

가 인접해 있어 녹지로의 접근이 쉽지만 

편의점 및 상업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도로 체계

3) D구역의 가장 낮은 표고는 약 44m이며 가장 높은 표고는 약 90m로 45m이상 차이 난다. 또한 경사
가 완만하다가 급격히 급해져 경사가 심한 곳의 경사도는 약 50도이다. 

그림 3-41 D구역 – 급경사 주거구역

그림 3-42 D구역 도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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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를 따라 난곡로 24길과 26길이 난곡로로부터 경사로를 이룬다. 그로

부터 평탄한 횡단도로가 두 도로를 이으며 정렬의 주택 지를 조성하였다. 횡

단도로는 최  11m부터 최소 2m까지 폭으로 구성되었고, 급경사 부분은 단차

가 급격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렬로 주택들이 형성되었고 1층과 2층이 모

두 지면에 닿는 주택들도 존재한다. 평평한 도로에 접한 주택들의 앞 골목은 

통행 혹은 주차장으로만 이용된다. 

D구역의 서쪽과 동쪽은 경사도가 상이하다. 서쪽(난곡로 26길)이 동쪽보다 

완만하지만 산줄기가 내려와 비교적 긴 막다른 골목들이 다수 형성되었다. 동

쪽(난곡로 24길)은 경사가 매우 급하며 보다 짧은 길이의 막다른 골목들이 있

다.

▍급경사에 조성된 주택들

그림 3-43 급경사 구역 입단면도

D구역의 동쪽(난곡로 24바길)의 입단면도이다. 완만해지다 점점 급해지며 높

아질수록 높은 층수의 다가구·다세  주택이 조성되었다. 해당 도로는 5m이

며 난곡로 24길로부터 파생되었다. 또한 D구역의 빈집 중 2채가 인접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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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경사로와 횡단도로의 교차부분

▍빈집 위치 및 개수

그림 3-45 D구역 건축년도

D구역 전반적으로 1970년  건축된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잔존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노후 건축물의 밀집구역에는 다수의 빈집이 인접하

여 위치하였다. D구역에 존재하는 6채의 빈집 중 5채가 이에 해당한다. 5, 7, 

10, 11, 12번 빈집이 그러하다. 이 중 연립주택인 7번 빈집을 제외하면 전부 

단독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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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빈집

5번 빈집의 경우 80 의 소유자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오랫동안 운영하

던 점포도 문을 닫았으며, 자식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이주를 계획 중이다. 

현재는 주택에 절반 이상일 공실로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으며 자신이 거주하

는 방에만 머물고 있다. 해당 빈집 발생의 1차적 요인은 소유자의 고령화지만, 

소유자가 이주를 결정하고 집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지 1년 이상이 지났지

만, 거래가 되지 않아 소유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거

래가 중단된 것이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빈집으로 방치되게 되는 2차적

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번호 주거구분 용도 건축년도 공실상태 공실기간 층수

5 단독 점포 1974 부분공실 2년 이상 지상1층 / 지하2층

6 단독 주거 1989 부분공실 최소 1년 이상 지상2층 / 지하1층

7 연립 주거 1980 부분공실 9년 이상 지상2층 / 지하1층

10 단독 주거 1970 전체공실 6년 이상 지상1층

11 단독 주거 1970 전체공실 최소1년 이상 지상1층

12 단독 주거 1972 전체공실 5년 이상 지상1층

표 3-24 D구역의 빈집 기본 정보

번호 물리적 노후도 발생원인 관리주체 특성 빈집에 대한 인식

5

양호 빈집 (1등급) 소유자의 고령화
소유자 – 향후 

활용 의사 있음
동네의 장소성 소실

표 3- 25 5번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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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까지 장사했는데, 무릎 수술하고 그만 뒀어. 내가 2층에 살지만 빈집이나 

다름없지. 나밖에 안 사는데. 더더군다나 내내 고민하다가 이 넓은 집도 내놔버렸어.”

- *5번 빈집 주인 할머니 

▍6번 빈집

6번 빈집의 경우 우림시장권과 거리가 가장 멀고,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오

랫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외관은 양호하며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 모두  

면담을 거절하여 세부적인 판단은 불가하였다. 

▍7번 빈집

7번 빈집의 경우 연립주택으로서 총 2세 의 빈 세 가 있다. 지하에 위치

한 B101(이하‘7-1번 빈집’)호와 지상 2층에 위치한 201(이하‘7-2번 빈집)호 

이다. 건물 전체로 보았을 때, 구조적으로 미세한 기울임과, 외벽체의 표면적

인 부식이 진행되어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7-1번 빈집의 경우 2009년 범죄로 인한 소유자 사망으로 동 건물 거주자들

조차도 출입을 꺼려해 출입문이 모두 파손되어 실내로 출입이 가능하며, 내외

부에는 쓰레기들이 적치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미관 저해와 범죄 발생에 

한 우려, 내부 쓰레기로 인한 악취문제가 있다. 

7-2번 집의 경우는 바로 옆에 거주자가 있고 바로 밀접해있어 관리상태가 

번호 물리적 노후도 발생원인 관리주체 특성 빈집에 대한 인식

6

양호 빈집 (1등급) 소유자의 단순 방치
소유자 – 향후 

활용 의사 없음
근린의 미관 저해

표 3-26 6번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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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해 보인다. 과거 소유자의 파산으로 인해 이주하였고, 주택은 곧 압류되어 

최소 5년 이상 방치되었다. 현재는 2018년 3월 경매로 입찰 받은 소유자가 해

당 호를 매매로 내놓았지만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방치된 것으로 

판단한다. 해당 빈집의 경우 공실기간의 부분은 압류 때문이지만, 본 연구의 

빈집 정의 상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였기 때문에 임 되지 않은 약 1년의 기간 

동안의 상태도 빈집이며,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은 것을 2차적 요인으로 판단

하였다. 

▍10번 빈집

10번 빈집은 1970년에 지은 1층 노후단독주택이다. 건축물 자체의 구조적 

안정성은 물론이고 담벼락이 낮아 내부가 완전히 노출되어 관리가 안 된 모습

이 여과 없이 보여 지고 있고, 더 나아가 인근 주민들 혹은 해당 빈집이 접한 

골목을 통과하는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적치되어 악취를 일으켜 빈집에 

번호 물리적 노후도 발생원인 관리주체 특성 빈집에 대한 인식

6

불량 빈집 (2등급) 상속 후 거주하지 않음
소유자 – 향후 

활용 의사 없음
범죄 발생의 위험

표 3-27 7-1번 빈집

번호 물리적 노후도 발생원인 관리주체 특성 빈집에 대한 인식

6

일반 빈집 (2등급) 부동산 거래 중단
소유자 – 향후 

활용 의사 있음
부동산 가격 하락

2층은 거주자들이 많아 출입하여 사진 촬영이 불가하였음

표 3-28 7-2번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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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해당 빈집의 현 소유자는 1986

년 8월 명의이전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추정되며, 인근 주민들과 5년 동안 이 

구역 담당이던 우편배달부에 의하면 현재는 거주하던 노부부가 사망하고 이후 

최소 5년 동안 쭉 공실상태로 방치되었다. 

“제가 5년 동안 이 근방 우편물 배달을 담당하였는데, 줄곧 빈 상태였습니다. 워낙 

외관이 폐가와도 같고 을씨년스러워 잘 알고 있습니다.”

- 해당 빈집이 위치하는 구역 우편배달부

▍11번 빈집

11번 빈집은 담장이 높아 내부 모습을 가리고 있어, 외부에서 빈집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인근으로의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적다. 또한 11번 빈집은 1972년 건축된 주택임에 비하면 구조적 상태가 

번호 물리적 노후도 발생원인 관리주체 특성 빈집에 대한 인식

10

불량 빈집 (3등급) 상속 후 거주하지 않음
소유자 – 향후 

활용 의사 없음
범죄 발생의 위험

표 3-29 10번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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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한 구조를 부분적으로 개보수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기둥에 미세한 기울임과 지붕의 처짐 현상이 관찰되어 2등급 

빈집으로 판별하였다. 현 소유자는 동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표기되어있으

나, 현재 해당 주택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정확한 발생원인과 공실기간

은 확인 불가하였으나, 1차 조사를 시행한 2017년 10월에 빈집으로 확인하였

고, 2차 조사(2018년 9월) 그리고 추가적인 방문(2018년 10월) 이후에도 빈집으

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한 결과 최소 1년 이상 공실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였

다. 

▍12번 빈집

12번 건물은 3등급의 물리적 노후도를 가진 빈집이며, 고령의 독거노인이 

나이가 들어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자 이주하면서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5년 전에 전 소유자가 이주하였으며, 건축물 장을 살펴보았

을 때, 2016년에 명의이전을 하여 현재 소유자는 60 의 여성이며 거주지가 

현 주소지와 다르다. 고령의 노인이 사망 혹은 더 이상 건물에 한 관리 여

건이 되지 않아 60  자녀에게 상속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 

1970년에 지어진 노후주택인 12번 빈집은 현재 계량기가 제거된 상태이며 

번호 물리적 노후도 발생원인 관리주체 특성 빈집에 대한 인식

11

일반 빈집 (2등급) 알 수 없음 관리주체의 부재 근린 미관 저해

표 3-30 11번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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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살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마당도 풀숲이 우거져 관리가 안 된 상

태이다. 하지만 외부에 출입금지 안내서 부착 혹은 적치물 청소 등의 관리의 

흔적이 보이며, 인근 주민의 말에 의하면 자녀가 간간이 방문하여 조치를 취

하고 돌아간다고 한다. 이는 즉, 해당 빈집의 현 소유자는 관리할 여력이 되지

만 고의적으로 주택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이다. 12번 빈집의 발생 요인은 1차

적으로 전 소유자의 고령화로 인해 빈집으로 발생하였고, 2차적으로 장기적으

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빈집으로 방치된 요인은 현 소유자의 고의적 방치로 

판단한다. 

“저 집 할머니가 나이가 들고, 아프니 자식들이 데려갔어. 그 이후로 가끔 누군가

가 와서 앞에 쌓인 낙엽이나 쓰레기들을 치우는데, 집은 그 로야.”

- 12번 건물 인근 주민

번호 물리적 노후도 발생원인 관리주체 특성 빈집에 대한 인식

12

불량 빈집 (3등급) 소유자의 고령화 관리주체의 부재 근린 미관 저해

표 3-31 12번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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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주요 인식 및 인근 주민 선호 시설

D구역은 주거전용택지이며 다수의 횡단가로를 통해 통행하는 구조이기 때

문에 인근 주민들은 빈집과 자주 마주친다. 또한 D구역에는 3등급의 불량 빈

집들이 많아 근린 미관 저해에 한 인식이 많았으며, 과거 범죄로 인해 발생

된 빈집의 경우 범죄의 재발이 해당 빈집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선호시설로는 신축 빌라와 같은 주거용 건물과 주차난을 해결할 

주차장을 선호하였고, 거리가 먼 복지시설 또한 희망하였다.

▍소결

D구역은 난우중학교가 위치한 주거 중심의 급경사 구역이다. 경사가 매우 

심하며 해당 구역 안에는 상업시설이 부족하여 거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D구역 내에는 6채의 빈집이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D구역 내부에  50년 이

상 된 노후주택이 밀집한 블록이 다수 분포하여 있으며, 빈집도 인근에 위치

한 모습을 보인다. 현재 5, 10, 11, 12번 빈집이 주변에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해당 빈집들도 모두 1970년  지어진 노후주택이다. 또한 빈집으로의 

발생원인 역시 소유자의 고령화나 사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이후 

장기적인 빈집으로 방치가 된 이유는 해당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5, 10, 11, 12번 빈집 주변에 밀집되어 위치하는 다

른 노후주택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부분 고령의 노인들이어서 해당 

빈집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번호
소유자 인근 주민

비고 구역
공공지원 동의 빈집에 의한 영향 선호 시설

5 O 동네 장소성 소실 복지시설 D
6 - - - 면담거부 D
7 - 범죄발생의 증가

근린 미관 저해
주거. 주차장

B101호 D

7‘ - 201호 D

10 - 근린 미관 저해 주거, 주차장 D
11 - 근린 미관 저해 주거, 주차장 D
12 - 근린 미관 저해 주거, 주차장 D

표 3-32 빈집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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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노후불량상태조사 빈집 위해성조사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5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1

6 양호 양호 양호 미흡 양호 불량 양호 불량 1

7 미흡 양호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2

10 불량 미흡 미흡 불량 불량 불량 양호 불량 3

11 양호 양호 미흡 미흡 양호 양호 양호 양호 2

12 미흡 미흡 미흡 불량 불량 불량 양호 불량 3

표 3-33 D구역 빈집의 물리적 노후도

번호
소유자 

면담

유휴 

기간

인근

주민 

면담

수신 불가 사유 연령
발생원인

의사

결정

유형1차적 요인 2차적 요인

5 O 2년 O - 80대 소유자의 고령화 부동산 거래가 안 됨 1

6 X 1년 X 면담 거부 60대 알 수 없음 소유주에 인한 단순 방치 2

7-1 X 9년 O 다른 지역 거주 50대 범죄 발생 상속 후 거주하지 않음 2

7-2 X 5년 O 다른 지역 거주 60대 압류로 인한 방치 부동산 거래가 안 됨 1

10 X 5년 O 소유자 사망 (70대) 소유자 사망 상속되지 않음 3

11 X 10년 X 확인 불가 80대 소유자의 고령화 - 3

12 X 5년 O 다른 지역 거주 60대 소유자의 고령화 상속 후 거주하지 않음 2

표 3-34 D구역 빈집의 소유자 특성

그림 3-46 D구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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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1. 물리적 노후도 

그림 3-47 등급별 위치

번호
주거구

분
용도

건축년

도
공실기간

노후불량상태조사 빈집 위해성조사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1 단독 점포 1976 3년 양호 양호 양호 불량 양호 양호 양호 양호 1
2 단독 점포 1983 1년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미흡 1
3 단독 점포 1987 2년 미흡 양호 불량 미흡 양호 양호 양호 양호 1

4 연립 주거 1976 2년 양호 양호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2
5 단독 점포 1974 2년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1
6 단독 주거 1989 1년 이상 양호 양호 양호 미흡 양호 불량 양호 불량 1

7 연립 주거 1980 9년/5년 미흡 양호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2
8 단독 점포 1971 6년 이상 불량 불량 불량 미흡 불량 불량 양호 불량 3
9 단독 점포 1976 10년 이상 불량 미흡 양호 불량 불량 불량 양호 불량 3

10 단독 주거 1970 5년 이상 불량 미흡 미흡 불량 불량 불량 양호 불량 3
11 단독 주거 1970 1년 이상 양호 양호 미흡 미흡 양호 양호 양호 양호 2
12 단독 주거 1972 5년 미흡 미흡 미흡 불량 불량 불량 양호 불량 3

표 3-35 등급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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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빈집 

1등급 빈집은 총 6채로 그 중 4채의 용도가 점포와 주거에 해당하며 모두 2

층 이상의 단독주택들로 이루어져있다. 

1등급에 해당되는 주택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주거 외의 용도와 혼용하는 2층 이상의 단독주택

상태가 양호한 1등급의 빈집은 건축물의 일부분을 주거용도 이외의 점포나 

창고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는 단독주택이다. 관리자 혹은 소유자가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건물 내의 공실 부분은 양호한 물리적 상태를 유지

하고 있다. 또한 점포와 혼용하는 단독주택 특성상 관리자 혹은 소유자가 같

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다른 점포에 입점한 상업시설로 인해 부분 공실인 상태

로 이루어져있다.

2) 비교적으로 짧은 공실 기간

1등급 빈집의 두 번째 특징은 상 적으로 빈집 혹은 빈 점포로 방치 된 기

간이 짧은 것이다. 해당 빈집들의 공실 기간은 1~3년으로 추정되며, 이는 점포 

운영 특성상 상업시설의 입주와 퇴거가 반복되며 공실기간이 짧은 것으로 판

단한다. 점포 건물의 1년 이상 공실 상태는 건물 소유자에게 큰 경제적 타격

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번호 주거구분 용도 건축년도 공실상태 공실기간 층수 등급

1 단독 점포 1976 부분공실 3년 지상2층 / 지하1층 1

2 단독 점포 1983 부분공실 1년 지상2층 / 지하1층 1

3 단독 점포 1987 부분공실 2년 지상2층 / 지하1층 1

5 단독 점포 1974 전체공실 2년 지상1층 / 지하2층 1

6 단독 주거 1989 부분공실 1년 이상 지상2층 / 지하1층 1

표 3-36 1등급 빈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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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빈집 

2등급 빈집은 총 세 채로, 4, 7, 11번 빈집이 있다. 2등급 빈집은 불량 빈집

으로, 해당 빈집 등급부터 빈집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등급에 해당되는 주택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관리 부실 건물

관리주체가 부재하며, 인근 주민으로 인한 간접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

는 공간일 경우, 관리가 부실하여 본래 건물 나이보다 부식이 빨라 상태가 불

량한 경우가 있다.

2) 주기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한 건물

노후주택이지만 주기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하여, 본래 건물 나이보다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한 건물이 이에 해당하였다. 

▍3등급 빈집

 3등급 빈집은 물리적 상태가 불량하고 위해성도 심각하여, 개보수가 요망

되는 주택이다. 3등급 빈집은 총 4개이며 모두 1970년 에 지어진 단독주택이

며 공실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다. 노후주택이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물리적 노후불량정도가 더 악화된 경우이다. 

번호 주거구분 용도 건축년도 공실상태 공실기간 층수 등급

4 연립 주거 1976 부분공실 2년 지상2층 / 지하1층 2

7 연립 주거 1980 부분공실 9년 이상 지상2층 / 지하1층 2

11 단독 주거 1972 전체공실 미상 지상1층 2

표 3-37 2등급 빈집 목록

번호 주거구분 용도 건축년도 공실상태 공실기간 층수 등급

8 단독 점포 1971 전체공실 6년 이상 지상1층 3

9 단독 점포 1976 전체공실 10년 이상 지상1층/지하1층 3

10 단독 주거 1970 전체공실 5년 이상 지상1층 3

12 단독 주거 1970 전체공실 5년 이상 지상1층 3

표 3-38 3등급 빈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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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빈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주변 노후주택의 밀집

3등급의 빈집들은 모두 노후주택들과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비교적 긴 공실 기간

또한 노후주택이 5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면서 물리적 노후가 더욱 심화되어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2. 빈집의 위해성 및 선호시설

빈집의 위해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주민 인식에 관해 인터뷰와 함께 알아

보았다. 빈집의 위해성에 해서는 관리되지 않는 외관으로 근린의 미관이 저

해된다는 의견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한 걱정이 다수 있었다, 가로 상권 중

심인 A구역의 빈집들에 해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한 걱정을 공통적으

로 말했으며, 이외의 주거 전용 지역에서는 근린 미관 저해가 부분을 차지

하였다.

선호시설로는 가로 상권이 위치한 주요 가로인 난곡로26길과 24길에 위치한 

빈집 인근 주민들은 상가를 희망하며 신축 건물로 인한 상권 활력의 상승에 

한 기 를 말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주거지 내부에 위치한 빈집들은 높은 

경사도로 인해 편의시설로의 낮은 접근성에 한 불편함을 토로하며 경로당, 

상업시설 등과 같이 근린에 부족한 복지시설을 희망하였다. 또한 주차난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주차장 설치와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한 주거용 건물 신축

을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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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주체 특성 및 발생원인

빈집의 관리주체 특성 및 발생 원인에 있어 3가지 유형에 따라 특성이 도출

되었다. 

▍향후 활용 의사가 있는 경우 

빈집으로 발생 후, 소유자의 소재가 확인이 략적으로 가능하며 활용 의사

를 확인한 빈집이다. 빈집으로 발생하였지만, 해당 건물을 임 를 주거나 매매

되어 주택을 처리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향후 활용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지 내 주택이 장기적으로 빈집으로 방치되게 된 

것은 임  혹은 매매에 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활용 의사가 없는 경우 

빈집의 소유자 소재를 파악하고, 현재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해 관

찰한 후, 빈집의 소유자가 해당 빈집을 주택의 기능 외로 사용하거나 혹은 아

번호
소유자 인근 주민

비고 구역
공공지원 동의 빈집에 의한 영향 선호 시설

1 - 부동산 가격 하락 상가 A
2 X 근린 미관 저해 상가 A
3 - 부동산 가격 하락 상가 A
4 - 근린 미관 저해 복지시설 C
5 O 동네 장소성 소실 복지시설 D
6 - - - 면담거부 D
7 - 범죄발생의 증가

근린 미관 저해
재건축 희망 

B101호 D

7‘ - 201호 D

8 - 근린 미관 저해 상가 A
9 - 부동산 가격 하락 상가 A
10 - 근린 미관 저해 주거, 주차장 D
11 - 근린 미관 저해 주거, 주차장 D
12 - 근린 미관 저해 주거, 주차장 D

표 3-39 빈집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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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용도로도 사용하기 않는 것을 알아냈을 때, 해당 빈집의 소유자는 빈집에 

한 향후 활용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두 가지 요인으로 나뉘는

데, 첫 번째는 소유자에 의한 단순 방치이며, 두 번째로는 전 소유자의 사망 

후, 상속받은 현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이다.

▍관리주체가 부재한 경우

관리주체가 부재한 경우는 첫 번째로 소유자가 사망 후, 누군가에게도 소유

권이 이전되지 않고 그 로 남아있거나, 두 번째로 소유자 소재가 오랜 기간 

동안 파악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상태일 때 관리주체가 부재했다고 판단하

였다.

번호
소유자 

면담

유휴 

기간

인근

주민 

면담

수신 불가 사유 연령
발생원인

비고

의사

결정

유형1차적 요인 2차적 요인

1 X 3 년 O 면담 거부 80대 입점한 점포의 퇴거 소유주에 의한 부동산 거래 중단 2

2 O 1 년 O - 40대 입점한 점포의 퇴거 소유주에 인한 단순 방치 2

3 X 2 년 O 면담 거부 70대 입점한 점포의 퇴거 소유주에 인한 단순 방치 2

4 X 2 년 O 소유자 사망 (70대) 소유자 사망 상속되지 않음 3

5 O 2 년 O - 80대 소유자의 고령화 부동산 거래가 안 됨 1

6 X - X 면담 거부 60대 알 수 없음 소유주에 인한 단순 방치 2

7-1 X 9 년 O 다른 지역 거주 - 범죄 발생 상속 후 거주하지 않음 B101 2

7-2 X 5 년 O 다른 지역 거주 60대 압류로 인한 방치 부동산 거래가 안 됨 201 1

8 X 6 년 O 연락 두절 80대 - 소유주에 의한 부동산 거래 중단 3

9 X 11 년 X 확인 불가 80대 알 수 없음 - 3

10 X 5 년 O 소유자 사망 (70대) 소유자 사망 상속되지 않음 3

11 X 10년 X 확인 불가 80대 소유자의 고령화 - 3

12 X 5 년 O 다른 지역 거주 60대 소유가의 고령화 상속 후 거주하지 않음 2

*의사결정 유형 :1. 향후 활용 의사가 있음

2. 향후 활용 의사가 없음

3. 관리주체가 부재함

표 3-40 관리주체 특성 및 발생원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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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역별 특성 비교 및 활용 방향에 한 논의

상지는 전체적으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며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도시쇠퇴지역이며 현재 도시재생 사업지로 설정된 지역이다. 

이러한 상지 내에 각 다른 특성의 구역에 빈집 12채가 분산되어 위치하고 

있다. 앞서 구역별 빈집 분석을 통해 빈집이 위치한 구역의 세부적인 근린 환

경과 개별적인 빈집의 물리적 노후도, 위해성 및 인식, 관리주체의 특성 및 발

생원인에 한 특성을 도출하여 전반적으로 어떤 실태인지 알아보았다. 빈집

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근린의 도시·공간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특성과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빈집의 소유주의 행태나 관리주체의 유무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관심과 같은 사람들의 심리와 행태에 의해서도 문제의 양상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한 논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4)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실행 시 상지 내에서 발생하는 빈집 문제에 해 효

과적으로 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추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역별 물리적 환경과 빈집 발생 특성, 개별적인 소유자나 관리주체, 

주민들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심리 및 행태를 세심히 파악하여 해당 빈집 주

변 근린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시급하게 정비해야하는 요소나 필요한 기능

이 무엇인지를 고심해야한다. 그 이후에 어떤 방안이 가장 적합하고 어떻게 

지원해야하는지에 한 계획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A구역의 경우 상지 내 가장 통행이 잦은 중심 상권이다. 빈집 5채는 주요 

상권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였으며, 전부 

점포로 사용되던 건물이며 입주한 점포가 퇴거하며 1차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주로 상권에 침체에 따른 점포의 유출과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빈집이 장

기적으로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구역에서는 빈집들을 소유주의 창

고로 이용하거나,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 단적인 방치 행태를 보인다. 가장 통

4) 이다예, 2018, 인천 구도심의 공·폐가 발생 촉발 요인과 도시 계획적 응 방안, 서울 학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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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량이 많고 번화가인 만큼 빈집의 위해성의 효과도 증폭되기 때문에 안전이

나 위생, 경관의 문제를 보이는 빈집들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는 조치가 가

장 필요하다. 그 이후에 관리주체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사소

통하여 재활용을 유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C구역의 경우 일직선의 막다른 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택지들 위주의 

폐쇄적인 근린 환경을 보인다. 일부 노후주택이 밀집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

인 환경은 양호한 상태이다. 하지만 주요도로로부터 접근이 어려우며, 옹벽과 

단차로 인해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접근성 향상

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후 해당구역에 위치한 빈집

에 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D구역은 산자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경사가 매우 심하고 접근

성이 떨어지는 환경을 갖고 있다. 때문에 각각의 경사로와 연결하는 평탄한 

도로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일렬의 정렬된 주택지를 형성하고 있다. 해당 구

역 내에는 빈집 6채가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하는데, 이는 소유주의 개인적 요

인이나 부동산 수요의 감소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또한 1970년 와 

1980년에 지어진 건물들로 이루어진 D구역 내 빈집들은 가장 노후한 상태이

며 소유자의 문제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가 많아 소유자의 소재와 의견을 확인

하여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야한다. 해당 구역의 경우 노후주택이 밀집하여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빈집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

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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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구역 C구역 D구역

지역 

여건

물리적 

환경

- 가로를 중심으로 한 상권 

조성

- 상가와 주택의 혼재

- 일부 노후 주택의 밀집

- 막다른 골목 다수 형성

- 경사로와 평탄한 도로의 

혼재

- 일렬로 정렬된 대지 형성

문제점

- 보차분리가 안 된 

도로환경

- 통행량의 집중

- 주요도로로부터 어려운 

접근

- 옹벽과 단차로 인한 연결 

차단

- 극심한 경사

- 주요 시설로부터 어려운 

접근

주요 

시설

- 우림시장

- 종교 시설의 집중

- 난곡 보건분소

- 주거전용지역
- 난우중학교

- 관악산 산책로 입구

빈집 

발생 

특성

발생량 - 5채 - 1채 - 6채

위치
- 주요 도로에 인접하여 

위치

- 막다른 골목 중심 주거지 

내 
- 분산되어 분포

종합 의견
- 우선적으로 안전성 및 

경관 정비 필요

- 주거환경 정비 후 빈집에 

대한 조치 필요

- 잠재적인 빈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경사지에 부족한 기능을 

대입한 빈집의 역할 고민 

표 3-41 구역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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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빈집 종합 리스트 작성

상지 내 빈집의 종합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구역-번호

노후불량 정도 소유자 특성 인근 주민의 인식

물리적 

노후도
위해성 등급

소유자 

소재

관리주체의

유무

향후 조치 

의견
빈집에 대한 인식 선호 시설

A-1
12

보통

5

양호

1

양호
확인 유 임대 의사 부동산 가격 하락 상가

A-2
10

양호

7

양호

1

양호
확인 유 임대 의사 근린 미관 저해 상가

A-3
15

보통

5

양호

1

양호
확인 유 임대 의사 부동산 가격 하락 상가

A-8
20

불량

13

불량

3

불량

확인

불가
무 확인 불가 근린 미관 저해 상가

A-9
19

불량

13

불량

3

불량

확인 

불가
무 확인 불가 부동산 가격 하락 상가

C-4
16

불량

9

보통

2

보통

사망으로 

추정
무 없음 근린 미관 저해 복지시설

D-5
10

양호

5

양호

1

양호
확인 유 매매 의사 동네 장소성 소실 복지시설

D-6
11

보통

9

보통

1

양호
확인 유 없음 - -

D-7-1
14

보통

9

보통

2

보통
확인

무 없음
근린 미관 저해

범죄 발생의 증가
주거, 주차장

D-7-2 유 임대 의사

D-10
19

불량

13

불량

3

불량

사망으로 

추정
무 없음 근린 미관 저해 주거, 주차장

D-11
15

보통

5

양호

2

보통

확인 

불가
무 확인 불가 근린 미관 저해 주거, 주차장

D-12
19

불량

13

불량

3

불량
확인 유 없음 근린 미관 저해 주거, 주차장

표 3-42 빈집 종합 리스트



- 87 -

제4장 빈집 활용방안 제안

1절 국내 빈집 관련 제도 및 사업 현황

본 장에서 상지 내 위치하는 빈집에 한 맞춤형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이

전에 국내 빈집에 관련한 제도와 정책 그리고 사업들을 살피고, 빈집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과 연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촌지역에서 빈집 문제가 두되며 제일 처음 문제를 인식하고 제정한 법

은 1994년 ⌜농어촌정비법⌟이다. 이 법안은 도시보다는 농촌의 빈집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지구를 설정하고 개선사업계획을 실행하는 내용을 갖

고 있다. 반면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정비

구역 안의 빈집이 밀집될 경우 우범지 로 변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시업시행자가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16년 ⌜건축법⌟을 일

부 개정하며 빈집을 공익상으로 유해하다 판단하고 정해진 적법절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을 확립하였다.5) 

그리고 최근 2018년 6월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이하 ‘빈집 특

례법’)이 시행되었다. 앞서 설명한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법⌟은 일부 지

역에 국한되고 빈집을 철거 상으로만 보며 그 자리에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반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활용과 정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에 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에 의의를 가진다. 빈집 특례법은 도시 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임 주택 

5) 건축법 제81조의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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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의 특례 규정을 제안하여 해당 사업에 관련한 공공의 지원 규정을 신

설하였다. 법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빈집정비사업, 소규

모주택정비사업,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다. 빈집정비사업은 크게 빈집의 

소유자 혹은 지자체에 해당하는 시장, 군수 등이 시행하거나, LH와 같은 공기

업 및 사회적 기업과 공동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행 내용은 빈집 정비 계

획 및 실태 조사 시스템을 수립하고 구축하며, 향후 정비 및 활용하도록 지원

하는 것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총 3 가지의 사업 종류가 있다. 먼저 단

독 주택 및 다세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구역에서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신하는 가로주택정비사

업, 그리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안에서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다. 그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가장 소규모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며 민간 기업이 유입되어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빈집을 비롯한 소규모 주택정비가 단

독, 다세 ·다가구 주택 소유자 2인 이상이 추진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으로 간소하게 실행이 가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던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옮겨 규정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 하였다는 점이다.6) 또한 이 법안은 서민들의 다수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지 내에 빈집 활용과 임 주택 확충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

용할 수 있다.7)

이러한 법적 근거를 수립한 것 외에도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빈집에 

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 2011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정비사업

구역 빈집관리 조례를 시작으로 2017년 기준 전국 지자체 중 27.3%가 빈집조

례를 시행하고 있다(이희봉, 2018).8) 지자체의 빈집 관련 조례의 빈집 관리에 

관한 표준화된 세부 내용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와 폐쇄조치, 철거 권

6) 이희봉, 2018, 한국·일본·영국의 빈집정책 비교연구 p65

7) 권혁삼, 2017, 빈집 활용과 임 주택 확충, 법안제정 동향, 도시와 빈곤, 110-0, p6.

8)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이희봉, 2018. 한국·일본·영국의 빈집정책 비교연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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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및 고지로 빈집을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주요 관점이

다.9) 

그림 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사업 개념도
자료: LH, 2017.03, 가로주택정비사업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로드맨(안) 재구성 

2.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시재생 사업 확 라는 정책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쇠퇴 현상에 응하여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왔다. 이는 중앙에서 주도하여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라, 지역 중심이며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도록 정부의 지원을 전폭

적으로 확 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도시재생 뉴딜사

업의 유형은 5가지로 구분된다. 역세권이나 항만 등에서 시행하는 경제기반형, 

상권의 회복을 통해 활력을 증진하는 중심시가지형, 골목상권이나 주거지 혼

재지역에서 시행하는 일반근린형, 그리고 주거지재생에 해당하는 주거지지원

형 그리고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있다.10).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네 

9) 이희봉, 2018, 한국·일본·영국의 빈집정책 비교연구 p76 

10)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방향, 2017,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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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가진

다.11) 그 중 주거재생형 사업은 특히나 노후주택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서 주

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임 주택의 공급을 확 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함과 

더불어 상권회복을 통한 동네 살리기, 유휴시설의 개선 등의 지역 특성에 맞

는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큰 목표로 세웠다. 이 중 빈집의 재활용과 

관련되어 연계되는 내용은 주거재생형 도시재생에 해당하는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사업이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

설은 갖추고 있으나 주거지의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해 소규모주

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에 의

의가 있으며, 주거지지원형 사업은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 인프

라 공급 등의 조치와 함께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12)

구분
주거재생

일반근린 중심시가지 경제기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추진근거 국가균형발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  상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혼재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특  성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상업 산업
기  간 3년 4년 4년 5년 6년
면  적 5만㎡ 5만～10만㎡ 10만～15만㎡ 20만㎡ 50만㎡

내  용

노후주거지정비,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공급(도로정비 

可)

노후주거지 정비, 

골목길 정비, 

주차장, 

생활편의시설(신

규도로, 확폭 可)

이전․유휴공공

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거점 

조성

공공기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기반시설 

정비 및 

복합 

앵커시설 

구축

표 4-1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특징

자료: 국토교통부(2018),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빈집에 한 문제를 도시재생의 범주 안에 함께 고려

11) 우리동네살리기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추진 근거를 가진다.

12) 국토교통부, 2018.05,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워크숍, p.5



- 91 -

한다는 근거는 사업별 지침에 지원여부에 나타나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은 총 7가지의 부분이 있는데, 빈집 관련 사항은 공적임

주택공급과 주택 정비 부문이다. 공적임 주택공급 부문에서는 사업주체가 지

자체와 공기업으로 나뉘는데, 먼저 지자체가 진행할 수 있는 빈집 관련 사업

은 토지를 마련하고 임 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건설임  사업과 임 주택을 

매입하여 재임 를 하는 매입임  사업이 있다. 건설임  사업을 할 경우 공

공임  건설용 부지확보 비용을 지원받으며13), 매입임  사업을 할 경우 국토

교통부로부터 매입비는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출융자금을 활용

할 수 있다. 공기업이 참여할, 여기서 공기업이 해당 임 주택에 생활편의시설

을 설치할 경우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주택 정비 부문에 한 내용이다. 주택정비 지원 사업은 소규모주

택정비와 집수리, 빈집 정비로 세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민간이 주체로 

시행할 경우 총 사업비, 즉 건설비 절반까지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용도의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받는다. 집수리는 

해당 지자체에게 집주인에 한 현물보조 비용으로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빈집 정비는 철거사업만 해당하는데, 철거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이외에도, 모든 

빈집 활용의 기반에는 앞서 설명된 ‘빈집 특례법’이 존재한다. 뉴딜사업 시

행 시, 부족한 기반시설 공급과 노후한 주거환경 정비라는 목표 하에 ‘빈집 

특례법’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하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 공공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

주택정비사업에 한 사업 추진 및 시행에 있어 경제적인 지원 혹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발굴 수에 따라 뉴딜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

여, 해당 사업에 뉴딜 사업비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다. 

13) 단, 지자체 별도 재원으로 건설비를 전액 충당하거나 공기업 등 제3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만 부지매
입비 집행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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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자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한하여 국토교통부는 빈집 정비 

구 분 시행주체 지원항목 지원
여부부문 항목

 계획수립 ① 계획수립
지자체 사업선정 이후 의견수렴비 지원

지자체 사업선정 이후 용역수행비 지원


생활편의
시설설치

① 기반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임대료 지원

매입비 지원

공기업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민간 토지비 및 건설비 일부 지원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미지원

② 공동이용시설 지자체

토지비 및 건설비 지원

건축 후 매입비 지원

임대료 지원

 공적임대주택
공급

① 건설임대
지자체

토지비 지원

건설비 미지원

공기업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② 매입임대
지자체 매입비 미지원

공기업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

③ 임차형 지방공기업 임대료 지원

 주택정비

① 
소규모주택정비

민간
건설비 미지원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 지원

② 집수리
지자체 지붕개량비용 일부 지원

지자체 주택외부에 대한 집수리 일부 지원

③ 빈집정비 지자체 철거비용 일부 지원

 상가정비 상가 리모델링 민간
상생협약체결자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주민주도사업

① 역량강화사업 지자체 교육비, 주민홍보비 지원

② 주민공모사업  자생적 조직 사업비용 지원

③ 거버넌스 운영 지자체 각종 협의체 운영비용 지원

 마을유지관리 마을관리  도시재생 경제조직 초기사업비 지원

자료 : 국토교통부,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 라인

표 4-2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주거지지원형 주요 사업별 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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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빈집 특례법에 해당하는 빈집정비 및 소규

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할 경우 추가적인 금융지원과 가산점 제공 등과 같은 

지원이 가능하다. 때문에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공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그

리고 주민 협의체, 도시재생센터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며, 다른 

제도 및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다양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3.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서울시는 자체적인 도시재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2015년 본격적

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해당 사업은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이며 공간의 

지역불균형 심화와 같은 기존 도시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동체강화를 총한 

자생적 정비를 유도하고 사회적 경제를 고려한 지역산업의 보호, 기존 건축물 

및 기분시설의 재활용 등의 정비방식을 다양화하고, 아울러 주체의 전환, 상

과 분야의 다양화 등 복합적 인식전환을 통한 문제 응에 나섰다14). 

이를 위해 서울을 다섯 개의 권역(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을 도

출하고 유형별 전약에 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였다. 사업의 유형에는 도시

경제기반형, 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일반형이 있다. 빈집과 관련된 

유형은 근린재생형인데, 중심시가지형은 과거 산업·상업·역사·문화 기능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현재는 쇠퇴하여 재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상으로 

하며, 일반형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였으

나 문화·복지여건.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상으로 한

다15). 

그 중 본 연구와 연관 지어 주목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은 근린재생-일반형이

14) 서울시, 2015,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p.39

15) 서울시, 2015,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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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총 30곳이며, 1단계 13곳과 2

단계 17곳이 이에 해당하며 근린재생-일반형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 본 연구의 

상지인 관악구 난곡동이 있다. 근린재생-일반형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역경

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에서 세부사

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 중 생활환경 개선에 관련된 사업이 빈집 활용에 유용

한 부문이다. 이를 주거환경 재생사업이라 칭하며, ‘기반시설 재생사업’과 

‘주거지 정비사업’등으로 나뉘게 된다. 특히 주거지 정비사업은 소단위의 

정비사업, 집수리 사업, 그리고 빈집의 창조적 재활용 사업 등을 도모하며 공

공의 주도 신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공감과 참여가 전제된다. 

그림 4-2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선정지 
출처 : 서울시, 연합뉴스

종합해보자면,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시행하는 

계획이며, 그 중 노후주거지역에 한 지원이 많아 주거지 재생이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더불어,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근린 단위의 빈집을 활용

이 언급된 사업 유형은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이며, 세부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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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주거환경 재생사업에 노후불량 주택은 수리 및 정비하거나 소단위의 공동

개발 등의 빈집 재활용 관련 개발 및 정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신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빈집에 해 자세한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 

주도의 활용계획수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4. 연계 사업: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에만 국한되어 빈집 활용에 한 고민을 하기 보다는, 중앙정

부 혹은 주요 지자체가 ‘주거문제’에 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또한 

중요한 논점이다. 

최근 국내의 주거문제가 인구감소 시 로 진입에 따라 기존 주택의 재고 문

제, 방치된 빈집의 증가, 저층 주거지 종합관리의 필요성 등이 두되면서, 주

거정책의 방향이 ‘주택공급의 확 ’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에 따라 2012년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를 

제정하였으며, 2015년 6월에는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기본법인 ⌜주거기본

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주거복지에 한 국가의 정책적 관점과 주거복지 전

달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실정법상 나타낸 것에 의미가 있다. 

사회주택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수단 중 하나이다. 사회주택의 법적 정의

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

는 임 주택 등16)’이다. 과거 주택난에서 벗어나고자 하여 시행한 공공임

주택의 문제점 및 한계점에 응하기 위해 주거문제에 취약한 청년 혹은 서민

들을 위해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제일 

먼저 사회주택의 공급 사업을 시행하였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공포·시행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근

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사회

주택 지원정책 사업으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토지임 부 사회주택’, 

16)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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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 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2015년 시행되었으며, 서민의 주거난 해소와 

빈집이라는 주거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이며 방 3개 

이상의 다세 ·다가구, 단독 주책인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주택으로 제공

하는 사업이다. 공급주체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로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및 공익 법인을 포함하여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도 

해당된다. 해당 사업에 의해 공급된 사회주택들은 부분 1인 가구가 입주하

여 셰어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빈집 증가로 인

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거 문제 해결을 동시에 궁극적인 목표

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지원 공고가 

시작된 후 첫 해에 72세 , 2016년 150세 , 2017년 19세 를 끝으로 공고 및 

공급이 없어 사업이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임 부 사회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에서 매입한 후, 공급 주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주체인 민간 기업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종료될 시 

사업자는 토지를 공공에게 반환하여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거나 철거 혹은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서울 내에 공급

된 토지임 부 사회주택은 총 271세 이며, 전반적으로 공급 증가율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가능하며 공공의 지원 폭도 넓으리라 판

단된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민간인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공인 서울시가 공

동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연면적 330㎡ 이상의 고시원, 숙박시설, 업무

시설 등의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 및 임차 후, 리모델링하여 사회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주자의 10~20%는 청년 주거 빈곤층에게 우선적으로 공

급되고 나머지는 1인 가구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도시근로자에게 

공급한다. 또한 해당 사업은 서울시 혹은 자치구가 시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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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

회주택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 사업도 역시 노후하여 활용도가 낮은 건

물을 활용하는 점에 있어 빈집 활용의 가능성이 있다. 

각 사업들은 서울시 측에서 공고가 나오면 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

에 지속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점과 빈집을 활용할 시 도시재생 사업 주체 혹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빈집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과정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합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72 150 19 0 24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29 84 79 191 383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0 41 200 119 360

표 4-3 연도별 사회주택 공급현황 (전국, 2018년 10월 기준 / 단위:세 대)

5. 소결

현재까지 중앙정부는 빈집 특례법을 시작으로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지자체 별로 빈집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빈

집 정비 및 재활용의 가능성을 더욱 더 확 해나갔다. 상지의 경우 국토교

통부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주거지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있어,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빈집 관련 사

업과 연계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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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대상지와 빈집 관련 정책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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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도시재생지역의 빈집 활용방안 제안

앞서 난곡동과 연계될 수 있는 빈집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을 알아보았다. 우

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이 수립

되고 노후주택이나 빈집에 한 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

련된다. 이때 빈집 특례법(2018.02) 재정 이전의 빈집에 한 태도는 빈집을 

철거하여 발생한 공터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하지만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빈집이 주거지재생의 주요한 지역 

자산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빈집 활용방안에 있어서 근린 특성을 필히 

함께 고려해야하는 것을 알아보았다. 

난곡동은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약 90%에 달하는 물리적 노후지역임과 

동시에 젊은 층의 인구,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출하고 있는 도시쇠퇴지역이

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주거지지원형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중 근린재생-일반형에 선정되어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과 빈집의 재활용을 

연계하여 전반적인 지역의 주거환경과 지역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도시재생 사

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빈집을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해야한다. 노후하고 관리주체가 부재하는 빈집을 단순 철거하기 보다는 지역

의 니즈와 부족한 시설의 보충, 기존 지역자산의 활용이 절충되는 전략을 모

색해야한다. 

앞서 난곡동이라는 지역과 지역 내 도시 공간적 특성에 기반을 둔 구역별 

근린특성, 그리고 개별 빈집에 해서 알아본 후, 난곡동과 연계되는 빈집에 

관련된 제도 및 사업들을 모색해본 결과 도시재생지역의 빈집 활용방안에 있

어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실제 난

곡동의 빈집에 입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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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집의 확산 및 고착화 방지 : 선제적 응

상지 내 우선적인 정비 유도 방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빈집 

중 안전, 위생, 통행, 경관 문제가 불량하여 정비가 시급한 경우와, 두 번째로

는 위치 특성상 외부로의 위해성이 큰 빈집들의 소유자를 상으로 공공이 우

선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상지 내에는 통행량이 많고, 주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우림시장 중심의 

가로 상권에 빈집이 다수 위치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자주 

접하는 빈집들은 우선적으로 정비할 상이 된다. 이에는 A구역에 위치한 

1,2,3번  빈집들(통행량이 많은 곳에 위치함)과 D구역에 위치한 10번 빈집(위

해성이 큼)이 있다.

▍우선적인 정비 유도

 이 중에서도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하고 소유자가 해당 빈집을 활용하

고자 하나 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못하게 되어 방치된 1, 2, 3번의 빈집 같은 

경우는 우선적인 정비 유도를 함으로써 근린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

하여 전체적인 상권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면서, 더불어 도시재생사업 주체 

측에서 향후 임  수요에 해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중개해주

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빈집이 빠른 시일 내에 임 되어 점포로 활용될 수 있

도록 유도한다. 

▍직권 철거

두 번째로 근린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물리적인 노후불량 문제가 심각하

여 정비가 시급한 빈집은 10번 빈집이다. 10번 빈집은 현재 주변의 2~3층 높

이의 다가구 주택들과 물리적 상태의 편차가 심하고, 쓰레기 적치와 방치로 

인해 위생, 경관 문제에 있어 상당히 불량한 상태이다. 이런 빈집의 경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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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망한지 오래되어 관리주체가 부재하고, 주변이 모두 주거지인 것을 감

안하면, 공공이 주도하여 직권철거를 감행한 이후, 부지를 다듬어야한다. 이러

한 경우에 소유자 혹은 피상속인에게 철거 통보를 해야 하는데, 현재 10번 빈

집은 소유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직권철거에 해 통보를 하

고 철거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17)   

구역-번호

노후불량 

정도
소유자 특성

▶

활용 방안

등급 소유자 소재
관리주체

의 유무

향후 조치 

의견 조치 내용 조치 대상

A-1
1

양호
확인 유 임대 의사

미관 저해 요소 정비 2층 출입구 및 내부 

빈집 중개 -

A-2
1

양호
확인 유 임대 의사

미관 저해 요소 정비 내부 적치된 물품

빈집 중개 -

A-3
1

양호
확인 유 임대 의사

미관 저해 요소 정비 파손된 창문 및 문

빈집 중개 -

C-4 2
사망으로 

추정
무 - 미관 저해 요소 정비 1층 적치물, 파손된 현관

D-6 1 확인 유 - 미관 저해 요소 정비 적치물

D-10
3

불량

사망으로 

추정
무 - 직권 철거 조치 주택 전체 

표 4-4 우선적 정비 유도 빈집

2. 빈집 재활용 

공공이 주도하여 빈집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 근린에 필요

한 시설을 파악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능을 부여하였다. 

1.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상지 내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은 총 3개가 있다. 소규모의 주민 거점 

공간과 큰 규모의 주민 거점 공간,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이에 해당한다. 소

규모 주민 거점 공간은 난곡로 24길에, 큰 규모의 주민 거점 공간은 난곡로에 

17) 법제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8.02, 제 2절, 제 9~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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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닿아 있으며, 도시재생센터는 난곡로 26길의 북쪽인 난곡로 28길 안쪽에 있

다. 이 3개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은 2017년 서울시가 주도하는 2단계 도

시재생활성화사업지로 선정 당시 동시에 조성되었으나, 현재 국토부가 주도하

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확장됨에 따라 추가적인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 주민거점의 용도 이외에 복합적인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로 도시재

생사업에 관련한 정보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공간에 해 고민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난곡동에서는 현재 자유롭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점공간은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상

태이다.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로 적합한 빈집은 9번 빈집이다. 9번 빈집은 난곡동

의 주요도로에 위치해 있으며, 다른 도시재생 관련 시설과 접근성이 좋다. 또

한 해당 빈집은 10년 이상 공실상태로, 인근 주민들에게 빈집의 존재가 강하

게 인식되어있어, 단순 조치를 하며 방치하기 보다는 9번 빈집이 가진 위치적 

장점을 이용한 재활용을 제안한다.

그림 4-5 9번 빈집의 위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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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기존의 9번 빈집 ▼

그림 4-7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예상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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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그 다음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중 하나는 주차장이다. 상지 내는 보

차분리가 되지 않고 도로 폭이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항상 주차난을 겪고 

있다. 현재 빈집 중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공간은 8번 빈집 부지이

다. 8번 빈집은 현재 위치 특성상 빈집의 부정적인 효과가 극 화되고 물리적

인 노후도 역시 불량하여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한 빈집이다. 지 면적과 건

물의 연면적도 작은 상태이며, 현재 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단순 방치되

어 인근 주민의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해당 빈집은 직권으로 철거하여 주

차장으로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 4-8 A구역 내 주차공간

구역-번호

노후불량 

정도
소유자 특성

▶

활용 방안

등급
소유자 

소재

관리주

체의 

유무

향후 조치 

의견
조치 내용 조치 대상

A-8
3

불량

확인

불가
무 확인 불가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주택 전체

A-9
3

불량

확인 

불가
무 확인 불가 리모델링 후 앵커시설 조성 주택 전체

표 4-5 빈집 재활용 대상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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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현재 8번 빈집 사진 

그림 4-9 기존의 8번 빈집

▼

그림 4-11 철거 후 주차장 조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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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계 사업 시행 : 젊은 세  유입 유도 

상지 전반적으로 5층 이상의 신축 다세 ·다가구 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주택에 한 수요는 낮으나, 신축 빌라에 한 주거 수요는 꾸

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노후 주택을 새로이 조성하

여 젊은 세 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 공공이 자

본을 투입하여 빈집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시, 빈집 소유

자 혹은 주민들에게 지원 가능한 사업을 유도하여 공공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상지와 연계 가능한 사업은 토지임 부 사회주

택 건설과 빈집 특례법에 기반을 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다. 

그림 4-12 D구역의 상업 및 복지시설 부족과 경사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5번 빈집의 경우, 소유자가 현재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의사가 있으며, 부지

의 크기도 적당해 공공이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임 부 사회주택 건설을 시도

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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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빈집이 위치한 D구역의 경우, 상업시설이나 복지시설과 같은 편의시설

과의 접근성이 매우 낮고 경사가 심하지만, 난곡로 24길에서 파생된 주요도로

로 이어져 있으며, 부지도 꽤 크기 때문에 3~4층의 공동체주택 건축에 적합하

다. 사회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보다 시세 80%정도로 저렴하게 공급되

고, 또 해당 건물에 심한 경사로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조

성될 수 있다. 

그림 4-13 기존의 5번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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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예상모습

▍자율주택정비사업

7번 빈집은 현재 건축물 장 상 6세 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이다. 각각의 

공실에서 나오는 외부효과보다는 해당 연립주택의 전체적인 외관과 7-1번 빈

집이 범죄 발생지라는 인식 때문에 주택 자체의 개선 필요하다. 또한 7번 빈

집은 해당 세 마다 소유주가 상이하며 현재 공실인 B101호와 201호 역시 소

유자가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하여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공공이 유도하는 것을 제안한다. 자율주택정비사

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가능하며,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

체 건물의 2/3 이상이며, 다세 주택의 경우, 20세  미만의 주민들이 합의체

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18). 7번 빈집은 이 모두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토

지 등의 소유자가 2명 이상 모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합의체를 

구성하고,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이다. 동 건물의 거주자와 인터뷰 시, 거주

18) 국토교통부, 2018, 자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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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재건축에 한 의사가 있으며, 다른 소유자들과 몇 번의 합의가 이루어

졌지만, 사업시행자와 구체적인 사업방법을 알지 못해 재건축을 실행하지 못

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도시재생센터 혹은 공공 측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에 해서 설명해주고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 4-15 자율주택정비사업 전후 비교

구역-번호

노후불량 

정도
소유자 특성

▶

활용 방안

등급 소유자 소재
관리주체

의 유무

향후 조치 

의견 조치 내용 조치 대상

D-5
2

보통
확인 유 매매 의사

토지 매입 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조성
주택 전체

D-7-1
2

보통
확인

무 없음 동 건물과 인접 필지 거주자에게 

공동개발 건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 전체

D-7-2 유 임대 의사

표 4-6 연계 사업 시행 대상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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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적인 빈집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해당 빈집들에 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는 빈

집의 상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주택 혹은 상가에 

한 수요가 있을 시 빈집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난곡동의 빈

집 발생은 부분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유자의 고령화에 따른 빈집 

발생 이후에 젊은 세 의 유입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특성

에 따라, 고령의 노인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에 해 잠재적 빈집으로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지 내 노후주택은 D구역인 급경사지

역에 분포되어있다.

그림 4-16 노후건축물 밀집 구역

그림 4-17 11번 빈집 부근 노후주택밀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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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앞서 분석한 빈집에 한 실태 분석은 다음과 같은 활용 방안의 큰 틀로써 

활용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빈집의 확산 및 고착화 방지이다. 이는 빈집의 발생 원인과 소

유자, 관리주체 및 인근주민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응 방안으로는 

빈집 중개, 공공의 매입, 활용 혹은 철거에 한 결정 그리고 발생 원인에 따

른 잠재적 빈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빈집을 방치하여 지역 쇠퇴로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응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는 빈집의 재활용에 한 방안이다. 빈집의 전반적인 물리적인 노

후도와 위해성과 근린환경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빈집에 한 유지 관리 및 

재활용에 해 고안한다. 응 방안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된 시설 도입

과 연계 가능한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주택의 노후도와 위해성이 매우 높고, 향후 장기간 방치될 가

능성이 높으며,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은 주택을 상으로 정비 혹은 철거에 

한 결정을 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빈집을 지역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동안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았

던 빈집을 어떻게 활용해야할 지에 해서 고민하였다. 앞의 분석 내용과 소

결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난곡동에서 빈집을 활용한 주거환

경 개선과 도시재생과 연계한 시설 도입, 그리고 장기적으로 빈집 문제에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모습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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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난곡동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빈집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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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집의 확산 및 고착화 방지 (선제적 대응)

분석 내용 대응 방안

빈집 발생원인 파악 

(소유자 및 인근주민의 

면담조사를 통해 빈집 발생 

원인과 향후 활용의사 확인)

상태 임대 또는 매매 수요 낮아 방치

방안 빈집중개, 타 용도 전환 고려

상태 소유자 사망 등 관리주체의 부재로 방치 

방안 공공매입 또는 공공임대주택 활용, 철거 결정

상태 잠재적 빈집

방안 지속적인 모니터링

2. 빈집의 재활용

분석 내용 대응 방안

빈집의 위해성 및 물리적 

노후도·근린환경 특성 파악 

= 빈집의 유지 관리 및 빈집 

정비사업 고안

사업형태 개별단위 사업방식

방안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지원 및 안내

사업형태 구역단위 사업방식 

방안
빈집과 이웃하는 주택과 연계,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및 안내

사업형태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방안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거점 및 앵커시설 설치

3. 노후 불량한 빈집의 정비 및 철거

분석 내용 활용 방안

주택의 물리적 노후도 및  

위해성 높음 + 근린환경 특성

사업형태 방안

철거사업 

 정비계획 수립 후, 심층조사 수행, 

활용가능성 낮은 빈집 철거 유도, 

공공에서 토지매입 등

표 4-7 빈집 실태 분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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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오늘날 국내 도시의 확산에 따른 인구, 산업 구조적 변화 등의 양상들은 

중심도시의 쇠퇴 현상을 야기했으며, 쇠퇴지역의 빈집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빈집이 지역의 쇠퇴를 더욱 조장하고 근

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공에서는 빈집과 관련된 제도와 사업들을 시행하며 

빈집 문제에 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빈집

에 한 주목을 비교적 최근에 하였지만, 현재 제시된 빈집 응책이 효과적

으로 작용되고 있지 못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빈집 문제에 응하기 위해서

는 1차적으로 빈집의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하며, 개별 빈집뿐만 아니라 

근린 수준의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효과적인 빈집 활용

을 위해서는 빈집에 한 일반화된 응책이 아닌 빈집이 위치한 지역에 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응 방안을 논의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빈집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근린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장기적으로 방치된 빈집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지역을 상지로 빈집의 물리적 

실태와 발생원인 등 세부적인 실태 분석을 통하여 빈집에 한 활용방안에 

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앞의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지역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빈집을 선별 해내었다. 

둘째, 개별 빈집과 근린 차원에서의 빈집의 특징을 분석했다. 빈집과 근린과

의 현황에 해서 자세히 분석하여 향후 빈집 문제에 해단 맞춤형 전략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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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기 위해 종합적인 빈집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셋째, 근린환경 특성과 빈집 특성을 바탕으로 난곡동 맞춤형 활용방안을 제

안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난곡동의 현황분석을 하였으며, 3단계의 

조사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빈집을 조사하여 선별하였다. 조사결과 난곡

동 내 총 6채의 빈집을 발견하였고, 빈집별 물리적 노후도와 위해성을 고려한 

등급을 부여하였다. 관악구 난곡동의 빈집 분포와 위치한 구역별 특성에 해 

파악한 결과, 빈집은 상지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분포하며, 다양한 근린환경

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빈집의 소유자, 관리주체 및 인근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빈집 

발생 원인에 해 파악하였다. 크게는 빈집의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소재가 파

악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었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소재가 파악되

는 경우에는 지역 전체의 상권침체와 인구 유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됨에 따

라 빈집 발생과 빈집 방치의 장기화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관리주체가 부재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고령화와 사망과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서 빈집이 우

선적으로 발생하고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인해 장기적으로 방치되게 되었다. 이

는 난곡동의 빈집의 장기적 방치는 지역 상권 침체와 젊은 층의 유입이 매우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으로 작용되었으며, 그 외에는 열악한 주거 환

경, 사회취약 계층의 집중 거주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세 번째로는 앞서 도출된 빈집 실태 분석과 근린 환경 특성, 소유자 및 관

리주체, 인근 주민들의 의견들을 조합하여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활용방안으

로는 빈집의 확산 및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응과 빈집에 적절한 

기능을 입하는 빈집 재활용,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다. 이러한 활용

방안이 빈집 문제의 해소와 더불어 도시재생 사업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줄 것

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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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방치되고 있던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의 빈집을 지역자산으

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도시재생의 효과를 증폭하고, 근린의 활력을 재생시키

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으며, 빈집을 일반적인 맥락이 아니라 지역 특성

과 근린 수준에서의 문제를 파악하여 빈집 문제에 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 

번째로, 빈집의 물리적 실태 파악 시, 자료의 한계로 건축물의 내부 구조나 불

법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로, 빈집 소유자와의 면담 

혹은 소재 파악이 매우 어려워 직접적인 의견을 듣지 못하였다. 소유자와의 

의사소통은 빈집 관련 사업 진행 시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후 

활용방안 계획 시, 더 세부적인 소유자와의 면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

례연구로써 전체 도시재생지역 내의 빈집에 한 일반화된 학술적 의의는 갖

기 어렵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의 빈집 활용 사례가 늘어나 다양한 정

보가 쌓여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더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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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빈집 조사표

1. 기본정보

빈집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조사가능여부 가 / 불가 사유 

출입가능여부 가 / 불가 사유 

주소 (우편번호:           )              

주택유형
①단독주택(다가구) ②공동주택(다가구·연립) ③아파트 ④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⑤그 외 기타

건물층수 지상 (    층)  지하 (    층) 공동주택 총 호수

건축년도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구조 접도여부

인접 도로 폭 불법건축물 여부

2. 소유 정보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권변동(원인)

면담여부
소유자(     )

면담일시
점유자(     )

면담불가 사유 ①소유자 불명 ②수신불가 ③면담거절 ④기타 (                     )

빈집 여부 확인 ①빈집 ②빈집 아님 

미 거주(사용)기간 ①1년 미만 ②1년 이상~ 2년 미만 ③2년 이상 

빈집 

발생

원인

개인적 요인 ①단순 방치 ②소유자 사망 또는 상속 ③임차인과의 갈등 ④기타 (          )

경제적 요인
①경제적 어려움(파산, 세금체납) ②부동산 거래 중단(매매 또는 임대 중) 

③기타 (           )

지역적 요인
①재개발·재건축 개발 기대 ②주요 기반시설의 이전 ③산업시설의 이전 또는 

폐업 ④상가 등 상업지역 쇠퇴 ⑤기타 (          )

기타 

향후 

조치 

의견

사용 ①직접가용 ②주택임대 ③주택매매 ④기타 (          )

미사용 ①현 상태 유지 ②철거 ③기타 (          )

공공 지원 동의 ①공공에서의 매입 동의 ②동의하지 않음 ③공동시행 ④기타 (          )

빈집정보공개 동의 ①공개 ②미공개

인근

주민 

및 

관리

빈집 여부 

확인
①빈집 ②빈집 아님 ③알 수 없음

빈집에 의한 

영향

①범죄발생의 증가 ②악취나 분진 ③근린 미관 저해 ④부동산 가격 하락 

⑤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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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빈집 활용시 

선호 시설

건축물
①주거 ②상가 ③보건위생시설 ④도서관 ⑤복지시설 ⑥기타 (      

 )

외부 공간 ①공원 ②체육시설 ③주차장 ④텃밭 ⑤기타 (          )

3. 노후·불량 상태 조사 

주요 

구조부 

상태

평가항목 요소 내용 평가

외벽

(9점)

기울

기

기울어짐 없이 양호 1점(양호)

육안 상 미세한 기울어짐이 있는 경우 2점(미흡)

육안 상 확연한 기울어짐이 있어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3점(불량)

균열

균열이 거의 없는 경우 1점(양호)

부분적으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경우 2점(미흡)

확연한 다수의 균열 및 수직 관통 균열이 있는 경우 3점(불량)

손상

손상 부위 없이 양호 1점(양호)

일부 손상된 부위가 있으나 보수 흔적이 있는 상태 2점(미흡)

손상된 부위가 과반을 초과하거나 방치되어 심각한 경우 3점(불량)

기둥

(9점)

기울

기

기울어짐 없이 양호 1점(양호)

육안 상 미세한 기울어짐이 있는 경우 2점(미흡)

육안 상 확연한 기울어짐이 있어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3점(불량)

균열

균열이 거의 없는 경우 1점(양호)

부분적으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경우 2점(미흡)

확연한 다수의 균열 및 수직 관통 균열이 있는 경우 3점(불량)

침하

기둥의 기초에 침하가 없는 경우 1점(양호)

1곳 이내의 기초에 침하가 발생한 경우 2점(미흡)

2곳 이상의 기초에 침하가 발생하여 심각한 경우 3점(불량)

재료
슬레이트·초가 이외의 지붕 1점(양호)

지붕

(9점)

슬레이트·초가 지붕 3점(불량)

손상

손상된 곳이 거의 없는 경우 1점(양호)

부분적으로 마감재 벗겨짐, 누수 흔적이 있는 경우 2점(미흡)

과다하게 손상되어 지붕 재료가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 3점(불량)

처짐

지붕의 처짐 없이 양호 1점(양호)

차양 또는 처마의 처짐 부위가 일부 확인되는 경우 2점(미흡)

차양 또는 처마의 처짐이 과반이상 진행되어 심각한 경우 3점(불량)

손상 없이 양호 1점(양호)
개구부 (문, 

창문)(3점)
손상 출입문 또는 창문의 일부가 깨지거나 손상된 경우 2점(미흡)

출입문 또는 파손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3점(불량)

총점 (30점)
(     

)점

4. 빈집의 위해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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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

평가항목 내용 평가

안전

문제

붕

괴

위

험

해당 빈집의 붕괴로 인근에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1점(양호)

해당 빈집의 기울어짐이나 변형으로 인근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3점(불량)

화

재

위

험

빈집의 화재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1점(양호)

빈집의 가연성 소재 사용 또는 적재 등으로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점(불량)

위생 문제
빈집 내·외부에 오물 발생 또는 폐기물 적재가 없는 경우 1점(양호)

빈집 내·외부에 오물 발생 또는 폐기물 적재가 있는 경우 3점(불량)

통행 문제 
빈집으로 인한 통행 방해가 없는 경우 1점(양호)

빈집의 잔해, 쓰레기, 입목 등으로 인해 통행 방해가 있는 경우 3점(불량)

경관 문제
빈집으로 인한 미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 1점(양호)

빈집의 외관이 관리되지 않아 현저한 미관상 저해가 있는 경우 3점(불량)

총점 (15점) (   )점

종합 총점 (45점) 및 등급
(    )점

(  )등급

5. 현장사진

노후

불량

상태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근린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

붕괴 화재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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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경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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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지 내 빈집 조사 결과

▍1번 빈집

1번 빈집

도면 (2층)

기본 정보

조사자 연구자 본인 조사일시 2017.09月 / 2018.09,10月

위치 특성 A 구역 위치 면담일시 -

주택유형 단독주택 건물층수 지상2층/지하1층

구조 세멘벽돌조 연면적(㎡) 224.43

건축년도 1976 공실상태 부분공실 (2층 전체)

노후불량상태조사 (12/30점) 빈집 위해성조사(5/15점)
총점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양호 양호 양호 불량 양호 양호 양호 양호 17점 1

소유자 면담여부 X 소유자 연령대 70대 

면담불가 사유 면담 거부 관리주체 소유자

소유자 의사결정 유형 향후 사용의도 있음 (1유형)

구분 공실 기간 빈집 발생원인

1차적 요인 3년 이상 입점한 점포 퇴거

2차적 요인 - 소유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중단과 단순 방치

현장사진

1.입구 2. 폐쇄조치가 안되어 출입 가능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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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빈집

2번 빈집
도면 사진

기본 정보
조사자 연구자 본인 조사일시 2017.09月 / 2018.09,10月

위치 특성 A 구역 위치 면담일시 2018.09月
주택유형 단독주택 건물층수 지상2층/지하1층

구조 연와조 연면적(㎡) 208.2
건축년도 1983 공실상태 부분공실 (1층/한 개 점포)

노후불량상태조사 (10/30점) 빈집 위해성조사 (7/15점)
총점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미흡 17점 1

소유자 면담여부 O 소유자 연령대 40대 
면담불가 사유 - 관리주체 소유자

소유자 의사결정 유형 향후 사용의도 있음 (1유형)
구분 공실 기간 빈집 발생원인

1차적 요인 약 1년 입점한 점포 퇴거
2차적 요인 - 단순 방치

현장사진 (도면에 위치 표시)
1.입구 2. 내부를 창고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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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빈집 

3번 빈집

사진

기본 정보

조사자 연구자 본인 조사일시 2017.09月 / 2018.09,10月

위치 특성 A 구역 위치 면담일시 2018.09月

주택유형 단독주택 건물층수 지상2층/지하1층

구조 연와조 연면적(㎡) 222.3

건축년도 1987 공실상태 부분공실 (1층/두 개 점포)

노후불량상태조사 (15/30점) 빈집 위해성조사 (5/15점)
총점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양호 양호 불량 미흡 양호 양호 양호 양호 20점 1

소유자 면담여부 X 소유자 연령대 70대 

면담불가 사유 면담 거부 관리주체 소유자

소유자 의사결정 유형 향후 사용의도 있음 (1유형)

구분 공실 기간 빈집 발생원인

1차적 요인 2년 입점한 점포 퇴거

2차적 요인 - 단순 방치

현장사진

1. 파사드 2. 파손된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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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빈집 

4번 빈집

도면 사진

기본 정보

조사자 연구자 본인 조사일시 2017.10月 / 2018.09,10月

위치 특성 C 구역 위치 면담일시 -

주택유형 연립주택 건물층수 지상2층/지하1층

구조 세멘벽돌조 연면적(㎡) 94.52

건축년도 1983 공실상태 부분공실 (1층)

노후불량상태조사 (10/30점) 빈집 위해성조사 (9/15점)
총점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양호 양호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25점 2

소유자 면담여부 X 소유자 연령대 (70대) 

면담불가 사유 면담 거부 관리주체 소유자

소유자 의사결정 유형 관리주체의 부재 (3유형)

구분 공실 기간 빈집 발생원인

1차적 요인 2년 이상 소유자 사망

2차적 요인 - 상속되지 않음

현장사진 (도면에 위치 표시)

1. 파손된 대문 2. 쓰레기 적치 3. 계량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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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빈집 

5번 빈집

도면 사진

기본 정보

조사자 연구자 본인 조사일시 2017.09月 / 2018.09,10月

위치 특성 D 구역 위치 면담일시 2018.09月

주택유형 단독주택 건물층수 지상1층/지하2층

구조 연와조 연면적(㎡) 168.92

건축년도 1974 공실상태 부분공실

노후불량상태조사 (10/30점) 빈집 위해성조사(5/15점)
총점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15점 1

소유자 면담여부 O 소유자 연령대 80대 

면담불가 사유 - 관리주체 소유자

소유자 의사결정 유형 향후 사용의도 있음 (1유형)

구분 공실 기간 빈집 발생원인

1차적 요인 2년 이상 소유자의 고령화

2차적 요인 1년 이상 부동산 거래 중단

현장사진

1.계량기 작동 중기 2.정비한 흔적이 보이는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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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빈집 

6번 빈집

도면 사진

기본 정보

조사자 연구자 본인 조사일시 2017.09月 / 2018.09,10月

위치 특성 D 구역 위치 면담일시 -

주택유형 단독주택 건물층수 지상2층/지하1층

구조 연와조 연면적(㎡) 221.76

건축년도 1989 공실상태 부분공실

노후불량상태조사 (11/30점) 빈집 위해성조사(9/15점)
총점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양호 양호 양호 미흡 양호 불량 양호 불량 20점 1

소유자 면담여부 X 소유자 연령대 60대 

면담불가 사유 면담 거절 관리주체 소유자

소유자 의사결정 유형 향후 사용의도 없음 (2유형)

구분 공실 기간 빈집 발생원인

1차적 요인 최소 1년 이상 알 수 없음

2차적 요인 - 소유자에 의한 단순 방치

현장사진

1.외부 적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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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빈집 

7-1번 빈집

도면 사진

기본 정보

조사자 연구자 본인 조사일시 2017.09月 / 2018.09,10月

위치 특성 D 구역 위치 면담일시 -

주택유형 연립주택 건물층수 지상2층/지하1층

구조 세멘벽돌조 연면적(㎡) 259.8

건축년도 1980 공실상태 부분공실

노후불량상태조사 (14/30점) 빈집 위해성조사(9/15점)
총점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미흡 양호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23점 2

소유자 면담여부 X 소유자 연령대 50대 

면담불가 사유 다른 지역 거주 관리주체 없음

소유자 의사결정 유형 향후 사용의도 없음 (2유형)

구분 공실 기간 빈집 발생원인

1차적 요인 9년 범죄 발생

2차적 요인 - 상속 후 거주하지 않음

현장사진 (도면에 위치 표시)

1.입구 2. 폐쇄조치가 안되어 출입 가능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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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빈집

도면 사진

기본 정보

조사자 연구자 본인 조사일시 2017.09月 / 2018.09,10月

위치 특성 D 구역 위치 면담일시 -

주택유형 연립주택 건물층수 지상2층/지하1층

구조 세멘벽돌조 연면적(㎡) 259.8

건축년도 1980 공실상태 부분공실

노후불량상태조사 (14/30점) 빈집 위해성조사(9/15점)
총점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미흡 양호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23점 2

소유자 면담여부 X 소유자 연령대 60대 

면담불가 사유 다른 지역 이주 관리주체 소유자

소유자 의사결정 유형 향후 사용의도 있음 (1유형)

구분 공실 기간 빈집 발생원인

1차적 요인
5년 이상

압류로 인한 방치

2차적 요인 부동산 거래 중단

현장사진 

2층은 거주자들이 많아 출입하여 사진 촬영이 불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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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빈집 

8번 빈집

도면 사진

기본 정보

조사자 연구자 본인 조사일시 2017.10月 / 2018.09,10月

위치 특성 A 구역 위치 면담일시 -

주택유형 단독주택 건물층수 지상1층

구조 세멘블럭조 연면적(㎡) 66.31

건축년도 1971 공실상태 전체공실

노후불량상태조사 (20/30점) 빈집 위해성조사(13/30점)
총점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불량 불량 미흡 미흡 불량 불량 양호 불량 33점 3

소유자 면담여부 X 소유자 연령대 80대 

면담불가 사유 연락 두절 관리주체 없음

소유자 의사결정 유형 관리주체의 부재 (3유형)

구분 공실 기간 빈집 발생원인

1차적 요인 6년 이상 -

2차적 요인 - 소유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중단

현장사진 (도면에 위치 표시)

1. 내부 적치물과 파손된 문 2. 지붕 처짐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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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빈집 

9번 빈집

도면 사진

기본 정보

조사자 연구자 본인 조사일시 2017.10月 / 2018.09,10月

위치 특성 A 구역 위치 면담일시 -

주택유형 단독주택 건물층수 지상1층 / 지하1층

구조 연와조 연면적(㎡) 80.96

건축년도 1976 공실상태 전체공실

노후불량상태조사 (19/30점) 빈집 위해성조사 (13/15점)
총점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불량 미흡 양호 불량 불량 불량 양호 불량 32점 3

소유자 면담여부 X 소유자 연령대 80대 

면담불가 사유 연락 두절 관리주체 없음

소유자 의사결정 유형 관리주체의 부재 (3유형)

구분 공실 기간 빈집 발생원인

1차적 요인 최소 10년 이상 알 수 없음

2차적 요인 - -

현장사진

1. 외부 유휴공간의 적치물 2. 접근금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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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빈집 

10번 빈집

도면 사진

기본 정보

조사자 연구자 본인 조사일시 2017.09月 / 2018.09,10月

위치 특성 D 구역 위치 면담일시 -

주택유형 단독주택 건물층수 지상1층

구조 연와조 연면적(㎡) 57.89

건축년도 1970 공실상태 전체공실

노후불량상태조사 (19/30점) 빈집 위해성조사(13/15점)
총점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불량 양호 미흡 불량 불량 불량 양호 불량 32점 3

소유자 면담여부 X 소유자 연령대 70대 

면담불가 사유 소유자 사망 관리주체 -

소유자 의사결정 유형 관리주체의 부재 (3유형)

구분 공실 기간 빈집 발생원인

1차적 요인
5년

소유자의 사망

2차적 요인 상속되지 않음

현장사진 (도면에 위치 표시)

1.제거된 계량기 2. 파손된 현관문 3. 부식한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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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빈집 

11번 빈집

도면 사진

기본 정보

조사자 연구자 본인 조사일시 2017.10月 / 2018.09,10月

위치 특성 D 구역 위치 면담일시 -

주택유형 단독주택 건물층수 지상1층

구조 연와조 연면적(㎡) 44.86

건축년도 1972 공실상태 전체공실

노후불량상태조사 (15/30점) 빈집 위해성조사(5/15점)
총점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양호 양호 양호 양호 21점 2

소유자 면담여부 X 소유자 연령대 80대 

면담불가 사유 확인 불가 관리주체 -

소유자 의사결정 유형 관리주체의 부재 (3유형)

구분 공실 기간 빈집 발생원인

1차적 요인
10년 이상

-

2차적 요인 -

현장사진 (도면에 위치 표시)

1.입구 2. 폐쇄조치가 안되어 출입 가능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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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빈집 

12번 빈집

도면 사진

기본 정보

조사자 연구자 본인 조사일시 2017.09月 / 2018.09,10月

위치 특성 D 구역 위치 면담일시 -

주택유형 단독주택 건물층수 지상1층

구조 연와조 연면적(㎡) 44.63

건축년도 1970 공실상태 전체공실

노후불량상태조사 (10/30점) 빈집 위해성조사(5/15점)
총점 등급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안전 위생 통행 경관

미흡 미흡 미흡 불량 불량 불량 양호 불량 32점 3

소유자 면담여부 X 소유자 연령대 60대 

면담불가 사유 다른 지역 거주 관리주체 소유자

소유자 의사결정 유형 향후 사용의도 없음 (2유형)

구분 공실 기간 빈집 발생원인

1차적 요인
5년 이상

소유자의 고령화

2차적 요인 상속 후 거주하지 않음

현장사진

1.입구 2. 폐쇄조치가 안되어 출입 가능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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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 and the Utilization Plan of 
Vacant House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a 
- Focused on the Nangok-dong, Gwanak-gu, Seoul  -

Ryu, Su ha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the patterns of population and industrial structural change caused 

by the proliferation of domestic cities have led to the decline of central 

cities. Cities experiencing declining trends are increasing together as the 

urbanization rate increases. The problems caused by these are not only social 

problems such as recession and population outflow, but also physical 

environmental changes in urban spaces as visualized problems. The most 

prominent phenomenon is the occurrence of vacant houses.

In February 2018, the Special Law on Vacant House and Small House 

Maintenance was put into effect, and an institutional basis for solving the 

vacant house problem was set up,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promoting related projects. However, it is still in the stage 

of building data through the vacant house survey, and discussions about the 

factors causing the vacant house in detail at the local level and how to use 

it have begun to be noticed recently. The maintenance plan focused on 

individual vacant houses is somewhat simple to implement from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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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point, but it is a temporary measure only for individual vacant houses, 

and it is rarely considered as to how the vacant house affects neighboring 

residents in a neighborhood environment where vacant houses exist.If you do 

not consider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fficiently, the root cause of 

empty house will not be solved and the empty house problem will not be 

solved effectively.

Therefore, after considering the physical environment, social 

characteristics, urban structure, etc. of the neighborhoo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vacant house in the neighborhood and 

to fully understand the contents and cause of the physical condition and the 

management subject.It is desirable to find a way to utilize the empty house 

efficiently.

This study aims to conduct research by selecting Nangok - dong, Gwanak 

- gu, Seoul as a target area. Nangok-dong has both problems of vacant 

houses and low-rise residential areas, and is now a par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As a result, survey sites are limited to areas where urban 

renewal projects take effect.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a was analyzed spatially, and the researcher screened vacant 

houses through field research. Second, 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cant houses in the individual vacant houses and neighborhood dimensions. I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 of vacant houses and neighborhoods in detail 

and created a comprehensive vacant list in order to prepare a tailor – made 

strategy for the vacant house problem in the future. Thir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vacancy characteristic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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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a customized application method of Nangok – dong.
First, the present situation of Nangok - dong was analyzed by using 

various data, and the researchers directly examined the empty houses 

through the three - step survey process. A total of 6 empty houses were 

found in Nangok – dong.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vacant 
houses in Nangok – dong, Gwanak - gu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cts in which they were located, it was found that the vacant houses are 

dispersed throughout the target area and located in various neighborhood 

environments. Second, I interviewed the owner, the management, and the 

residents of the vacant house to understand the cause of the vacant house. 

The big difference was whether the owner of the vacant house or the 

subject of the management was identified or not. In the case where the 

owner or the subject of the management is identified, the recession of the 

whole region, demographic outflow, and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re 

stagnated, so that vacancy occurrence and prolonged vacancy are prolonged 

together. As a result of the same personal factors, vacancies have occurred 

preferentially and have been neglected in the long run due to the overall 

stagnation of the region. This was mainly due to the lack of long-term 

neglect of vacant houses in Nangok-dong due to the stagnation of local 

merchants and the inflow of young people. In addition,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ntensive residence of vulnerable groups were the main 

factors. Thirdly, the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the empty hou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the owners and management 

subjects, and opinions of the nearby residents were combined to derive the 

utilization plan. There are preemptive countermeasures to prevent spreading 

and sticking of empty houses, recycling of empty houses to substitute 



- 141 -

appropriate functions in empty houses, and continuous monitoring. I expect 

that this utilization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urban renewal business 

as well as the solution of the vacancy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ways to revitalize the urban 

revitalization and to revitalize the urban revitalization by recognizing and 

utilizing the vacant houses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as that have 

been neglected in the meantime, And the problems at the neighborhood level 

were searched for, and it was meaningful that they sought the concrete 

utilization method for the vacant house problem.

However,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as a case study. First, when 

understanding the physical condition of empty houses, it was impossible to 

grasp the internal structure or illegality of buildings due to limitations of 

data. Secondly, I was not able to hear direct opinions because it was very 

difficult to interview or identify with the owner of the blank house. Since 

communication with the owner is one of the main factors in the process of 

the empty hous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discuss with the owner in detail 

when planning the future utilization plan. Finally, as a case study, it is 

difficult to have generalized academic significance for vacant houses in the 

entire urban regeneration area. In the future, as the use of vacant houses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a increases, it is expected that a more 

effective utilization plan will be derived if data is accumulated by 

accumulating various information.

▍Key words : Urban regeneration, vacant house distribution, utilization 

plan of vacant house, Nangok-dong

▍Student Number : 2017-2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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