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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using vacancies have become a major issue in urban areas,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address this issue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contributing to housing vacancies in old town Incheon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research focuses on examining the effects of multiple levels of factors on housing vacancies in a 
comprehensive way; the three levels of factors were identified with a literature review including 
housing (Level 1), Neighborhood (Level 2), and Region (Level 3). A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13 factors in three spatial levels and housing 
vacancies. As a result, the factors in all three levels were able to explain housing vacancies 
including site area and shape, proximity to major roads (Level 1), ratio of houses in designated 
urban renewal area and slope (Level 2), and ratio of the elderly living alone, land price, changes in 
land price and ratio of new houses (Level 3).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ombination of the 
physical inferiority of the housing site and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the economic and 
social vulnerability of the region is likely to increases the number of vacant houses.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a multi-dimensional policy strategy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housing 
vacancies, and urban policies, such as supplying new housing or urban renewal area designation, 
should be carefully implemented in a way not to create housing vaca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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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

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빈집 현황 파악과 정

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 빈집을 파악하여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빈집의 상태나 

수요에 따라 철거 또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러나 주택을 정비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시행 중인 빈집정비 정책은 한계를 가진

다(이다예 2019). 빈집은 부지 또는 건축물 자체의 불

량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

인 차원에서 근린환경 또는 지역환경의 열악함에 의

해 발생하기도 한다(Mallach 2006). 쇠퇴한 노후시가

지에서 빈집이 밀집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런 이유에 

의한 것이다. 이렇듯 환경적 영향에 의해 빈집이 발생

하는 것이라면 주택 자체를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

으며, 지역적 차원에서 정비 또는 재생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많

은 연구자들이 근린 또는 지역 차원에서 빈집 발생의 

원인을 밝히고, 지구 정비나 재생을 통한 빈집문제 해

소 방안을 제안하여 왔다(강미나 외 2017; 한수경·이

희연 2017; 권혁삼 외 2018).

2020년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에는 빈집밀집구

역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빈집문제 해소

를 위한 지역적 접근이 법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

한,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빈집문제 해소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빈집밀집구역 특화 재생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는 빈집이 밀집하여 분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생 전

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생사업 시 빈집

문제 해소에 더욱 초점을 둔다는 것인데 지금까지와 

같이 빈집을 철거하고 재활용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빈집문제를 효과

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

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빈집의 철거나 활용 

방향 역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지역의 빈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빈집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의 빈집 현황과 건축물 상태를 파악하여 정비계

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집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

를 지속적으로 해소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

문이다. 빈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인구·사회

적 요인, 시장·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물리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ccordino and Johnson 2000; Mallach 2006; 임유

경·임현성 2012; 전영미·김세훈 2016; 한수경 2016; 

이희연 외 2017). 또한, 이러한 빈집 발생의 영향요인

은 다양한 공간 층위에 분포하고 있다. 건축물 자체의 

물리적 상태가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근린의 물리적 환

경이 열악하여 빈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역의 침체

된 사회경제적 여건이 빈집 발생으로 이어지기도 한

다. 빈집문제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영향 관계를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며, 특히 개별 주택과 근린 수준의 미시

적 환경 요인과 지역 수준의 거시적 환경 요인의 영향

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이다예(2019)

의 연구에서는 빈집 발생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 및 부

지 특성과 근린환경 특성을 개별 주택 단위에서 분석

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후속 연구로서 주택, 근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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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가지 공간 층위로 영향 범위를 확장하며, 각 수준

의 영향을 분리하여 추정함으로써 통계적 오류를 줄

이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빈집 

발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공간 층위를 고려하여 구조화하고, 그 영향을 종합적

으로 실증하여 빈집 발생의 원인을 밝힌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 원도심(중구, 

동구, 미추홀구)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7년이다. 원

도심 지역은 열악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

의 영향을 살피기에 용이하며,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

우 정비구역 지정 및 신규주택 공급 등의 정책적 결정

이 많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영향을 보기에 적합하여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한편, 연구에서는 대상지

의 특성이나 자료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빈

집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대상지 내에는 총 1,090호의 단독주택 빈집1)이 분포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해 빈집 발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한 후, 여러 공간 층

위에서 작용하는 영향을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3수준

으로 구성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구축하

여 분석을 수행한다. 다층모형은 계층적 구조를 갖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모형으로 다층모형을 선정

하였다. 구축된 모형을 토대로 분석 결과를 도출한 후

에는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문제 해

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1. 빈집 발생 영향요인

빈집 발생의 원인을 다룬 문헌들을 종합하였을 때 

빈집 발생의 영향요인은 크게 주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소유자 및 주민들의 심리·행태와 관련된 개인

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수경 2018; 이다예 

2019) (Table 1 참조). 또한, 환경적 요인은 공간 층위

에 따라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건축물 또는 부지의 특성이 해

당 주택이 빈집으로 전환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택이 속한 근린의 환경적 특성이 영향을 주기도 한

다. 한편, 거시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인구·사회적 특

성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나 정

책적 특성에 따라 빈집이 발생하기도 한다.

2.1.1. 미시적 환경 요인

빈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건축물과 

부지의 특성이다.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화와 구조적 

불량은 해당 건축물의 생산적 사용을 저해하기 때문

에 소유주로 하여금 투자를 중단하고 방치하도록 한

다(Mallach 2006). 또한, 건축물 및 부지의 규모가 활

용에 부적합하거나 접근이 어렵다면 해당 주택에 대

한 선호가 감소하여 주택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며, 가스·수도 활용이 어렵거나 욕실이 없는 등 기

능적 결함이 있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Hillier et al. 

2003; Mallach 2006).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시가지에 

무허가 주택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보수와 

철거, 신축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방치될 가능

성이 높다.

한편, 건축물이나 부지 자체의 영향 외에도 근린환

경의 열악함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이 불량하거나 고도·경사가 높아 접근이 어렵다

면 거주 선호가 감소하여 주택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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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시가지 대부분이 좁은 가

로와 소규모의 필지, 낙후된 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

어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다(김광중 2010). 이 경우 거

주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지역의 쇠퇴와 

더불어 빈집 발생이 촉진될 수 있다. 이종현(2014), 전

영미‧김세훈(2016), 이희연 외(2017) 등의 연구자들

은 근린의 건축물과 시설 노후화, 블록의 구조와 형태, 

가로의 폭과 연결성, 필지의 규모와 형태 등 물리적 환

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빈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인근에 빈집이 분포하

는 것이 빈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Accordino 

and Johnson 2000).

2.1.2. 거시적 환경 요인

먼저, 지역의 인구·사회적 요인이 빈집 발생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빈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

는 것이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이다. 저출산 현상

이나 도시화,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지역의 인구 또

는 가구감소는 지역의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전

국적인 인구감소 추세는 농촌에 한정되어 나타나던 

빈집문제를 중소도시와 대도시 구시가지로 확대시켰

다. 또한,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도 빈집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고령층의 경우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

해 주택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며, 사망 이후 해당 주

택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 빈집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다(임유경‧임현성 2012; 남지현 2014). 저소득층 

역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 관리 능력이 취약

할 수 있다. 한편,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구구조 및 생

활양식이 변화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기성시가지의 선호가 감소하는 추

세이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 역시 빈집 발생의 원인으

로 지목되고 있다(한수경 2016).

다음으로 지역의 시장·경제적 여건 역시 빈집 발생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 시장 논리에 따르면 빈

집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택에 대한 낮은 수요다. 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수요-공급 간 불일치로 빈집이 발

생할 수 있는 것이다(Keenan et al. 1999; Mallach 

2006). 주택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적은 경우 수요자

들은 주거 필터링을 통해 주택의 질을 높이게 되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은 주택들은 점차 방치된다

(Sternlieb et al. 1974; Accordino and Johnson 

2000). 만약 지역 주택 수요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다량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면 노후·불량 주택을 비

롯하여 시장성이 낮은 주택들은 빈집으로 전환될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일 지역을 넘어서도 발생한다. 

특정 지역의 시장 경쟁력이 낮다면 위치 제약을 받지 

않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빈집이 발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정책적 특성이 빈집 발생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특정 지역의 도시계획 또는 도시정책

은 해당 지역의 거주 선호와 주택 수요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준다. 특히, 신시가지 개발이나 정비구역 지정과 

Factors Level

Environmental
factor

Micro factor
Characteristics of sites and buildings Buildings

Physical characteristics Neighborhood

Macro fact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gionalReal-estate market

Policy

Individual factor
Owner's psychology and behavior

-
Residents' psychology and behavior

Table 1. drivers of housing vac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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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공정책은 구시가지의 공동화를 촉진하고 지역 

쇠퇴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빈집 발생과 밀접한 관

계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정책에 의한 택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도시 외곽에 대규

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성시가지의 거주민 

다수가 주거 편의가 높은 신시가지로 이주하였다. 인

구 및 경제 활동의 대규모 이동은 기성시가지의 쇠퇴

를 촉진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들이 방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김광중 2010; 한수경 2016). 또한, 공공기관

과 학교 시설 등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주거환경이 저하되어 영향을 

줄 수 있다(임유경‧임현성 2012). 

한편, 기성시가지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나 오히려 쇠퇴가 심화되고 빈

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비구역으

로 지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행

위 규제가 적용된다. 노후한 주택에 대한 수리나 신축

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이 장기간 지

연된다면 노후‧불량한 주택과 시설들이 방치되어 문

제가 심화될 수 있다(김광중 2010; 임유경‧임현성 

2012). 본 연구의 대상지와 같은 대도시 기성시가지에

서는 여러 정비구역이 인접하여 지정되는 경우가 많

다. 이중 일부 구역은 재정적인 문제나 낮은 개발 수요

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오히려 빈집 발생

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임유경‧임현성 2012).

2.1.3. 개인적 요인

빈집은 환경적 요인 외에도 소유주나 지역 주민 등 

개개인의 심리·행태에 영향을 받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여러 명 존재하거

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소유권 문제가 존재하

는 경우, 또는 소유자 사망 후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주택 활용이 제한된다. 또한, 소유자가 투

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후 해당 주택을 방치하거

나 주택 관리에 무관심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빈

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근린환

경의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Mallach 2006).

이 외에도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불편함을 

느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택함에 따라 빈집이 

증가할 수 있으며, 빈집으로 인해 악영향이 발생하여

도 주민들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면 상황이 개선

되지 않아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Greenberg 1990; 

Schilling 2002).

2.2. 선행연구 고찰

빈집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빈집 발생

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해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2~3년 동안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다. 앞서 이론 부분에서 살펴보았듯 빈집 발생

의 영향요인은 환경적 요인에서 개인적 요인에 이르

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서로 다른 공간 층위에서 영향

을 준다. 연구자들은 각자의 연구 논리에 따라 빈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되는 영향요인을 선별하고, 적

합한 공간 단위를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몇몇 연구자들은 건축물의 형태나 소유주의 특성이 

빈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개

별 주택 수준에서 분석을 시행하였다(Scafidi et al. 

1998; Hillier et al. 2003). Scafidi et al.(1998)은 뉴욕

시를 대상으로 주택 유형, 건축법 위반 여부, 주택 모

기지 여부, 과세현실화율 등의 주택 특성과 부채 비율, 

빈곤율 등의 소유주 특성이 빈집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으며, Hillier et al.(2003)은 우편수령 중

단, 수도·가스 중단 등의 기능적 방치, 주택가격, 세금 

연체, 압류 여부와 같은 경제적 방치, 인접 주택의 철

거 등이 주택의 물리적 방치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

았다.

개별 주택의 특성과 더불어 근린환경 특성이 빈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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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오상규 2018; 한수경 2018; 이다예 2019). 

이들은 건축물 및 부지 특성 외에도 근린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주택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박

정일·오상규(2018)는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개별 

주택의 면적·층수·노후도·구조와 더불어 정비구역 

여부, 인접 빈집 수, 지역의 인구변화율·노인인구 비

율·청년인구 비율·사업체 및 제조업 성장률 등이 빈

집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으며, 주택의 특성

과 정비구역 여부, 인접 빈집 수, 지역 인구성장률·노

인인구 비율의 영향이 유의함을 밝혔다. 또한, 한수경

(2018)은 익산시를 대상으로 필지 규모·형상·접도 여

부 등의 부지 특성과 과소필지 비율, 불량접도 비율, 

고령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의 근린환경 특

성이 빈집의 고착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필

지 규모와 접도 요건 등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내

었다. 이다예(2019)의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원도심

을 대상으로 개별 주택 부지의 특성과 근린환경 특성

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으며, 부지의 

규모·형상·접도 여부와 노인인구 비율, 공시지가, 지

가변화율, 노후주택 비율, 정비구역 여부, 인근 빈집 

여부 등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

리적 특성과 빈집 발생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

도 존재한다(Bassett et al. 2006; 노민지·유선종 

2016; 김성록·김두순 2018). 연구자들은 시군구 이상

의 공간 단위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Bassett et 

al.(2006)은 플린트 시 41개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변

화율과 흑인인구 비율 등의 인구 특성, 제조업 비율, 

실업률, 빈곤율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택가격, 임대

가격 등의 주택시장 특성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노민

지·유선종(2016)은 전국을 대상으로 가구증가율, 노

인인구 증가율, 종사자 비율 등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

택매매가격지수, 신규주택 비율, 노후주택 비율 등 주

택시장 특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성록·김두순

(2018)은 농촌을 대상으로 빈집 영향요인을 분석하였

고, 지역소멸지수와 노후주택 비율, 주택보급률, 주택

거래 비율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살

폈다.

최근에는 여러 공간 층위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

려 한 연구들도 시도되고 있다. Morckel(2013)은 영

스타운 시와 콜럼버스 시를 대상으로 근린의 사회경

제적 특성, 물리적 특성, 주택시장 특성, 젠트리피케이

션 특성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개

별 주택에 대한 근린환경의 영향을 보기 위해 2개 수

준(주택, 근린)으로 구성된 다층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들

의 영향이 유의하게 작용함을 보였다. Park(2019)은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빈집 발생에 대한 주택 특성(1

수준)과 행정동 수준 지역 특성(2수준)의 영향을 분석

하였으며, 주택 면적·층수·구조, 정비구역 여부, 주변 

빈집 수, 인구변화율, 노후주택 비율 등의 영향이 작용

함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빈집 발생에 영

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앞서 수행된 연구들은 미시적 주택 수

준 또는 거시적 지역 수준에서 평면적인 분석을 수행

하였기에 주택, 근린, 지역 수준의 요인별 영향을 종합

적으로 살피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Morckel 

(2013)과 Park(2019)이 개별 주택 특성과 지역 환경 

특성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두 수준으

로 공간 층위를 구분하여 다층분석을 수행하였지만, 

Morckel(2013)은 주택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Park 

(2019)은 개별 주택 및 행정동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

하여 근린 수준의 영향을 정확히 살피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2장 1절에서 다룬 다양한 환경적 요

인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는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의 기초

연구로서 환경적 요인의 영향에 관심을 가지며, 한편

으로는 개인의 심리나 행태를 변수화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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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개인적 요인을 분석 시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

에서는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층모형

을 구축하여 주택, 근린 차원의 미시적 요인과 지역 차

원의 거시적 요인 영향을 분리하여 분석한다. 또한, 기

존 선행연구와 달리 근린과 지역 수준을 명확히 구분

하고 각 수준별로 적정한 공간 분석 단위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3. 빈집 발생 영향요인 분석의 틀

3.1. 분석 방법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 시장·경제적 특

성, 정책적 특성, 물리적 특성 등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고, 이들이 서로 

다른 공간 층위에서 작용함을 고려하여 빈집 발생의 

영향요인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다층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수준은 개별 주택, 근린, 지역의 3가지

로 구분하였다. 1수준은 개별 주택 단위로서 건축물 

및 부지 특성의 영향, 2수준은 근린 단위로서 물리적 

근린환경의 영향과 정책적 특성의 영향, 3수준은 지역 

단위로서 지역의 인구·사회적 특성이나 시장·경제 특

성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설정하였다(Table 2 참조). 

정책적 결정은 거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정비사

업 시행과 같이 특정 구역에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 지

역 수준보다 근린 수준에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적

합하다고 판단되어 2수준에 포함시켰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 수준에 맞는 적정 규모의 분석 단위를 탐색하

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료 구축의 용이성도 함께 고려

하였다. 그 결과 1수준은 건축물, 2수준은 150m× 

150m 규모의 격자 구역(최대 200호의 주거용 건축물 

포함, 평균 450명 거주), 3수준은 행정동2)을 분석 단위

로 설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지자체에서 작성한 공·폐가 자료

Level
Unit of 
analysis

Factors

Level 1
Housing

buildings
(N=33,997)

 • Characteristics of sites and 
buildings

 - Area & shape of sites
 - Proximity to roads

▼

Level 2
Neighbor
-hood

150m×150m
Grid

(N=884)

 • Physical characteristics
 - Level of building deterioration
 - Road Infrastructure
 - Ge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 Policy
 - Designated urban renewal areas

▼

Level 3
Region

Dong
(Administrative

district)
(N=39)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Household changes
 - Population structure & Income

 • Real-estate market 
 - Land price
 - Supply of new houses

Table 2. Level and unit of analysis

(2017), 연속지적도(2017),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자

료(2014, 2017), 도로명주소 전자지도(2017), 건축물

대장 건축물 자료(2017), 수치지형도(2017), 부동산종

합공부시스템 정비구역 자료(2017), 인구총조사 자료

(2005, 2015)를 상호 연계·활용하여 구축하였다. 먼

저, PNU 코드를 토대로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의 건축

물 정보와 도로 정보,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정보, 개별

공시지가 토지특성 자료의 부지 정보를 연계하여 1수

준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격자 단위로 집계하

고 수치지형도 기반의 지형 정보와 정비구역 정보를 

추가하여 2수준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인구

총조사 자료와 건축물대장 자료를 행정동 단위로 정

리하여 3수준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3.2. 분석 모형 구축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은 하위 분석 단위가 

그보다 상위 수준의 분석 단위에 포섭되어 있는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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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조의 자료를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모형

이며, 위계 모형(hierarchical model)이라고도 불린다

(이희연·노승철 2012). 앞서 설명하였듯 빈집은 개별 

주택 수준의 영향 외에도 그가 속한 근린환경의 영향

이나 지역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생된다. 이처럼 계층

적 구조를 갖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경우 하

나의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한다면 각각의 영향력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영향

을 보기 위해 해당 특성을 각 지역에 속한 개개인에게 

부여한다면 동일 지역에 속한 분석 대상끼리 자기상

관성을 갖게 되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이런 이유

로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이희연·노승철 2012; 손철·

나카야 토모키 201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향

요인별로 위계를 구분하고 각 수준별 영향을 통제하

여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 가능한 통계

모형이 다층모형이다. 다층모형은 여러 분석 단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계 모형에 비해 정확한 

결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종속변수의 분산을 수준별

로 산출할 수 있어 각 수준별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는 이점을 갖는다(이희연·노승철 2012).

본 연구는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속변수가 개별 주택의 

빈집 여부(빈집 = 1; 빈집 아님 = 0)이고, 이산변수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형의 다층모형이 

아닌 로짓 연계 함수를 적용한 다층로짓모형(multi- 

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주택, 근린, 지역의 세 가지 

공간 층위를 고려하여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

경적 요인을 분석하려 하므로 3수준으로 구성된 다층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3수준 다층로짓모

형의 수식 구조를 수준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수준>

  log

    

  



 

: 1수준 추정계수, : 1수준 설명변수

<2수준>

    
  



  ,  ∼  
 

: 2수준 추정계수, : 2수준 설명변수

: 2수준 임의효과

<3수준>

    
  



  ,  ∼  
 

 : 3수준 추정계수, : 3수준 설명변수

: 3수준 임의효과

다층분석을 수행할 때는 가장 먼저 기초모형인 무

제약모형을 구축하여 다층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무제약모형은 설명변수 없이 종속변수만을 투입한 모

형으로 표본 전체의 평균과 각 수준별 오차항으로만 

구성된다. 여기서 오차항의 합은 종속변수의 총 분산

을 나타내며, 각 수준별 오차항의 비율을 계산하여 집

단 내 상관(intra-class correlation; ICC)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수치가 크다는 것은 특정 수준의 설명력이 

높고, 수준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의미

한다. 3수준 다층로짓모형에서 집단 내 상관 값을 구

하는 식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5%가 넘어야 

다층모형을 사용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3수준 집단 내 상관(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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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준 집단 내 상관(ICC)>

 
  

  





: 2수준 오차항 분산, 

 : 3수준 오차항 분산

무제약모형을 통해 집단 내 상관 값을 확인한 후에

는 1수준, 2수준, 3수준 설명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여 

모형을 확장시키고 적합성을 확인한다. 또한, 설명변

수 계수(기울기)가 집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고정효과

(fixed effect)를 가정할 것인지, 집단별로 달라지는 

임의효과(random effect)를 가정할 것인지를 선택하

여 가장 적절한 모형을 구축하도록 한다. 전자는 임의

절편모형, 후자는 임의계수모형에 해당한다. 본 연구

에서는 2수준과 3수준 계수의 고정효과를 가정한 임

의절편모형을 추정하였으며, HLM 8을 사용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3.3. 분석 변수 선정

모형에 투입할 변수들은 2장 1절에서 다룬 영향요

인들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이다예(2019)의 연구

에서 활용한 분석 변수를 각 수준에 맞춰 재조정하고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종속변수

는 개별 주택의 빈집 여부로 설정하였다. 빈집인 경우 

1, 빈집이 아닌 경우 0인 이항의 형태를 취한다.

설명변수는 분석 모형에 맞춰 3가지 수준으로 구분

하여 선정하였다. 1수준 개별 주택 단위에서는 건축물

과 부지의 특성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부지의 여건을 나타내는 과소필지 여

부, 부정형필지 여부, 접도불량필지 여부를 선정하였

으며, 건축물로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4m 도로까지의 

근접성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부지의 면적이 작고 형

태가 불규칙하여 활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통행이 어

렵다면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2수준 근린 단위에서는 주택 노후 수준이나 기반시

설의 수준, 지형적 여건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근린의 물리적 특성 

변수로 노후주택 비율, 폭 4m 미만 도로율, 경사도를 

선정하였다. 노후주택 비중이 높거나 도로 시설이 열

악하다면 해당 근린에 대한 선호가 낮아져 빈집이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높은 경사로 인해 주택의 활용성

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빈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정책적 특성에 의해 빈집 

발생이 촉진될 수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의 영향은 근

린 수준의 소규모 공간 범위에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정비구역 주택 비율도 2수준 변수로 선정하였다. 정비

구역은 건축물이나 기반시설이 노후·불량하여 물리

적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되므로 물리적 환경 특

성을 보여주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인천광역시 원도

심에는 2017년 기준 총 48개의 정비구역이 분포한다. 

정비구역은 격자구역과 공간적 범위가 일치하지 않으

므로 정비구역에 속하는 주택 비율을 측정하였다.

3수준 지역 단위에서는 인구·사회 특성과 시장·경

제 특성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거

시적 요인들의 영향은 개별 주택이나 근린 수준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대응 시에도 지역 차원의 접근이 필

요하므로 행정동 단위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인구·

사회 특성 변수로는 가구변화율과 독거노인 가구 비

율을 선정하였다. 빈집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인

구감소인 만큼 인구 변화가 빈집 발생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추측된다. 다만 주택 수요는 인구가 아닌 가구 단

위로 이루어지므로 가구변화율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신체

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비율도 변수로 선

정하였다. 독거노인 비율은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변

수로 자주 활용된다(이희연·안은경 2016). 한편, 시

장·경제 특성 변수로는 공지시가, 지가변화율, 신규주

택 면적 비율을 선정하였다. 공시지가가 높고, 지가가 

상승하며, 신규주택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역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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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높고 시장에 활력이 있음을 보여주므로 빈집 발

생 가능성을 낮추는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량만 

늘리는 것은 빈집 발생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규주택 면적 비율의 영향이 예

상과는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정된 설명변수는 <Table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총 

13개이며,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4. 빈집 발생 영향요인 분석 결과

4.1. 모형의 적합성 및 설명력

다층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설명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무제약모형에서 2수준 오차항 

분산이 약 1.237, 3수준 오차항 분산은 약 1.490으로 

산출되었다(Table 5 참조). 2, 3수준의 집단 내 상관

(ICC)이 0.453으로 도출되어 2수준(근린)과 3수준(지

역)의 영향력이 약 45.3% 정도로 높음을 알 수 있으며, 

3수준의 집단 내 상관은 0.248로서 빈집 발생에 대한 

Variables Unit Descriptions

Dependent variable Vacant housing - 1: Vacant housing,   0: Not vacant housing

Level
1

Characteristics 
of 

sites and
buildings

Small site -
1: Area of the total site is less than or equal to 90㎡ 
0: Area of the total site is more than 90㎡ 

Irregular shaped site -
1: Irregular shaped site
0: Regular shaped site

Abuts on roads, where 
vehicles cannot access

-
1: Abuts on roads, where vehicles cannot access
0: Abuts on roads, where vehicles can access

Proximity to major roads m
Distance between a building’s centroid and the roads whose
width is more than 4 meters

Level
2

Physical 
Characteristics

Ratio of 
deteriorated house

%
Number of houses over 30 years of age 
/ Total number of houses × 100

Ratio of narrow road %
The lengths of roads whose width is less than  4 meters  
/ Total length of roads × 100

Slope ° Median degree of slope angle

Policy
Ratio of houses 

in designated urban 
renewal area

%
Number of houses in the designated urban renewal area 
/ Total number of houses × 100

Level
3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nge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

(Number of households in 2015  - number of households in
2005)/number of households in 2005

Ratio of the elderly 
living alone

%
Number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a region 
/ Number of households in a region × 100 

Real-estate
market 

Land price - ln (Median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of building sites)

Changes in land price %
Changes in the median of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between 2014 and 2017

Ratio of new houses %
Sum of gross floor area of new houses(approved to use last
5 years) / Sum of gross floor area × 100

Table 3. Variable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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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준(지역)의 영향력이 24.8%로 매우 높음을 확인하

였다. 이는 빈집 발생에 있어서 근린과 지역 수준의 영

향이 크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동시에 다층

모형의 사용이 적합함을 입증하여 준다.

무제약모형에 1수준, 2수준, 3수준 변수를 차례로 

추가는 과정에서 2수준 오차항 분산과 3수준 오차항 

분산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1수준에서 3수준 설명변수까지 모두 투

입한 최종 모형에서는 2수준 오차항 분산이 1.066, 3

수준 오차항 분산이 0.391로 무제약모형에 비해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2수준 분산은 13.8% 정도 감소하였

으며, 3수준 분산은 73.8% 정도 감소하였다. 여기서 

분산 감소량은 곧 투입한 변수들의 설명력을 의미한

다. 또한, 최종 모형인 3수준 임의절편모형에서는 1수

준의 도로 근접성, 2수준의 노후주택 비율과 폭 4m 미

만 도로율, 3수준의 가구변화율을 제외한 변수들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추정 결과

3수준 설명변수까지 모두 투입한 임의절편모형의 

추정 결과(Table 5 참조)를 토대로 각각의 변수들이 

빈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수준 개별 주택 단위에서는 과소필지와 부정형필

지, 접도불량필지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필지가 작거나 부정형이거나 차량 진입

이 어려울 정도로 접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주택이 빈

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 부지의 규모

가 작아 충분한 활용이 어렵고, 부지의 형상이 불규칙

하거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경우 토지의 유효 활용에 

Variables Freq. (mean) percent (SD)

Dependent variable Vacant housing
1 1,177 1 3.46

0 32,820 0 96.54

Level
1

Characteristics 
of 

sites and
buildings

Small site
1 9,348 1 27.50

0 24,649 0 72.50

Irregular shaped site
1 3,199 1 9.41

0 30,798 0 90.59

Abuts on roads, where vehicles 
cannot access

1 10,890 1 32.03

0 23,107 0 67.97

Proximity to major roads 18.97 12.85

Level
2

Physical 
Characteristics

Ratio of deteriorated house 68.70 27.56

Ratio of narrow road 31.57 21.33

Slope 3.21 3.11

Policy
Ratio of houses 

in designated urban renewal area
20.97 37.78

Level
3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nge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10.42 25.76

Ratio of the elderly living alone 7.87 2.99

Real-estate
market 

Land price 13.82 0.14

Changes in land price 6.46 3.39

Ratio of new houses 7.07 10.51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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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빈집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접도불량필지

의 영향은 과소필지나 부정형필지의 영향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나 부지로의 차량 접근성이 빈집 발생과 가

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로 근

접성 변수의 경우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2수준 근린 단위에서는 경사도가 높고, 정비구역 주

택 비중이 높을수록 주택이 빈집으로 전환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가 높으면 접근성이 떨

어져 해당 근린의 선호가 낮아지게 된다. 즉, 근린 차

원의 지형적 열악함이 빈집 발생의 가능성을 높인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비구역에 속한 주택 비율이 높

은 것은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열악함을 대변하는 동

Variables Null model

Random intercept model

Level-1
variables

Level-1, 2
variables

Level-1, 2, 3
variables

Fixed-effect

Intercept -4.175*** -4.697*** -4.753*** -4.809***

1
level

Small site 0.528*** 0.527*** 0.517***

Irregular shaped site 0.409*** 0.398*** 0.391***

Abuts on roads, where vehicles cannot 
access

0.812*** 0.803*** 0.789***

Proximity to major roads -0.001 -0.001 -0.000

2
level

Ratio of deteriorated house 0.001 0.001

Ratio of narrow road 0.001 0.001

Slope 0.073*** 0.074***

Ratio of houses in designated urban 
renewal area

0.007*** 0.007***

3
level

Change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0.008

Ratio of the elderly living alone 0.173**

Land price -2.606*

Changes in land price -0.113*

Ratio of new houses 0.042***

Random-effect

Level-2 variance 1.237*** 1.082*** 1.034*** 1.066***

Level-3 variance 1.490*** 1.006*** 0.993*** 0.391***

Level-2, 3 ICC 0.453

Level-3 ICC 0.248

Note :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 5% and 10%. 

Table 5. Results of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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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주택 수리 또는 신축에 제약이 작용함을 의미하

므로 이 역시 빈집 발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

히, 연구 대상지 내의 정비구역들은 사업성 부족 등으

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는 점에서 제약이 강

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노후주택 비율과 폭 

4m 미만 도로율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주택 비율 변수의 경우 대상지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 대부분이 노후하였기에 그로 

인한 영향이 변별력 있게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되며, 대상지 내에 도로로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곳도 

다수 분포한다는 점에서 폭 4m 미만 도로율의 영향 

역시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수준 행정동 단위에서는 독거노인 가구 비율과 신

규주택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공시지가가 낮고 지가

가 감소할수록 주택의 빈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빈집 발

생 확률이 높다는 것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높으면 빈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취약

계층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을 관리하거

나 환경을 개선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는 노인 비중이 

높고 빈곤이 집중된 지역에서 빈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공

시지가와 지가변화율은 지역 주택의 시장성을 보여주

는 지표이며, 이는 곧 해당 지역의 매력도 또는 거주 

수요를 나타내어 준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높고 지가

가 상승한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빈집 발생 확률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규주택 면적 비율의 계수

는 예상과 달리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

요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량만 늘어난

다면 주택 필터링 과정에서 선호가 낮은 주택이 선택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주

택 면적이 증가하면 빈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 가구변화율의 

경우 빈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독주택이라는 하나의 주택 유

형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가구가 

증가하더라도 단독주택을 선호하지 않으면 빈집은 지

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가구의 

변화와 단독주택 수요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성립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빈집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국가

와 지자체 차원에서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하고 있다. 지역의 빈집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

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

이 우선되어야 한다. 빈집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밝힌 

후에 그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다루어왔던 

빈집 발생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고, 인천광역시 원도심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빈집 발

생의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

히, 주택, 근린, 지역 등 다양한 공간 층위에서 발생하

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층모형을 구

축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계층적 데이터를 하나의 

수준에서 분석하였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집중하였다.

분석 결과 1수준 주택 단위에서 부지의 규모, 형상, 

접도 여부가 빈집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2수준 근린 단위에서 경사와 정비구역 지정의 

영향이 작용함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3수준 지역 

단위에서는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빈집 발생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취약성

이 빈집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입증하였고, 공시

지가, 지가변화율, 신규주택 비율 등 지역의 주택시장 

여건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내용에 기초하여 빈집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지역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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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택, 근린, 지역 차원의 공간 범

위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근린환경이나 지역환경이 양호하다면 개별 빈

집의 정비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

다. 그러나 여러 공간 층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빈집이 발생한 것이라면 문제 해소를 위해 개별 

주택의 여건을 개선하고, 근린환경을 정비하며, 지역 

차원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등 다차원적 

대응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지역 전

체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물리적 여건이 열악한 특정 근

린을 선별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동시

에 이와 별개로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역 내 

노후·불량한 주택들을 대상으로 정비지원 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다. 이다예(2019)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듯

이 특정 근린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면 빈집이 해당 

근린에 밀집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근린을 대상으로 새뜰마을사업이나 빈집밀집구

역 재생사업 또는 지역 자체사업 등을 시행하여 빈집 

정비와 환경개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물리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

역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및 주택·지역 관리 관련 교육

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빈집문제에 대

한 대응 정책을 마련할 때는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문제 해소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나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등을 시행할 때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철저한 문제 진단 과정

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지정이나 신규주택 공급 등 정

책 결정에 따른 빈집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연구 

분석 결과 정비구역 주택 비율과 신규주택 면적 비율

이 빈집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정비구역 지정은 그 자체로 

빈집 발생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므로 이러

한 정책 결정은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이전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이 드물고, 이미 정비구역

이 지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쇠퇴지역에서의 사업 진

행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구역 해제를 통해 빈집의 추가 

발생을 막거나, 해제가 어렵다면 정비구역 내에서의 

실효성 있는 빈집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

다.  또한,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빈집 발생을 촉발하는 부작용

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신규주택 공급 역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지역의 환경 개선이 목적이라면 주택 또는 

기반시설 정비에 초점을 두거나 소규모 주택 정비 수

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빈집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빈집이 증가하는 상황

을 만드는 것은 모순적이므로 부작용이 없도록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진행 중인 

정책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집중하였으나 연구 대상 설정

과 분석 변수 선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

다. 먼저, 연구에서는 단독주택 빈집만을 대상으로 분

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한 빈

집 발생 요인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향후 아파트와 다

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며, 주택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

요한지 검증하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더욱 다양한 요인들의 영

향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주택의 구조나 무

허가 여부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이 외에도 근린의 물

리적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여 

근린 수준의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러

한 한계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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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빈집 발생의 영향요인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을 대상으

로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지역에 따

른 영향 차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1. 본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주택 중에서도 
노후･불량하고 위해 수준이 높아 대응이 필요한 주택
만을 ‘빈집’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지자체 공·폐가 자료를 토대로 단독주택 빈집을 산정
하였을 때 대상지 내에는 1,090호의 빈집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2. 인천광역시 원도심(중구, 동구, 미추홀구)은 총 40개
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구에서는 연안동
을 제외한 39개 행정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천항
이 위치한 연안동은 주거 기능이 약하고 빈집이 분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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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빈집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위해서는 빈집 발생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
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원도심을 대상으로 빈집 발생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주택, 근린 차원의 미시적 환경과 지역 차원의 거시적 환경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집중하
였다. 분석에 앞서 문헌 고찰을 통해 빈집 발생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탐색하였으며, 주택(1수준), 근린
(2수준), 지역(3수준) 3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구축하고 분석을 수행하
였다. 분석 결과 주택 부지의 규모, 형상, 접도 여부가 빈집 발생과 밀접하며, 근린 내 경사도와 정비구
역 지정의 영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거노인 가구 비율과 공시지가, 지가변화율, 신규
주택 비율 등 지역 수준의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 부지와 근린환경의 물
리적 열악함,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빈집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집문제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신규주택 공급 등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빈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빈집, 영향요인, 다층모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인천광역시 원도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