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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시 쪽방 집지역의 주거환경 문제   주거환경이 주민들의 사회  배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GIS(지리정보시스템)기반 커뮤니티매핑  주민 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지역주민들의 지리정

보  기타 속성을 지도화한 결과, 여성과 고령자가 심지역에 집하는 상이 나타났으며 2009년과 2016

년의 자료비교를 통해 빈곤 집지역이 다소 분산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 이 지역의 실내외 모

습을 담은 252장의 사진을 상으로 의미단 별 유목화, 범주화 작업을 실시, 주거환경문제를 미 - 생, 

소-주택기능미비, 안 -사생활노출, 낙인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 다. 사진자료를 통한 커뮤니티매핑실

시 결과 이 지역이 4곳의 구역으로 구분되며 주택형태, 주거형성의 역사, 비빈곤지역과의 면, 폐쇄와 

개방 등의 특징으로 주거문제가 달라진다는 을 발견하 다.  주민 상 설문조사를 실시, 구역별로 일자

리참가여부, 이웃만족도, 낙인, 사회  배제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

과, 주거만족도가 사회  배제에 가장 큰 요인임이 드러났다. GIS기반의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이 지역에 

한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구체  근과 문제별 응이 이루어질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 중심어 :∣쪽방밀집지역∣사회적 배제∣커뮤니티매핑∣GIS∣도시재생사업∣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residential and neighboring environment on the residents’ 
social exclusion in Daejeon Chokbangchon, the city’s slum area. Based on GIS methodology with 
residents’ addresses and other characteristics, this study finds out the feminization and the 
ageing trends in the central part of this area. Besides, longitudinal data between 2007 to 2016 
shows this area’s depopulation resulting in people’s spread into other parts of the city. This study 
took pictures of 252 images of in the streets and indoors, analysed them and defined the problems 
of residential and neighboring environment. According to this picture analysis, the predicaments 
of this area was categorized into 4 types such as appearance-hygiene, narrowness-lack of 
residential functions, safety-privacy violation and stigma. This area ranging 1 km from north to 
south adjacent with Daejeon railway station was divided into 4 sections with different main 
problems. The follow-up survey for residents living in each section showed each section was 
different in work state, neighbor satisfaction, stigma and social exclusion. Finally, residential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affecting factor on social ex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government’s housing policy on this area to be more 
enthusiastic and specific to cope with each problems of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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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제성장의 둔화  고령화, 고용불안, 가족 유  약

화 등 다양한 사회 , 개인  기에 따라 우리 사회에

서 빈곤에 한 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과거의 빈

곤 담론이 소득과 소비에 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빈곤의 원인이나 상을 다차원 인 것으로 보고 있다. 

빈곤은 다양한 원인이 첩돼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

며 빈곤의 양상 역시 소득이 부족한 차원을 넘어서 주

거,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역에서의 결핍이 상

호작용하며 심화하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1]. 빈곤계

층은 소득뿐 아니라 주거, 의료서비스나 교육, 여가활동

에서 배제돼 있을 뿐 아니라 심리 , 계 배제 등 다차

원 인 결핍을 경험하고 있어[2] 빈곤 연구에서도 새로

운 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빈곤에 

을 맞추어 주거환경이 주민의 사회  배제를 심화

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거는 휴식과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삶의 그릇이며 자아정체성을 일구어가는 

장소이기도 하다. 한 주거 공간은 생활양식, 사회  

지 의 표시 등 다양한 역할을 해 왔다는 측면에서 주

거빈곤은 빈곤의 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도시의 높은 임 료. 기· 수도· 열비 등 주거운

비용의 부족으로 제 로 된 주거공간을 갖지 못한 사

람믈은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렴주

거로 몰려들면서 빈곤의 지역화를 이루고 있다. 재 

표 인 주거빈곤으로 쪽방을 들 수 있다. 쪽방은 

1997년 IMF사태이후 거리로 려난 도시빈곤계층이 

노숙 직  는 노숙의 안으로 선택한 장소이다. 서

울, 부산, 구,  등 도시 철도역 심으로 형성된 

쪽방은 노후한 건물과 어른이 겨우 울 정도의 소한 

공간, 취사·세면시설의 부재 등 주거공간으로 매우 부

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렴한 임 료와 일용노

동 일자리 정보, 이동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 도시빈민

계층이 모여들면서 표 인 주거빈곤지역으로 자리잡

아왔다[3]. 쪽방은 기존의 주거빈곤지역인 달동네나 

자 과는 다른 형태의 발 을 이루어 왔다. 달동네, 

자 이 시골을 떠나 도시에 자리를 잡은 빈곤계층이 

가족 심의 주거를 이루는 것과는 달리 쪽방은 가족이 

없는 성인남성 노동자들이 노숙의 안으로서 선택한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다[4]. 이들은 교육수 이 낮으며 

수 자 비율이 높고 일을 하지 않는 비율 한 높다. 특

히 본 연구의 상지역인 시 쪽방 집지역의 경우 

수 자 비율이 매우 높으며, 장기거주 주민들이 고령화

하면서 60  이상이 체 주민의 52.4%(50  포함하면 

87.2%)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다[5]. 

형성배경과 거주자들의 특징들을 살펴볼 때 쪽방 지

역의 빈곤계층은 단순히 주거와 소득의 빈곤뿐 아니라 

건강  장애, 가족해체, 사회  지지망 결여 등 다차원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이 쪽방지역은 최근 건물 

노후화, 지역 낙후, 거주민 고령화로 인한 안  문제 등 

복합 인 주거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철도역을 

심으로 자리 잡은 이 지역은 과거 윤락지역으로 기능

했던 역사가 있으며 이로 인한 낙인은 재에까지 지속

되고 있다. 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무료 식은 이 

지역에 한 빈곤 낙인효과를 주는데 이러한 낙인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과 이 곳을 지나치는 철도역 이용객

들과의 괴리감은 더욱 심해지며 주민들의 공간 , 사회

 배제를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미 , 주택기능 미비, 낙인 등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주거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 응에 부정  향을 미치며, 사회  계망의 부

재, 정보의 부족 등 다양한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 

주거빈곤을 다루었던 많은 연구들은 빈곤한 지역에 

모여 사는 주민들은 빈곤과 의존을 당연시 여기며 이 

지역의 일자리 부족, 정보통신기술의 부족 등 사회경제

 환경은 이들의 빈곤탈피 노력을 방훼하는 요소로 작

용한다는 을 지 하고 있다[6]. 이처럼 지리공간  특

성이 주민들에게 부정  향을 미치는 것이 빈곤의 근

린효과 는 이웃효과이다[7]. 빈곤의 이웃효과를 살펴

보는 것은 빈곤문제에는 사회경제  요인 이외에도 공

간· 환경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드러내

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 쪽방지역 주민들을 상

으로 주거환경이 거주민의 사회  배제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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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쪽방 집지역은 원도심 도시재개발사업 상

지인데 이 은 주거로써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는 쪽

방 집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다른 갈등을 던

져 주고 있다. 노후해 붕괴의 험이 있는 건물, 주택법

이 정한 최 주거기 (1인당 12㎡)에 훨씬 못 미치는 

주거환경, 생·화재·방범의 험 등 주거지로서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는 이 지역에 해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건물주의 이익만

을 고려한 철거와 규모아 트 단지의 건설 등 일

인 재개발사업은 이 곳에 정주한 주민들에게서 삶의 터

을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다.  

쪽방 집지역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거만족도가 

높은 삶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랜 기간 이 지역

에 거주하면서 주민들끼리의 계망이 형성된 데다 무

료 식소, 무료의료센터, 쪽방상담소, 노숙인지원센터 

등 지지  사회복지시설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등 

이 곳은 도시빈민들의 삶을 보듬어온 주거공간이자 지

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8][9]. 2007년 

건교부 조사에서 쪽방거주민의 66.3%가 지속거주 의사

를 밝혔으며 복지재단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시 쪽방 집지역 주민들의 64.2%가 쪽방생활에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부의 빈곤층 상 

주거정책인 임 주택사업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

거환경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함에도 자신의 삶의 

터 인 쪽방 집지역을 떠나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외

면으로 의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10]. 이에 

최근에는 단순히 물리  환경의 개선에만 주력하는 도

시재개발 신 주민들의 주거지역 개선과 지역발 을 

병행하는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시 역시 쪽방지역에 한 환경 개선  지역 

개발의 형태에 해 고민이 필요한 시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 쪽방 집지역의 주거환

경  도시공간의 문제 이 주민들의 사회  배제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래의 연구 목  이외에

도 주민들의 이웃 계, 주거만족도 등을 살펴 으로써 

향후 시의 정책입안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

할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배제를 공간 으로 이해하기 

한 연구방법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고자 

한다. GIS는 다양한 형태의 기존 정보에 지리정보를 통

합, 공간 정보화함으로써 지도  이미지 등의 자료를 

생성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다. 이 게 생성된 시각  

자료는 연구자의 통찰에 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인간의 삶은 공간과 분리될 수 없다. 공간은 사람들의 

꿈과 땀을 담아내는 그릇인데 이러한 공간정보에 인문·

사회  통찰을 더함으로써 지리정보의 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최근 나타나는 GIS의 연구 확장이다. 

본 연구는 도시빈민들의 인 정보와 주거환경 특성을 

공간정보로 환하는 한편 쪽방 집지역의 문제 을 

사진으로 포착하고 이를 커뮤니티매핑으로 표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직 이며 구체 으로 

악하고자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주민들의 속성  사회  배

제 정도를 통해 주거환경이 사회  배제에 미치는 향

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GIS를 활용한 본 연구

는 주거 환경 차이에 따른 빈곤  빈곤요인, 사회  배

제 양상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  개입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 쪽방지역의 주거 문제  주민 특성을 

GIS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쪽방 집지역의 주거 공간 문제를 사진으로 

고 이를 분류하여 커뮤니티매핑으로 표 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쪽방 집지역의 주거환경 문제를 이해

하고자 한다. 

셋째, 쪽방 집 지역 주민들의 속성  사회  배제, 

계망, 낙인 특성을 살펴보고 주거환경이 쪽방주민의 

사회  배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쪽방 실태 및 쪽방 관련 연구

쪽방은 ‘방을 쪼개 여러 개의 방으로 만든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도시 철도역이나 번화한 상업지역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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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11] 정부가 정한 1인가구의 최 주거면

12m
2(3.6평)에 미치기는 커녕 어른이 발 뻗고 눕기에도 

비좁을 정도의 소한 방 면 , 부엌이나 세면시설이 

없거나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 등 주거로서의 기능이 

미비한 주거를 지칭한다[12]. 쪽방이 집한 서울, , 

부산역 인  지역은 과거 집창 으로 이용되었거나 

1970년  이후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시거주지로 이용

돼왔으며 통 인 임 차 유형인 세, 월세와  

다른 ‘일세’의 형태로 운 되는 경우가 많고, 월세의 경

우에도 보증 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자는 

체로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

며 소득이 낮은 도시의 최빈곤층이고, 특히 가족을 구

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은 쪽방이 과거 빈

민 을 표해 왔던 달동네,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성격

을 가진 도시빈민 주거지역이라는 을 알 수 있다. 한

편 쪽방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IMF이후 집과 일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노숙의 안으로 쪽방을 거주지

로 선택, 도시빈민의 렴주거로 자리잡으면서 부터이

다. 쪽방지역 안이나 주변에는 여 , 여인숙 등 숙박시

설이 많은데 이런 시설들  일부는 쪽방과 마찬가지 

기능을 함으로써 최근에는 장기투숙 여인숙과 쪽방의 

구분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13]. 

국 인 쪽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재 쪽방은 서울

의 4개 지역과 부산, , 구 등지에 분포해 있으며 

가장 최근 발표 자료인 2009년 자료에 따르면 국의 

쪽방 규모는 7,611개로 악되고 있다[14]. 

쪽방지역에 한 조사나 연구로는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 2000년 국의 쪽방 집지역을 상으로 한 실태 

조사가 표 이다. 이후 지역별 실태조사와 물리  주

거시설의 열악함에 주목한 기술 , 탐색  연구

[4][12][15], 쪽방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 실태조사

[16][17], 쪽방지역 주민들의 노동, 복지자원 활용정도

나 사회  계망을 살펴본 연구[18][19]들이 차례로 소

개되는 등 쪽방지역에 한 연구는 수 으로 풍부한 편

이다. 

이밖에도 지역 쪽방주민과 쉼터 노숙인을 상

으로 쪽방지역 주민들의 속성이 심리  안녕감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본 연구[20]와 서울시 남 문로 등포 

쪽방 거주자의 사회  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의 계를 

연구한 연구[8]등 지역별 쪽방주민들의 심리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한편 쪽방지역의 사회  배제와 련한 연구로는 

계, 다차원  결핍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배제는 생계유지와 기본  욕구충족을 

한 재화  서비스의 부족뿐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역에 걸친 결핍 상을 지칭한다. 이러

한 배제를 야기하는 요인은 복합 이고 변동이 심하며 

상호작용하면서 층 이다[21]. 한 사회  배제는 

사회  자원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지지  연

결망에 주목을 한다. 

쪽방지역내 거주자 간의 네트워크 는 사회  연결

망을 살펴본 연구[22][23]들은 주민들 사이에 매우 강한 

연 가 형성돼 있음을 알려 다. 이들은 사회  배제와 

낙인 등으로 인해 외부에 한 개심을 강하게 드러내

며 내부 으로 독특한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

다. 쪽방 사람들끼리 우리세상을 인식하고 그 외의 공

간을 밖으로 규정하고 있다[22]. 서울 동자동을 상으

로 한 연구[9]에서 쪽방은 ‘사생활과 공동생활이 모호할 

수 밖에 없는 공간’이지만 서로를 보살펴 주며 주민들

간의 유 감이 강화되는 특성이 발견된다.  지역의 

쪽방을 상으로 한 연구[18]에서는 쪽방주민들의 계

는 쉽게 깨질 수 있으며 행동으로 나타나는 친 도는 

높지만 정서  유 가 약하다는 측면에서 ‘가벼움’을, 

계의 범 는 좁은 데 그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

들과 서로 다른 계를 형성 유지하는 경향을 ‘다 성’, 

쪽방 거주자들이 서로 자극이 될 만한 동기를 주고받지 

못하는 계의 한계를 ‘공존의 그늘’로 악하 다. 이

와 같이 쪽방주민들의 생활경험과 계  특성을 살펴

본 선행 연구들은 그 수가 지 않으나 주로 인터뷰, 

찰 등 정성  연구에 의지하는 한계가 있다.

2. 빈곤 및 사회적 배제에 대한 공간분석 선행연구

쪽방 집지역과 같은 슬럼의 형성은 빈곤계층을 비

빈곤계층과 공간 으로 분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빈

곤계층의 지역  고립은 사회문화  단 로 이어지며, 

이들의 사회  배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낙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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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서비스, 높은 범죄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고

립, 제한된 사회 계망, 고용이나 건강 악화 같은 어려

움을 겪게 된다[24][25]. 빈곤한 동네의 경우 학교, 도서

, 문화센터  우수한 교사등과 같은 서비스나 로

그램등이 부재하거나 상 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게 

되면서 주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자신의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치 , 사회  기회를 빼앗기

게 된다. 한 사회  통제의 약화와 자원 부족이 결합

하면서 교화되지 못한 행동이나 범죄로 특징지어지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

의 불신감은 더욱 조장되며 자신들이 주류사회로부터 

방치 다고 생각할 수 있다[26]. 이로 인해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애착을 갖지 못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

제든지 떠나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 

한편 빈곤층의 공간집 상은 이들에 한 일반인

들의 부정  가치  태도를 강화시키고 부정  편견을 

갖게 하는 등 나쁜 향을 미치게 된다[27][28]. 따라서 

주거취약문제는 주거빈곤이라는 단일 차원 문제가 아

니라 사회 계 단 과 사회문화 , 심리  소외가 함께 

발생하는 다차원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서의 연구로는 빈곤이나 실업의 공간  

집 이 정치  효능감, 직업에 한 기 , 아동발달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향을 밝힌 연구들[29-32]

과 빈곤층 분포지역 분석이나 빈곤층에 제공되는 서비

스의 불균등 분포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33][34][26].

한편 빈곤한 동네의 사회  자본 형성과 련된 연구

도 다수 있다. 지역주민들 사이의 신뢰, 상호호혜의 규

범등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형

태의 사회  자본이 될 수 있는데[35][36] 빈곤동네의 

공간  집 은 이러한 사회자본의 형성과 련해 부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 사회자본과 

련해 동네효과를 확인한 연구로는 시 52개 동네를 

상으로 이웃과의 비공식  유 , 동네주민조직 참여, 

이웃에 한 신뢰 등 세 가지 차원의 사회자본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수 자 가구비율에 기

한 동네의 사회경제  지 가 지역공동체 의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이밖에 지역사회가 

갖는 집합  특성이 주민의 우울증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37], 마을형성의 유래와 주거형태의 개방성이 마

을에 한 애착 형성, 결속형 사회  자본(내부유 를 

의미)에 정  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본 연구[38]등

이 있다. 

지역 특성이 사회  자본에 미치는 향에 해 일반

 연구와 다른 결론을 끌어낸 연구들도 있다. 부산시 

203개 동 가운데 빈곤지역과 비빈곤지역을 선택, 분석

한 연구에서는 주거형태와 지역사회기반시설은 사회  

자본에 미치는 향이 으며 오히려 주민의 개인  특

성이 신뢰에 향을 주는 것을 나타났다[39]. 구임

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과 사회  지원망을 연구한 다

른 연구에서는 구임 주택으로 입주한 뒤 거주공간

의 물리  향상은 있었지만 반사회  행동이 증가하고 

유 감 약화로 주민의 불안감이 고조 다는 결과를 제

시했다[40]. 한 쪽방주민들은 물리  환경에 해서

는 불편하고 열악하다고 표 하나 정서  측면에서는 

편히 쉴 수 있고 정이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9]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 정책과 련해서는 기에는 쪽방을 없애고 공

공임 주택으로의 이주를 정책 안으로 제시한 연구

[3][8][41]등이 많으나 최근 쪽방주민들의 내부 연결망

에 주목한 연구들은 단순 이주 정책의 한계를 지 하고 

있다.   

연구방법론 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빈곤지역의 이

웃효과에 한 많은 연구들은 질  연구가 부분이며 

정량  연구의 경우에도 통계분석을 활용한 정도이다. 

공간의 빈곤 심화  사회  배제효과를 공간 그 자체

에 을 맞춘, 지리정보  차원에서의 실증  고찰은 

최근의 몇몇 연구로 제한 이다. 

서울 돈의동 쪽방 을 상으로 공간구조와 사회  

연결망의 상 계를 정량 으로 분석한 연구[11]에서

는 쪽방지역이 주변에서 근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

역내에서는 가로가 격자구조를 띠고 있어 내부 연결성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도시 으로는 고

립되고 단 돼 있으나 내부 으로 연결성이 좋은 공간

구조는 거주자의 사회  연결망에 향을 미친다는 결

론을 통해 공간의 네트워크와 사회  계망간의 향

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 다. 한편 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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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빈곤연구에 도입한 사례로는 개인의 교통이용

행태 분석을 통해 빈곤계층의 사회  배제를 살펴본 연

구[41], 토지정보를 이용해 빈곤의 공간  치를 분석

한 연구[6]등이 있다. 

IT기술이나 지리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빈곤연구

에 다양한 근이 가능해졌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해 빈

곤의 원인이나 빈곤의 공간  이해를 이끌어내는 연구

는 국내에서는 아직 보  단계이다.

Ⅲ.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 지역 및 연구대상자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상지역은 시 체에 분포한 쪽방지

역과 역을 심으로 남북 1km에 걸쳐 있는 쪽방

집지역으로 나뉘어진다. 쪽방에 한 의의 정의에 따

르면 주거취약, 임 주택까지 포함하여 도시 체에 걸

쳐 분포해 있지만 쪽방 집지역은 역에 인 한 정

동, 인동, 동, 원동(이상 행정동명은 앙동), 삼성동 

등에 국한된다. 본 연구에서 쪽방상담소 자료를 토 로 

한 GIS분석은  역의 쪽방을 상으로 하며 커뮤

니티매핑  설문조사는 쪽방 집지역을 상으로 한

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세 단계로 수집되었다. 

첫 번째 시 쪽방거주자 체 자료로,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2007∼2016년 사이 8개년(2007∼2009년 자료는 

통합형태)의 자료를 살펴보았다.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쪽방거주민들은 본 연구의 상지역인 쪽방 집 지역 

뿐 아니라 인근 동에 흩어져 있는 주거취약계층, 그리

고 쪽방에 거주하다가 정부의 임 주택사업정책에 따

라 임 주택으로 이주한 이  거주자까지 포함하고 있

다.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조사 상자의 숫자는 해마다 

달라 676~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지

리 정보(주소), 나이, 연령, 임 료 등의 기본 정보 등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두 번째, 쪽방 집지역의 커뮤니티 매핑을 목 으로 

이 지역의 주거, 환경 문제를 나타내는 사진을 수집하

다. 사진작업의 상지역은 정동, 원동, 삼성동 등 쪽

방 집 지역으로 제한하 다. 

세 번째 자료로는 사진작업을 실시한 쪽방 집지역

의 주민 82명을 상으로 인터뷰를 겸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 는데 이때 이들의 사회  계망, 사회  배제, 

낙인의식, 이주의사,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 등 사회  

배제와 련된 자료를 수집하 다. 

2. 연구 방법 및 분석

본 연구는  원도심 쪽방지역의 주거환경 문제  

 주거환경이 주민들의 사회  배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이를 해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

하고자 한다. GIS란 다양한 형태의 기존 정보에 지리정

보를 통합하여 다루는 시스템으로, 공간 정보의 효율  

장, 검색, 분석  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컴

퓨터 데이터베이스  그 운 체계를 지칭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공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

(PPGIS)의 일종인 커뮤니티매핑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커뮤니티매핑은 주민이 주체가 된 마을지도 만들

기로 주민들이 발굴해낸 지역의 문제 과 자원을 지도

의 형식으로 정보화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2년 허리

인 샌디가 미국 동북부를 강타했을 당시 일어난 주유

란에 응하기 해 주민들이 자발 으로 지도상에 주

유소정보를 업데이트한 사례가 표 이다. 국내에서

도 최근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일부 지자

체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42]. 

커뮤니티매핑 작업은 보통 지역주민들의 참가로 이

루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활용이 주가 되

는 방법상의 제약으로 인해 주민 참여 신 충남소재 

학교 노인복지학과 학생들을 참여시켰다. 참여 학생

들에게 커뮤니티매핑의 개념  방법을 교육시킨 뒤 

장을 둘러보며 문제 들을 GPS가 가동된 스마트폰으

로 도록 하 다. 

사진 작업은 2017년 2월 한 달 동안 학생들이 쪽방상

담소 사례 리사의 지도하에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는

데 실내 사진의 경우 입주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방안풍경, 거리, 담벼락, 지붕 등을 상으로 주거환경

으로서 문제인 부분들을 을 뿐 아니라 벽화라든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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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수 크론바하알 값 문항내용

사회적
배제

소득·소비 배제 5 .776 식사, 난방, 담배나 술, 외출복 등에서의 궁핍감

의료·건강 배제 2 .548 병원이용 정도와 주관적 건강정도

문화·여가 배제 3 .670 여행, 여가활동, 취미생활에서의 배제

심리적 배제 4 .617 주관적 정신건강, 고독감, 절망감, 자기효능감 부족

관계 배제 2 .612 가족이나 친지와의 교류정도, 도움 받는 정도

구직정보 배제 1 일하고 싶을 때 일자리 정보 부족

총 17       .77

주거만족도 4 .715 주택상태, 임대료, 안전,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

이웃만족도 3 .752 이웃에 대한 친근감, 이웃과의 교류, 이웃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낙인 3 .686
거주지를 밝히기 싫음/거주지 때문에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함/병원이나 주민센터 등에
서 차별받은 경험

표 1. 사회적 배제 및 조사항목 지표

징 인 장소 등 의미있는 상을 사진에 담았으며 이

게 얻어진 사진 382장을 상으로 분류, 해석 작업을 하

다. 우선 복되는 사진이나 의미가 불분명한 사진들

을 배제하는 등 선별작업을 하여 최종 으로 252장의 

사진을 선택하 다. 사진에 한 명명  분류작업은 

연구자를 포함, 쪽방상담소에서 3∼5년 이상 근무한 

장  직원 2명과 사례 리사 등으로 이루어진 패 이 

담당하 다. 이들의 검토를 걸쳐 범주화된 사진은 치

정보를 활용해, 구 어스에 탑재하는 작업을 하여 

쪽방맵을 완성하 다. 

한편  다른 연구목표인 쪽방지역 주민들의 주거환

경과 사회  배제의 계를 이해하기 해 2017년 3월 

2차례에 걸쳐 82명의 주민들에게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지는 지난 6개월 동안 연구자가 쪽방지역 방문을 

통해 악한 주민들의 특성과 주거환경에 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

되었는데 첫 설문당시 응답자들의 지리정보(주소)를 얻

었으며 이를 지도에 표시, 조사 상지역인 쪽방 지역에 

골고루 배치되었는지 확인한 후 두 번째 설문조사를 실

시할 때 지역 체에서 설문이 이루어지도록 표본을 안

배하는 형태의 층화표집방법을 사용하 다. 

설문은 주거만족도, 이웃만족도, 낙인의식  사회  

배제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주거만족

도는 주거상태, 임 료, 안 , 주변 편의시설 등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크론바하알 값=.715). 이웃만족

도는 이웃에 한 호감, 이웃과의 교류 정도, 어려울 때 

이웃이 나를 도와  것이라는 믿음의 3개 항목으로 이

루어졌으며(크론바하알 값=.752) 낙인은 사는 장소에 

해 밝히기 힘든 것과 편견, 차별의 경험 등 3항목으로 

구성하 다(크론바하알 값=.686).

사회  배제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EU의 ‘빈곤  사

회  배제에 한 공동지표’(2000)[43]와 윤성호의 한국

형 사회배제성 척도(2012)[44]를 토 로 쪽방 주민들의 

특성에 맞춘 별도의 지표를 만들어 사용하 다. 사회  

배제는 다차원 , 역동 , 계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 이며 수량화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재 사용되

는 다양한 사회  배제지표들은 빈곤, 실업, 교육, 건강, 

계 등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다. 

EU의 지표는 빈곤율, 소득분포, 지역  응집도, 장기

실업률 등 18개 역의 지표를 갖고 있으며 핵심지표는 

빈곤, 실업, 교육, 건강이다. 윤성호(2012)의 한국형 사

회배제성 척도는 소비  자산 역, 교육, 노동, 지역사

회환경, 사회  계, 사회참여 등 49개 항목을 사용하

다[44]. 본 연구에서는 EU와 윤성호의 지표를 참조해 

소득·소비에서의 배제(5항목), 의료·건강에서의 배제(2

항목), 문화· 여가에서의 배제(3항목), 계에서의 배제

(2문항), 심리  배제(4문항), 일자리정보 배제 1항목 

등 모두 17항목으로 이루어진 사회  배제 척도를 개발

하여 사용하 다. 

사회  배제 척도를 별도로 개발해 사용한 것은 사  

조사를 통해 쪽방 주민들의 특성이 기존의 사회  배제 

척도에 합하지 않다는 단 때문이다. 지역 쪽방

주민들의 경우 수 자 비율이 높아 소득활동에 한 욕

구가 거의 없으며, 가족이나 친지, 쪽방에 들어오기  

직장 동료등과 같이 외부와의 계가 거의 단 돼 있

고, 낙인의식이 비교  낮은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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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체 상 남(%) 녀(%)
연령
(평균)

임 료
(평균)

2007 764 494(66.4) 250(33.6) 59.97 -

2010 852 610(72.2) 235(27.8) 61.38 9.95

2011 842 591(71.5) 236(28.5) 62.27 10.11

2012 763 530(70.0) 227(30.0) 62.36 9.25

2013 677 482(71.5) 192(28.5) 62.7 10.20

2014 677 490(72,4) 187(27.6) 63.1 10.20

2015 651 476(73.1) 175(26.9) 63.29 11.35

2016 648 479(74.3) 166(25.7) 63.90 11.32

표 2. 대전시 쪽방주민들의 특성 시계열 분석

연구는 기존의 지표를 바탕으로 이러한 특성을 반 하

도록 항목을 수정하거나 개발하 다. 본 지표의 신뢰도

는 크론바하 알 값이 .77로 신뢰할 만한 수 인 것으

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 이웃만족도, 낙인  사회  

배제 등에 한 분석은 SPSS 19.0의 아노바(일원분산

분석)와 선형회귀분석으로 실시하 다. 

3. 신뢰도 및 연구윤리 

본 연구는 빈곤연구에서는 아직까지 활용도가 낮은 

GIS를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하 는데 GIS기반 연구의 

의미를 확장시키기 해 커뮤니티매핑과 설문지를 통

한 양  분석방법을 병행하 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여

야 하는 연구 윤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작업을 

해 주민들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집의 안 을 사진으로 

는 과정에서 이들의 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  주

민들의 거부감에 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작

업을 하기 6개월 부터 연구자가 쉼터 방문  무료

식배식, 도시락 배달 등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사정을 

악하고 주민들과 친근해지는 과정을 거쳐 거부감을 

이고자 하 다. 한 연구의 취지와 활용에 해 설

명하 으며 사진 히기를 원치 않는 경우 지 않았다. 

한 사진 작업을 한 결과 가운데 라이버시와 련된 

내부 사진은 공표하지 않았으며 자료를 카테고리화함

으로써 구체성을 희석시켰다. 완성된 커뮤니티맵 역시 

사진자료를 바로 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개인의 

라이버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 다.  

연구의 신뢰성과 련해, 사진 분류 작업이 질  연

구의 유목 분석과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이에 유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사진 분류작업에서 동료검토법을 실시

하 다. 1차로 복되거나, 의미없는 사진들을 걸러낸 

뒤 2차 단계에서 연구자와 쪽방상담소 장  직원과 

사례 리사 등 4명으로 이루어진 패 이 사진을 반복

해 보면서 의미를 검토하고 명명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이의 범주를 좁 나갔다. 

마지막으로 쪽방 집지역의 집 /분산을 살펴본 GIS

공간 분석의 경우 신뢰도 검토를 해 커 함수분석법

을 사용하 다. 커 함수는 일정한 분석반경안에 포함

하는  데이터 도를 측정하여 커  함수K로 표 한

다. 커 함수분석은  객체가 치한 지 에서 가장 

높은 값이 부여되고 이후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 값

이 작아지는 식으로 공간상의  분포패턴을 효과 으

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Ⅳ. 연구결과

1. 쪽방상담소 자료의 GIS분석을 통해 살펴본 쪽방

지역 주민들의 특성 및 주거환경 특성

  (2007~2016년)

본 연구의 상지역인 정동, 동, 인동, 원동 등(행정

동명 앙동)은 국 상  1% 빈곤지역에 해당한다[7]. 

역을 심으로 형성된 쪽방 집지역은 부산, 구 

등 다른 지역의 쪽방지역에 비해 비교  오랜 시간인 

30∼40년에 거쳐 형성돼 왔으며 지리 으로 집된 형

태를 취하고 있어 정체감이 분명한 문화를 이루고 있

다. 이 곳에는 300∼400여명의 쪽방생활자가 있으며 이

들의 69.4%가 수 자이며 70.6%가 정부보조 으로 생

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쪽방상담소 자료). 

이 곳의 건물 연수는 3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이 다수

이며 건물의 난방방식은 연탄보일러가 많은데 겨울철

에 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율이 체 쪽방의 30.7%

에 달한다[17].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주거빈곤계층의 

자료(2007년∼2016년)를 검토, 지역주민 특성  이 지

역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료를 통해 쪽방거주

자들이 차 어들고 있으며 연령이 고령화함을 알 수 

있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들이 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체 상자 수 744명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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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9년(좌)과 2016년(우) 커널함수 결과

데 남성이 66.4%(494명), 여성이 33.6%(250명)인 것으

로 나타났지만 2016년의 경우 상자 수 645명 가운데 

74%인 479명이 남성이며 25.7%인 166명이 여성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 로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여성

들의 쪽방 탈출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임 료 특성을 살펴보면 시 쪽방지역의 임 료 

평균이 11,32만원(S.D 5.63)으로 8년 에 비해 1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사[48]에서 쪽방 임

료가 평균 15만원인 것과 비교해 낮은 편인데 그 이유

는 입주자 가운데 리인이나 다른 이유로 무상으로 살

고 있는 경우가 44명(2016년 기 )으로 많기 때문이다.

한편 쪽방주민들의 주거 집  분산 정도를 살펴보

기 해 2007년과 2016년을 상으로 커 함수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 3]에서 2007년 결과를 보면 쪽방 집

지역에 커 도가 높으며 심 이 2개로 뚜렷이 나

타난다. 그림에서 농도가 진할수록 도가 높은 것이다. 

이에 비해 2016년은 분포 형태는 비슷하지만 집 정도

가 약해지며 2  심 역시 유지되나 주변으로도 심

이 다수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쪽방상담

소에 등록된 주민들의 숫자 감소에도 이유도 있지만 지

도상 쪽방 집 지역의 인구 감소가 더욱 뚜렷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자료 분석  GIS커 함수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은 

체 쪽방거주자의 숫자가 어들며 특히 거주환경이 

가장 열악한 쪽방 집지역의 인구가 어들고 있다는 

이다. 이는 이 지역에서 부분 으로 철거작업이 이루

어지면서 인근 주거취약지구로 이주하거나 정부가 제

공하는 임 주택에 입주함에 따른 상으로 풀이된다.

그림 2. 쪽방밀집지역의 성별 분포

그림 3. 쪽방밀집지역 연령별 분포

한편 GIS의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이 지역의 성별분

포와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 , 지도의 심

(FID 74번)을 심으로 반경 150m의 버퍼를 형성한 뒤 

인터섹트 기능을 이용해 버퍼내에 들어오는 남녀의 숫

자를 확인하 다. 정량  분석에서 흔히 사용하는 엑셀

의 경우 최소 분석 단 가 동단 이기 때문에 그 보다 

더 좁은 범 를 분석하는 것은 GIS를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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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사진 
미 - 생(%) 소-주거기능미비(%) 안 -사생활노출(%) 낙인(%)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A 40 7(3.8) 10(5.4) 16(8.7) 13(11.5) 2(1.8) 8(7.0) 4(3.7) 3(2.8) 25(23.4) 2(2.9) 7(10.3)

B 59 9(4.9) 31(16.4) 6(5.3) 13(11.5) 0 17(15.9) 0 13(19.1)

C 88 10(5.4) 64(34.8) 23(20.4) 30(26.5) 1(0.9) 39(36.4) 1(1.5) 12(17.6)

D 65 23(13.6) 14(7.0) 9(8.0) 9(8.0) 5(4.7) 13(12.2) 1(1.5) 32(47.1)

합계 252 184(100) 113(100) 107(100) 68(100)

표 3. 구역별 사진 범주 분석 결과

2016년 기 으로 쪽방 집지역의 최 심 지역에 살고 

있는 남녀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남자들의 숫자는 

52명(50.9%), 여자는 50명(49.0%)으로 쪽방상담소 체 

성별 비 여자의 비율(25.7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들의 연령별 분포 역시 같은 빙식

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심 둘  반경 150m내에 65

세 이상 고연령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성과 고연령자의 심지역 집 상은 빈

곤계층내에서도 더 낮은 이들의 경제  지 를 나타내

는 한편 이웃으로서 강한 지지 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가사활동과 음식 나 기 등 여성이 심이 된 일상에서 

상부상조가 이루어지며 이웃간 강한 유 는 장조사

를 통해 종종 발견되었던 부분이었다. 

2. 쪽방밀집지역 커뮤니티매핑을 통해서 드러난 

지역특성

쪽방 집지역의 주거 환경 문제 을 이해하기 해 

삼성동에서 원동에 이르는 남북 1km의 거리와 주택등

을 상으로 사진작업을 실시하여 252장의 사진을 수

집하 다.

사진은 실내 사진과 실외사진으로 구분하 고 쪽방

상담소 직원, 사례 리사 등이 참여한 의미 분석  분

류작업을 통해 미 - 생, 면 소-주택기능미비, 안

-사생활노출(실내사진 상)  낙인(실외사진)등의 

4가지 범주를 도출하 다. 

첫째, 미 - 생 범주로는 장 이나 벽지에 곰팡이가 

슬거나 찢어진 상태로 방치된 것, 문 페인트가 벗겨

지거나 담장 회벽이 떨어지고 창문이나 문틀이 부서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 쓰 기를 방 안에 방치해 심한 

냄새가 나거나, 벌 나 쥐가 나오는 것 등이 해당한다. 

미 - 생 범주는 주민들의 주택 리 미흡  방치와

도 연 이 있다. 

둘째, 면 소-주택기능미비 범주를 보면, 방 면 , 

부엌  세면시설 미비로 인해 방에서 취사를 하고 복

도나  등에서 세탁  세면을 하는 등 주택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능부재를 가리킨다. 실내 공간 

부족으로 좁은 에 부엌도구와 연탄을 함께 쌓아두

거나 방안에 발들일 틈이 없을 정도로 가재도구를 쌓아

두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셋째, 안 -사생활노출 범주는 고령자가 다니기에는 

험한 가 른 계단, 조명이 없는 건물입구,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골목 등을 들 수 있다. 

 문이나 창문이 부실해서 도난이나 침입의 피해를 입

을 수 있는 , 방문을 열면 바로 도로로 이어져 사생활

이 쉽게 노출되는  등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낙인 범주에 해당하는 사진으로는 쪽방 

집 지역임을 알리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표지 이나 

여인숙 간 , 호객행 를 연상시키는 풍경, 거리에 한 

편견을 갖게 하는 쓰 기 더미 등이 있다. 

이 게 주거환경 문제를 범주화 한 뒤 각각의 사진을 

해당하는 범주에 담는 작업을 진행하 다. 1장의 사진

이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1장을 하나의 범주에

만 국한시키지 않아 사진은 252장이지만 범주에 포함

된 사진의 개수는 472개가 다. 분류작업과 함께 문제

의 심각성도 상 하로 수화하 다. 상 하에 따라 가

치를  총 을 얻었고 구역별로 퍼센티지를 구해 각 

지역의 표  주거환경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

다. 사진을 구 어스에 탑재할 때에는 한 장을 하나의 

표범주로 포함시키도록 하 다. 미 - 생, 소-주

택기능미비, 안 -사생활노출, 낙인의 4가지 분류를 각

각 다른 색깔로 구분하여 지도상에 표문제가 시각

으로 구 되도록 작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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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구글 어스 기반 사진매핑 결과

이 게 표 한 사진을 살펴보면, 지도상에 구역별로 

의미 분류들이 집하는 상을 보인다. 이는 1km에 

걸쳐 치하고 있는 쪽방 집지역이 도시재개발사업의 

부분 시행에 의해 일부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도로가 

형성되는 등 주거지역이 잠식되면서 구역화하는 경향

이 나타나며 구역별로 서로 다른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을 알려 다. 이에 각 구역을 북쪽에서부터 A, B, C, 

D구역으로 분류하 다. 

커뮤니티매핑 결과를 통해, 쪽방 집지역이 4개로 구

역화가 이루어지는 과 구역별로 취약 이 다른 을 

악할 수 있었다. 삼성동에 속하는 A지구의 경우 잣

집이 일렬을 이루며 차벽으로 철로와 구분되고 반 쪽

으로는 삼성풋볼장과 텃밭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다른 

주거지역과 공간 으로 독립돼 있으며 형성 배경도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주거환경 특성을 살펴보면 

비교  방과 부엌을 갖추고 있으며 공 화장실을 사용

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방들이 두 칸인 경우가 많

아 소의 문제는 덜하지만 많은 가재도구로 인해 주거

공간의 미 은 좋지 않은 편이다. 이곳은 재개발이 일

부 시행되고 이주가 부분 으로 이루어지면서 다른 구

역에 비해 인구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역에서

는 안 -사생활노출 범주가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쪽방지역의 북쪽 진입로에서부터 간 주차장까지의 

B구역의 경우는 술집, 미용실, 가게, 옷수선집 등 업

을 계속하는 가게들이 있으며 골목 안에 쪽방들이 있어 

밖에서 보기 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구역이

다. 이들의 주거 특성은 형 인 쪽방구역으로 매우 

소하고 문이 떨어져 있거나 처마가 부서져 있는 등 

문제 이 많지만 A, C에 비해서는 비교  리돼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미 - 생, 안 -사

생활노출, 면 소-주택기능미비 등 다양한 문제가 혼

재해 있지만 정도는 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C구역으로 

나타났는데 C구역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

은 골목, 카타콤을 연상시키는 어둡고 버려진 건물들, 

간 이 부서지거나 담장, 문의 페인트칠이 심하게 훼

손되거나 방의 장 과 벽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고 벌

가 나오는 등의 미 - 생의 문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이 구역은 외부와 직  맞닿는 부분이 

어 낙인의 문제는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을 심으로 남쪽에 치한 D구역의 경

우 역 시장과 인 해 있으며 여인숙과 쪽방이 혼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일반 주택과는 다른 여인숙의 구

조상, 면 소-주택기능미비와 사람들 에 보이는 낙

인  요소 등이 주요한 문제를 이루었다. 이 곳의 경우 

방의 크기와 세면 , 화장실 등을 공동 사용하여야 하

지만 건물의 상태는 비교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이

곳의 경우, 청소년출입 지 푯말이나 여인숙 간  등 

주민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낙인  요소가 많은 

편이다. 물론 치와 상 없이 주거환경이 심각한 개별 

사례들도 볼 수 있었다. 이 게 주택상태가 심각한 경

우, 입주자들이 알코올 독이나 정신장애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D구역에서 낙인 범주가 많

았던 것은 이 지역이 일반인들의 시선에 더 많이 노출

되기 때문인데 이는 쪽방지역의 남쪽 진입로와 북쪽 진

입로에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라는 입간 이 서 있는 

것처럼 외부와의 에서 낙인  요소가 주로 발견되

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쪽방 집지역

은 빈민 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세

히 들여다 보면 구역별로 다른 주거문제와 문제의 배경

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A구역의 경우 빈번한 화재나 도난 등 안 의 문제를, 

C구역의 경우 노후건물의 방치로 인한 심각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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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명(%)

나이

40대(%) 1(1.21)

50대(%) 11(13.4)

60대(%) 26(31.7)

70대(%) 34(41.5)

80대이상(%) 10(12.2)

평균 69.17(9.07)

성별
남 48(58.5%)

녀 34(41.5%)

수급자여부
수급 49(59.8%)

비수급 33(40.2%)

주택소유여부
집주인 13(15.9%)

임차인 69(84.1%)

가족 동거여부
동거 11(13.4%)

독거 71(86.6%)

현재 노동여부
노동(가끔포함) 17(20.7%)

비노동 65(79.3%)

이주욕구
(다소)원한다 42(51.2%)

원하지 않는다 40(48.8%)

임대료 평균 12.36만 원

표 4. 설문대상자 특성

특성 평균(S.D)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F값 Duncan
표본숫자(명) 82 21 18 23 20

주거만족도 2.55(.683) 2.75(.56) 2.85(.60) 2.69(.53) 2.63(.63) .706

이웃만족도 2.78(.73) 2.63(.64) 3.19(.58) 2.82(.87) 2.49(.64) 3.226* D,A,C/C.B

무료급식 이용정도 1.91(1.05) 1.63(1.02) 2.24(1.09) 2.35(1.11) 1.38(.62) 3.766* D,A/A.B/BC

일자리참여정도 1.67(.97) 1.12(.50) 2.06(1.20) 1.35(1.02) 2.12(1.03) 5.279** D,B/C.A

낙인 2.08(.68) 2.13(.71) 1.74(.50) 2.02(.67) 2.48(.65) 3.798* B,C,A/C,A,D

사회
적배
제

소득·소비 배제 2.50(.62) 2.60(.76) 2.09(.55) 2.84(.59) 2.50(.62) 3.935*

의료·건강배제 3.03(.908) 3.53(1.07) 2.54(.72) 3.00(.87) 3.09(.74) 3.651* B,C,D/C,D,A

관계 배제 3.05(.72) 3.31(.66) 2.94(.92) 3.19(.60) 2.75(.58) 2.043* D,B,C/B,C.A

심리적 배제 2.97(.69) 3.23(.57) 2.91(.64) 3.01(.69) 2.73(.80) 1.512

일자리정보배제 2.24(1.027) 2.33(1.113) 1.75(.856) 2.31(1.078) 2.56(.964) 1.884

문화·여가 배제 2.66(.85) 2.58(.95) 2.52(.76) 2.77(.93) 2.77(.80) .362

전체 2.87(.47) 3.04(.51) 2.67(.31) 2.99(.42) 2.82(.49) 2.357* B,D,C/D,C,A
* p<.05, ** p<.01, *** p<.001   

표 5. 조사대상자 거주 구역별 사회적 배제 및 낙인의식 등 차이분석 

생 문제를, D구역의 경우 여인숙 거주자들이 타인에 비

치는 자신들의 모습에 신경을 쓰게 되는 낙인의 문제를 

주요 문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은 향후 이 지역에 

한 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반 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한편 이러한 상이한 주거환경의 문제가 주민들의 

이주욕구, 계에서의 특성, 사회  배제 등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쪽방밀집 지역의 주거환경과 사회적 배제 특성 

및 요인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문제에 한 커뮤니티매핑과 

함께 이 지역 주민 82명을 상으로 주거환경문제가 이

들의 주거환경만족도, 이웃만족도, 사회  배제 등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참여자들은 남자는 58.5%(48명), 여자는 

41.5%(34명), 평균 연령은 69.17세이며 60세 이상이 

체 주민의 7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는 13.4%인 11명에 불과하며 수 자 비

율은 59.8%에 이른다. 한편 이주를 원하는 의향을 조사

했을 때 ‘다소 의향이 있다’를 포함, 61.2%로 집계 다. 

앞의 커뮤니티매핑에서 쪽방 집지역은 주요 문제에 

따라 구역화가 되는 을 발견했다. 이에 섹트별 설문

참여자의 숫자를 비례 으로 할당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 으며 구역별 주거만족도, 이웃만족도, 낙인, 사회  

배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한 무료 식 

이용정도와 일자리 참여 여부를 차이분석에 포함시켰

다. 이는 주거환경과 함께 주민들의 생태를 이해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조사 상자의 사회  배제평균은 4  기

에 2.87(.47)이며 계에서의 배제 3.05(.72), 의료·건강

에서의 배제 3.03(.91), 심리  배제 2.97(.69)의 순으로 

높게 나왔다. 수가 높을수록 배제수 이 높다. 주거

만족도는 2.55(.68), 이웃만족도는 2.78(.73), 낙인 수는 

2.08(.68)로 나왔다. 모든 척도는 4  기 이다. 

한편, A, B, C, D구역별 사회  배제( 체), 소득·소

비에서의 배제, 의료·건강에서의 배제, 계에서의 배

제, 이웃만족도, 낙인, 무료 식 이용정도, 재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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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B값 S.E β값
성별더미(남성) -.090 .108 -.091

연령 -.005 .006 -.091

주거만족도 -.284 .089 -.378**

이웃만족도 .000 .087 .000

낙인 .142 .091 .194

지역더미(A) .394 .154 .345*

지역더미(B) -.014 .160 -.012

지역더미(C) .433 .151 .387**

상수 3.544 .612

R2 .390

수정된 R2 .305

F 4.561***

Durbin-Watson 2.126

  * p<.05, ** p<.01, *** p<.001

표 6. 사회적 배제 영향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참여 정도 등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  

배제 정도는 A>C>D>B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계에

서의 배제는 A>C>B>D의 순서로, 낙인의 경우 

D>A>C>B의 순서로 컸다. 한편 무료 식 이용정도는 

C>B>A>D, 일자리 참여정도는 D>B>C>A, 이웃만족

도는 B>C>A>D의 순으로 나타났다. D구역 주민들은 

외부사람들과 계를 많이 맺으며 일자리참여정도도 

높지만 낙인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는 외부사람들과 계를 맺을수록 낙인의식 한 크다

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쪽방 집지

역의 내부에 해당하는 B, C구역의 낙인 수도 낮은 편

이다. 특히 커뮤니티매핑에서 주거환경이 상 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던 B구역의 경우 여성들의 비 이 

높은 측면도 작용해 이웃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구역별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성, 연령구성이 

다른데다 주택의 형태나 주거노후, 소, 비 생 문제 

등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낙인 문제가 

심한 D구역이나 이웃만족도가 높은 B는 같은 쪽방이라

도 서로 다른 문제와 자산을 갖고 있는 이질  집단임

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매핑과 설문조사를 통해 쪽방 집지역내에

서도 구역에 따라 주거환경 문제와 사회  배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주거환경이 주민의 사회  배제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살고 있는 구역, 주거만족도 

외에 개인  속성으로 성별, 연령을, 이웃만족도와 낙인

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웃만

족도와 낙인은 넓은 의미의 주거환경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선행연구[9][22][27]에서 사회  배제와 연 이 있었

던 것으로 지 다.  

변수들은 공선성 진단에서 VIF값이 모두 10이하여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사회  배제

에 유의미한 향요인은 주거만족도(β값=-.378)로, 주

거만족도가 낮을수록 사회  배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다른 유의미한 향요인으로는 사는 구역이 

있으며, 커뮤니티매핑에서 주거문제가 심각하게 나타

났던 A, C구역의 경우 사회  배제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구역의 β값=.345, C구역의 β값=.387).

Ⅴ. 결론 및 제언

쪽방 집지역은 한국의 표 인 빈곤지역으로 이곳

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제  빈곤 뿐 아니라, 장애  

건강문제, 가족해체로 인한 정서  지지결핍, 자활의지 

상실 등 총체  빈곤문화를 갖고 있어, 다차원  빈곤

에 한 고찰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공간  이웃 환경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의미  향을 실증 으로 살펴보기 해 쪽방

주민들의 지리정보를 토 로 GIS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이 지역은 2009년 이래 계속 주민 감소  인근 

주거취약지구로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재개발사업의 부분  착수에 따라 쪽방 집

지역의 주민들이 주변의 렴주거지나 정부가 제공하

는 임 주택으로 이주한 때문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들이 이주해 간 주택 역시 주거환경이 결코 양호한 편

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슬럼의 해체라기보다

는 슬럼의 확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역을 심으로 남북 1km에 걸쳐 형

성된 쪽방 집지역을 상으로 빈곤맵 형성  커뮤니

티매핑을 실시하 다. GIS의 버퍼와 인터섹트의 분석

도구를 이용해 지도화한 결과 심지역에서 여성인구 

증가, 고령인구 증가를 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

은 지역 체 쪽방 주민들 가운데서 여성들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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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드는 것과는 상반되는 상이다. 즉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쪽방탈출비율이 높지만 쪽방에서 계속 생

활하는 경우 심지역으로 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빈곤지역 주민의 사회자본형성에 한 선

행연구에서 주민들이 여성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지

역공동체의식이나 이웃과의 교류, 지역사회주민참여 

등 사회자본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34] 이에 

비추어, 쪽방 심지역에서의 여성화, 고령화는 이 구역

에서의 긴 한 이웃 계를 설명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즉 쪽방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더욱 가까운 거리로 

모여들며 견고한 이웃 계를 형성해나감을 시사한다.

한편 이 지역의 주거환경 문제를 분석 으로 살펴보

기 해 실시한 커뮤니티매핑 결과, 주거환경의 문제

은 미 - 생, 소-주택기능미비, 안 -사생활노출, 

낙인의 4가지로 분류하 으며 구역별로 주거문제가 다

르게 나타나는 을 알 수 있었다. 안 -사생활노출이 

주요 문제가 되는 자  A구역, 일반상업지구 내 산재

한 여인숙으로 인해 낙인이 주로 이루어지는 D구역, 미

- 생과 소-주택기능미비, 안 -사생활노출이 심

각한 심부 C구역, 도로변에 인 해 있으며 주거문제

가 비교  경미한 B구역 등으로 나 어짐을 알 수 있었

다. 즉 주거형태, 형성 배경, 비빈곤지역과의 면 등

에 따라 다른 유형의 주거환경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처럼 쪽방 집지역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은 빈곤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구역에 따라 

상이한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매핑의 결과 드러난 구

역별 다른 주거 문제들을 주민들의 속성과 연계해 이해

하기 해 주민 82명을 상으로 주민특성, 사회  배

제, 이웃만족도 등을 조사하 다. 이는 공간이 주민들의 

사회  배제를 심화시키는 기제가 됨을 밝히고자 한 본 

연구의 목 에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주민특성은 평균연령이 69.2

세, 평균 거주기간이 20년, 수 자 비율이 59.8%, 평균

임 료가 11.3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서울시 등포 

쪽방거주자 들과 비교해 보면 의 쪽방 집지역은 

거주 기간, 수 자 비율 등에서 빈곤의 고착화가 더 뚜

렷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등포 쪽방  주민의 

쪽방거주기간은 9.72년, 기 생활보장 수 자 비율은 

23.3%, 임 료 월 평균은 15.7만 원이다[8]. 

주민들의 사회  배제수 은 4  기 에 2.87이며 이

웃만족도는 2.78로 둘 다 높게 나온데 비해 낙인의식은 

2.08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인은 사회 인 것이며 

동시에 주 인 것이다[45]. 오랫동안 외부와의 교류 

없이 생활해 온 데다 의도 으로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차단해 온 결과 이들은 자신이 사는 주거의 상태보다 

주거의 안정성을 더 요시여기는 측면이 있다. 선행연

구에서 쪽방은 ‘여러 가지로 맘 불편하고 환경 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살에 익숙해지고 이웃과 

돈독한 정을 쌓게 되면서 새로운 마음의 고향으로 인

식’되는 것으로 묘사 다[46]. 

곰팡이가 피고 낡은 가재도구가 가득한 방을 문제시

하는 것은 외부인의 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거환경이 갖는 의미를 외부자의 시선이 아닌 스스로 

느끼는 소외  박탈의 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

다. 커뮤니티매핑이 지역의 주거환경 문제를 외부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라면 설문조사는 내부자의 

에서 주거문제를 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설

문조사에서는 주거문제와 함께 주거환경  이웃만족

도, 낙인이 사회  배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이들에게 사회  배제란 담배값이 부족하거나 음식에 

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소득, 소비의 배제뿐 아

니라 문화·여가에서의 배제, 건강·의료에서의 배제, 

계상의 배제 등 삶의 다차원  결핍정도를 의미한다. 

사회  배제에 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거만족

도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을 배제하더라도 주민들은 주거만족도가 떨어지는 

만큼 사회  배제가 높은 편이다. 커뮤니티매핑을 통해 

주거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A, C구역의 사회  

배제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시 쪽방 집지역의 주거환경이 주민

들의 사회  배제를 심화하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이 지역의 주거문제에 해서

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구역별 주거환경 문제의 종류, 일자리참여 정

도, 사회  배제 정도 등이 다른 을 감안해 구역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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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선작업  지지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A구역의 경우 화재, 도둑 등 안 의 문제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에 출소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과 의

료 ·건강에서의 배제가 높은 에 유의해 방문무료진료

의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C구역의 경우 일자리 

참여정도가 낮으며 계상의 배제, 체 사회  배제 

수 이 높은 데 이에 해 소일거리를 겸비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D구역의 

경우 낙인이 높으며 이웃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지

리 으로 분산돼 있는 특징이 있다. 이들에게는 공통의 

주민활동을 통해 이웃간 지지  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은 B구역의 경우 사회  배

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이웃만족도가 

높은 을 강 으로 활용, 자조 인 커뮤니티형성, 일자

리 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의 사회복지 지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을 해 공통 으로 용될 수 

있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쪽방 면 이 매우 소함에

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필요에 의해서거나 수집성향에 

의해 발 디딜 틈도 없이 방 안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어 

소 문제를 가 시키고 미 을 더욱 해치는 경우가 많

았다. 이에 해 쪽방상담소 등 지역의 사회복지단체들

에 빈집을 활용해 주민들의 물건을 보 하는 라커를 만

들어주는 방안에 해 제언하고자 한다.  사진의 의

미, 유목화 과정을 통해 부서진 간 이나 처마, 쓰 기 

더미, 페인트칠이 벗겨진 문 등이 낙인  요인이라는 

본 연구 결과에 근거, 이 지역의 미화작업이 낙인해소

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 하고자 한다.

셋째, 시 동구 구도심권 재개발사업과 련해 이 

지역을 완  해체하기 보다 이들의 높은 이웃 지지체계

를 활용하는 방안의 이주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상지역인 시 동구 정동, 원동, 앙동, 삼

성동 등지는 재개발사업의 상지로서 향후 이 지역에 

한 물리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질 망이다. 최근

에는 도시빈민들을 몰아내는 방식의 재개발사업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환경  삶의 질 개선을 도시개발의 하나

의 목표로 아우르는 도시재생사업이 안으로 제시되

고 있다.   

빈곤지역의 이웃 문화가 빈곤을 심화시키는 부정  

기능을 한다는 에서는 빈곤지역을 해체하는 것이 해

결책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역

의 이웃만족도가 높다는 에 주목한다면 무조건 인 

이주, 재개발은  다른 차원에서 사회  배제를 낳을 

수 있어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오히려 주거만족도가 

사회  배제에 미치는 높은 향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에 한 환경 개선을 우선시 하는 것이 필요한 해결책

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선행연구[7]에서 빈곤지역

의 해체는 개인의 문제를 공간  편화시키는 것이라

는 지 과 일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지역에 한 다양한 사회복

지  응 략을 통해 빈곤지역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

고 사회  통합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해 자료 제공  조사에 도움을 주신 

시 쪽방상담소 조부활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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