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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도시는 많은 변화
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가장 큰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지정비사업, 새뜰
마을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과거에는 활성화 지역이었지만 현재

는 쇠퇴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 내 쇠퇴지역의 쇠

퇴현황과 쇠퇴지표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다. 도시재생 종합정
보 체계에 따른 지역 쇠퇴 지표는 총 3가지 부문의 5가지 지표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표의 세부내용은 인구사회 부문(1.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 2. 지난 30년 중 가
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 산업경제 부문(1. 최근 5년
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 2.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
던 시기에서 5%이상 감소), 물리환경 부문(1. 20년 이상 노후건
축물 50% 이상)이다.
특히 물리환경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특징이나 구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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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준공연도에 따른 노후도를 기

준으로 하고 있어 지역의 주거, 상업, 근린시설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쇠퇴 구분이 어려워 지역 활성화 방향 설정을 위한 새

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등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중소도시란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제외한 

75개 자치시를 의미한다. 연구 대상 도시는 전라남도 5개 중소
도시이며, 현재 많은 사업들이 광역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
도시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역급 도시와 중소 규모

의 도시의 분석에 대한 차별성이 필요함에 따라 대상 도시를 선

정했다.
쇠퇴지표 3가지 부문 중 물리환경 부문에서 준공연도에 따른 

노후도 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상의 구조, 용도가 추가된다. 
이처럼 세분화가 반영된 건축물의 쇠퇴에 따른 세부지표의 코

드화와 모듈화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는 이를 종합하여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집계구 단위의 건축물 쇠퇴지표 밀도의 등급

화를 통해 노후 판단 기준에 대한 개선된 지표를 제안한다. 이
는 향후 도시재생 및 활성화사업 등에 관련된 쇠퇴지역 선정과 

방향에 필요한 물리적 부문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의 실질적인 물리적 진단평가를 위

해 집계구 단위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전라남도 5개 도
시인 광양, 나주, 목포, 순천, 여수의 주거용 건축물 중 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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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인 건축물과 도시 내 도시화지역 집계구를 대상으로 

중소도시 집계구 단위 건축물 쇠퇴밀도의 등급화를 설정하는 

연구이다. 건축물데이터는 2017년도 기준으로 국가공간정보포
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축물연령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시뮬레
이션은 QGIS 3.4를 사용하였다<Fig. 1>.

Fig. 1. Research city (Jeollanamdo small and medium cities)

(2) 연구의 방법

건축물 쇠퇴밀도 등급화 연구를 위해 연구 방법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 전라남도 5개 중소도시를 설정하고 행정경계, 건축
물대장 등의 데이터를 구득하였다. 이후 보다 세밀한 연구를 진
행하기 위해 분석단위를 읍면동 단위보다 작은 집계구로 설정

하였으며, 앞서 구축한 데이터를 정리 및 분류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5개 도시의 기본 현황파악과 건축물의 용도·구조·
노후도 등을 재분류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기존에 정리된 데이터를 맵핑 및 집계구 

단위 폴리곤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건축물 
용도, 노후도 등급, 구조 등급으로 결과물을 산출하였으며, 이
를 토대로 중소도시 집계구별 요소의 밀도에 따른 등급화를 실

시하였다<Fig. 2>.

Fig. 2. Method of research

2. 이론적 고찰

2.1 도시 집계구

집계구는 기초단위구를 기반으로 인구규모(최적 500명), 사
회경제적 동질성(주택유형, 지가), 집계구 형상을 고려하여 구
축한 최소 통계 집계구역이다. 세부 구성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경우 단독, 아파트, 비거주용으로 분류, 기초단위구별 주택유형
을 분석하여 집계구가 유사한 주택유형을 가지도록 한다. 필지
의 경우 지가를 기반으로 집계구가 유사한 평균지가를 가지도

록 하고 있다.1) 집계구 단위 분석의 장점으로는 크기가 읍면동 
단위의 약 1/25으로 통계청 자료를 읍면동 단위보다 더 작은 단
위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동 단위는 행정상 편의에 의해 설정된 구역으로 면적이 

넓고, 용도지역, 도로, 하천 등의 지형지물의 분리가 어려운 점 
때문에 세밀한 분석 결과값 도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분석하기 위한 최소 단위 구역이자 읍

면동 단위보다 작은 크기로 결과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집계

구 단위의 특징과 장점을 고려하여 분석단위를 집계구로 설정

하였다. 이는 읍면동 단위에 비해 용도지역과의 연계성이 높게 
나타나는 점과 건축물 중 단독주택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

구의 분석 범위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Table 1>.

읍면동 단위 집계구 단위

Table 1. Difference in analysis units

2.2 노후건축물

노후건축물의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2020.04.28.일자로 삭제
된 조문인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제1항 사용승인일 이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기준으
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정비
법 시행령) 제2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제3항 준공된 후 20
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
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5개 대상
도시가 속해있는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살펴

보면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 제2항 가목공동주택이 아닌 건축
물을 대상으로는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건축물로서 준공
(사용승인)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구
조의 건축물에서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
축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료적 물성이 법적인 테두리 안
에서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후건축물에 대한 더욱 상세한 기준으로는 서울시 도시재

1)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sg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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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본부가 제시한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
책’ 자료에 따르면, 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건축물을 네 가지 
요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50년 이상 벽돌조와 30년 이상 
블록조’, 둘째,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용도 
변경된 조적조 건축물’, 셋째, ‘주민신고요청, 자가점검진단 후 
문제점 발생으로 안전진단 요청된 건축물’, 넷째, ‘정비구역 인
접 대형공사장 주변 안전 우려가 있는 노후건축물’이다 (Urban 
Regeneration Center of Seoul, 2018)2) 
도시재생본부에서 제시한 자료 중 첫째와 둘째 규정을 살펴

보면 노후건축물 중 건축물 구조와 건축물 사용연도를 중심으

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조례에서는 공동주
택을 제외한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3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건
축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건축물 노후년, 건축물 용
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2.3 공공 데이터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중점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국가중점데이
터는 공간융합 / 국가공간 / 도시계획 / 부동산 총 4개 항목, 36
건의 개방데이터로 구성되어있으며, 매년 1회 데이터가 업데이
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연령정보데이터는 공간융

합 개방데이터이며,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자를 기준으로 건물 
연령 정보를 산출하여 5년, 10년 등의 연령대로 구분하여 제공
한다. 데이터는 총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고 주요 내용으로
는 GIS건물통합식별번호, 건물연면적, 건축물구조, 용도, 건물
연령, 사용승인일자 등이 있다. 
통계청에서는 집계구 데이터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

상 제공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크게 통계자료와 통계지역경계
로 나눠진다. 통계 자료는 연도별 인구 / 가구 / 주택 / 사업체를 
text data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지역 경계는 센서스 경
계(전체/시도/시군구/읍면동), 도시화지역, 도시권경계, 집계구
경계를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계구 통계데
이터(text data)를 제외한 집계구 경계 데이터(SHP data)를 사용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 개방데이터는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국가에서 

제공하여 신뢰도가 높은 장점이 있어 도시, 공간정보, 건축물 분
석 등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Table 2>.

건축물 데이터(SHP data) 집계구 경계 데이터(SHP data)

Table 2. Public data form

2) 임혜연 외 3인, 빅데이터 기반의 잠재적 붕괴위험 노후건축물 도출 방법 
및 서울특별시 적용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5(2), 2019, pp.140

2.4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 고찰은 연구의 내용을 분류하여 1. 건축물 등 도시 
물리적인 분야의 등급화에 관한 연구, 2. 집계구 단위 도시 분석 
연구, 3. 건축물 데이터 활용 연구로 구분하였다. 
건축물 등 물리적 분야 등급화에 관한 연구(Lee, 2007)3)에서

는 도시 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 인자를 설정하여 

GIS를 활용한 중첩분석을 통해 도시 내 구별 쾌적성을 등급화
하여 평가하였다. 
집계구 단위 도시분석 연구(Jung, 2015)4)에서는 도시 개별건

축물 이용현황 자료와 건축물 입지형태를 집계구 단위로 분석

하여 건축물 용도와 용도지역 간의 불일치 현황을 분석하였으

며, 이에 따라 용도혼용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립하였다. 
건축물 데이터 활용 연구(Lim, 2019)에서는 지자체에서 제공

하는 공공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70~80년대 도시화 과정을 거
치면서 노후화된 건축물 중 잠재적 붕괴위험 노후 건축물을 도

출하였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일반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데
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Table 3>.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물리적 등급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변에 영향을 받는 쾌적성과는 달리 단일 건축물

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구보다 작은 집계구 단위의 물리적 
등급 연구이다. 또한 집계구 단위 도시 분석 연구에서 나타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 구조와 노후도를 포함

한 연구이다. 건축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노후건축물 탐
색기가 아닌 집계구별 건축물 쇠퇴밀도를 등급화하여 향후 집

계구별 관리방안 기초자료 수립에 목적이 있다.

분야 저자 주요 내용

도시 요소 

물리적 등급

Lee
(2007)

물리적 환경 인자를 설정하여 GIS를 활용한 중첩분
석을 통해 도시의 쾌적성을 등급화

집계구 단위 

도시분석

Jung
(2015)

개별 건축물의 입지형태를 집계구 단위로 분류하

여 건축물 용도분포와 용도지역 주용도간 불일치

를 실증 분석

건축물 

데이터 활용

Lim
(2019)

공공개방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적 붕괴위험 

노후건축물 도출과 노후건축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Table 3. A preceding study review

3. 중소도시 현황 분석

3.1 중소도시 기본 현황

전라남도 5개 중소도시의 규모, 인구, 행정구역, 집계구 항목
의 기본 현황을 조사하였다. 도시의 크기는 순천이 911.06㎢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목포시가 51.64㎢로 가장 작았다. 평균 크
기는 507.18㎢로 목포시를 제외한 4개의 중소도시는 과거 시와 

3) 이우성 외 3인, 물리적 환경인자를 활용한 도시의 쾌적성 평가, 한국지리정보학
회지, 10(1), 2007, pp.171-172.

4) 정진호 외 3인, 건축물 용도분포와 용도지역 주용도 간 비료 실증분석; 청주시 
집계구별 건축물 용도 우점도지수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9(1), 2015, 
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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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위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목포시와 평균 크기에 10배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수의 경우 여수, 순천, 목포, 광양, 나주 순으로 조사되며 

평균 인구수는 214,489명으로 광양, 나주는 평균보다 낮았다. 
집계구 평균개수는 419.4개이며, 여수, 순천, 목포, 광양, 나주순
이며 이는 인구수와 비례한다. 행정구역 평균은 21.2개이며 여
수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광양이 12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중소도시 중 대부분의 항목에서 목포, 순천, 여수는 평균값보

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광양, 나주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도시에서도 규모나 인구가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4>.

구분
규모

(㎢)
인구

(명)
행정구역

(개)
집계구

(개)

광양 463.09 154,235 12 291

나주 608.50 114,448 20 199

목포 51.64 235,423 23 477

순천 911.06 282,810 24 524

여수 501.6 285,529 27 606

평균 507.18 214,489 21.2 419.4

Table 4. Jeollanamdo basic status of small and midium cities

도시 규모 인구

행정구역 집계구

Table 5. Jeollanamdo Basic Status of Small and Medium Cities Radial 
Diagram

3.2 중소도시 집계구 현황

전라남도 중소도시의 집계구 개수는 여수가 606개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순천, 목포 순으로 나타났다. 나주
는 199개로 가장 적은 개수의 집계구로 구성되어 있다<Table 6>.

구분 광양 나주 목포 순천 여수

집계구 개수 291 199 477 524 606

Table 6. Small and medium cities census output area (count)

집계구 면적을 각 도시별로 최소, 최고, 평균으로 현황분석을 
하였다. 가장 면적이 작은 집계구는 333.1㎡로 여수시에 분포하

고 있으며, 가장 면적이 큰 집계구는 48,755,113.8㎡로 순천시에 
위치해 있다. 평균 면적은 목포가 112,452.9㎡로 규모가 가장 작
으며, 나주가 3,042,152.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목포시의 경
우 도시의 규모가 47.92㎢로 다른 4개 도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작고 인구 밀집도가 높아 집계구 평균 면적이 가장 낮으며 광

양, 나주, 순천, 여수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라는 도시적 특징에 
의해 집계구 평균 면적이 크게 나타났다<Table 7>.

구분
집계구 

최소면적

집계구

최대면적
평균

광양 1,124.5 35,789,687.4 1,601,716.6

나주 4,856.8 36,676,577.5 3,042,152.7

목포 4,051.4 7,610,355.2 112,452.9

순천 1,202.1 48,755,113.8 1,738,455.8

여수 333.1 36,269,440.6 858,469.6

Table 7. Small and medium cities census output area (unit: ㎡)

4. 전라남도 중소도시 물리적 등급 분류

4.1 물리적 등급 개요

전라남도 중소도시 물리적 등급은 건축물 데이터를 중심으

로 2. 이론적 고찰 2.2 노후건축물 내용 중 법적 기준과 서울시 
도시재생본부가 제시한 노후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요

소를 설정하였다. 요소는 총 3가지로 건축물 노후도, 구조, 용도
로 분류하였다. 3가지 요소는 각 요소의 밀도에 따라 집계구별
로 총 3단계(저밀, 중밀, 고밀)로 구분되며 이는 코드(1,2,3)로 표
현된다.

4.2 밀도에 따른 등급의 구성

각 요소별 코드 조합과 이를 활용한 모듈을 작성하기 위해 

집계구 내 각 요소의 밀도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단계인 저밀, 중밀, 고밀로 분류하였다. 1단계는 집계구 내 요
소가 저밀한 상태로서 건축물 노후도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최근에 가까운 건축물이 많으며, 용도 요소에서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집계구 이다. 구조 요소에서는 조적, 블
록조 등의 건축물 비율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3단계는 1단계
와 반대로 요소의 비율 및 밀도가 높은 집계구를 의미한다. 2단
계는 1단계와 3단계의 중간단계이다. 단계 분류 방법론으로는 
건축물 데이터를 집계구 단위(Polygon) 데이터로 변환하여 
QGIS 3.4 등간격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1) 건축물 노후도의 기준연한은 4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이
며 이를 밀도별로 분류하였다. 도시정비법시행령과 지자체 조
례, 도시재생본부 자료를 기반으로 모든 건축구조 노후 기준에 
해당된다.

(2) 건축물 용도의 기준은 단독주택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과 지자체 조례 등에서 구분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주
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밀도를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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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구조 요소 기준은 내구연한이 타 구조·재료보다 
강한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등을 제외한 목구조, 조적조, 
블록조 등으로 설정하였다.
요소별 집계구 밀도 분류 결과 목포시가 3가지 요소에서 다

른 중소도시에 비해 밀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세부 내용으로
는 건축물 노후도 요소에서 2단계 8.6%, 3단계 7.3%로 5개 시 
중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요소 또한 
2단계 16.1%, 3단계 9.8%로 높으며, 건축물 구조 또한 2단계 
13.6%, 3단계 10.4%로 나타난다. 반면 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도시로는 광양시로 각 요소별로 1단계가 각각 91.4%, 92.7%, 
96.9%로 나타났다<Table 8>.

구분 광양 나주 목포 순천 여수

노후도

1 282 183 401 476 569

2 6 12 41 29 30

3 3 4 35 19 7

용도

1 270 183 353 446 513

2 14 12 77 46 64

3 7 4 47 32 29

구조

1 266 183 362 459 515

2 9 12 65 36 63

3 9 4 50 29 28

합 계 291 199 477 524 606

Table 8. Step division by element

분류한 3가지 요소들을 집계구의 물리적 현황을 알 수 있게 
종합 및 모듈화를 실시하였다. 모듈화를 위한 코드를 작성하였
으며 요소별 밀도에 따른 모듈을 통해 집계구 현황 파악과 지역

적 특징을 쉽게 파악할 것으로 판단된다<Fig 3>.

Figure 3. Physical rating combination

대상 중소도시들에 적용한 결과 목포시가 19개의 모듈로 가
장 많은 개수가 나타났고 나주는 5개의 모듈로 가장 적은 개수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목포시는 다양한 형태의 집계구들이 
존재하며 나주시는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집계구가 비슷한 물

리적 현황을 보이고 있다. <Table 9>.
모듈 작성 중 3가지 요소 중 어느 한 요소에서라도 데이터 누

락이 있는 집계구는 광양에 2개, 여수에 51개로 모듈 개수에서 
제외하여 모듈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구분 광양 나주 목포 순천 여수

모듈 개수 10 5 19 13 10

Table 9. Small and medium cities physical Code Module

대표적으로 순천시의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총 13개의 모듈
이 도시 내 집계구에 존재하였으며, 그 중 Y1H1S1단계의 모듈
이 443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후순위로는 Y2H2S(20
개), Y3H3S3(19개), Y1H2S1(12개)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양호한 모듈인 Y1H1S1 모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도심지역 이외에도 다수의 집계구가 

존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모듈 전체에서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밀유형의 Y3H3S3이 시내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Table 10>.

구분 노후도
용도

(단독주택)
구조

최종모듈

(집계구 개수)

순천

(524)

Y1 H1 S1 Y1H1S1 (443)

Y2 H2 S2 Y2H2S2 (20)

Y3 H3 S3 Y3H3S3 (19)

Y1 H2 S1 Y1H2S1 (12)

Y1 H2 S2 Y1H2S2 (12)

Y2 H3 S3 Y2H3S3 (6)

Y1 H3 S3 Y1H3S3 (4)

Y1 H3 S1 Y1H3S1 (3)

Y1 H1 S2 Y1H1S2 (1)

Y2 H1 S2 Y2H1S2 (1)

Y2 H2 S3 Y2H2S3 (1)

Y2 H3 S2 Y2H3S2 (1)

Y3 H2 S2 Y3H2S2 (1)

Table 10. Apply physical rating code

작성한 모듈을 바탕으로 GIS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순천
시를 살펴보면 도심지역의 경우 지도의 좌측이 기존의 원도심

이며, 지도의 우측은 최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이다. 노후도, 단독주택 비율, 목구조, 조적구조 모두 좌측부분
이 진하게 표시되어 주로 2,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서 예측하였던 원도심에 물리적인 쇠퇴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요소별 물리적인 쇠퇴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Table 11>.

노후도 용도(단독주택) 구조

Table 11. Three-level classification by element(Su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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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요소별 밀도 기반 물리적 등급 구분

이렇게 구성된 모듈화는 총 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
급은 매우 쇠퇴한 집계구로 건축물 노후도, 구조, 용도 3가지 요
소 중 3단계가 3개 이상 포함된 등급이다. 2등급은 일반적 수준
의 쇠퇴 등급으로 요소 중 2단계가 2개 이상이 포함되며, 3등급
은 보통의 집계구 등급으로 요소 중 3단계가 1개만 포함된 등급
이다. 4등급은 조금 양호한 등급으로 요소 중 2단계가 2개 이상 
포함이며, 5등급은 가장 양호한 등급으로 요소 중 1단계가 2개 
이상일 경우 이 등급에 속한다<Fig. 4>.

Fig. 4. Standard of classification

4.4 물리적 등급의 적용

설정한 등급 기준을 중소도시 집계구에 실제 적용하였다. 물
리적 현황이 가장 열악한 1등급 개수는 5개 중소도시 중 순천시
가 19개(순천시 전체 집계구 대비 3.6%)로 가장 많으며 여수시
가 8개(1.8%), 나주시가 5개(2.5%) 순으로 나타났다. 2등급은 목
포시가 31개(6.5%)로 가장 많으며 여수시가 20개(3.3%), 순천시
가 10개(1.9%)이다.
각 등급의 비율로 살펴보면 1,2,3등급 합산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목포시가 14.5%로 5개 도시 중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는 순천시 6.7%, 여수시 5.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2>.

등급 광양 나주 목포 순천 여수

1 3 5 2 19 8

2 6 - 31 10 20

3 1 - 36 6 3

4 7 12 31 33 55

5 272 182 377 456 469

기타 2 - - - 51

합계 291 199 477 524 606

Table 12. Small and medium cities numbers of physical grade

GIS를 활용하여 각 도시에 등급을 맵핑하여 도심 내 주요 쇠
퇴지역 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도시의 외곽 
부분은 대부분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쇠퇴도가 높은 1,2
등급은 5개시 모두 원도심에 위치한 집계구에 분포하며, 2000
년대, 2010년대부터 개발을 실시해온 도시 내 주요 신도심은 대
부분 4,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순천시의 경우 그림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측(원도심)에 1,2,3

등급이 집중되어 있으며, 우측(신도심)에도 적지만 3등급 집계

구가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양, 나주, 여수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순천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군

단위 중심지역과 시단위 중심지역에서 동시에 1,2,3등급의 집계
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포는 새로운 신도심을 
제외하고 원도심 일대에서 1,2,3등급의 집계구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리적 현황이 많이 쇠퇴한 것으로 판단된

다<Fig. 5>, <Table 13>.
결과적으로 도시마다 차이는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중소도시 

원도심의 건축물 물리적 현황이 신도심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원도심에 위치한 건축물들의 구조가 철
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등이 아닌 구조에 취약한 재질로 건축
된 단독주택 고밀집 지역이고, 준공일이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축물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 Physical grade (Suncheon)

광양 나주

목포 여수

Table 13. Small and medium cities physical grade

집계구 기반 물리적 등급과 현재 도시재생 뉴딜에서 구분하

고 있는 행정동 경계를 비교하였다. 두 개의 영역이 일치하는 
지역도 있지만 기초단위구를 기반으로 인구규모(최적 500명), 
사회경제적 동질성(주택유형, 지가), 집계구 형상을 고려한 집
계구의 특성상 행정구역 내부에서도 전체가 아닌 일부지역만이 

쇠퇴한 곳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쇠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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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지정하기에는 지정구역 전체가 쇠퇴한 것이 아님을 밝히

며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하여 쇠퇴지역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쇠퇴지역에 대한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며 동

시에 쇠퇴지역 지정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Fig. 6>.

Fig. 6. Comparison of physical grade and haengjeong-dong in suncheon

동시에 물리적 등급과 도시재생 뉴딜에서 구분하고 있는 물

리환경 부문 노후도의 중소도시 내 분포를 비교하였다. 정부에
서 제시하고 있는 1개 요소(노후도)로만 쇠퇴지역을 설정한 곳
은 대부분 극히 일부분의 원도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등급에서 나타나는 쇠퇴지역과 많은 차이를 보

인다.
두 개의 영역이 일치하는 지역은 원도심으로써 쇠퇴를 충분

히 예측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3가지 요소로 구분한 등급을 설
정한 지도에서는 도시 내 쇠퇴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쇠퇴가 초

기단계이거나 추후 쇠퇴지역에 대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물리적인 쇠퇴를 
규정하기에 하나의 요소가 아닌 더욱 다양한 요소와 요소 내 단

계를 구분하여 도시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Table 14>.

5. 결론

본 연구는 건축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쇠퇴를 판단하기 위한 

3가지 요소를 설정하고 요소의 단계구분을 통한 모듈화와 이를 
기반으로 물리적 등급을 5단계로 설정하였다. 5가지 단계를 전
라남도 5개 도시에 적용하여 집계구 단위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전라남도 5개 중소도시는 공통점으로 물리적인 

쇠퇴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목포, 순천, 여
수는 평균값보다 높으며, 광양, 나주는 평균에 미치지 못해 중
소도시에서도 규모나 인구가 양극화되고 있다.
둘째, 물리적인 등급 중 1,2,3등급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는 목포시가 14.5%로 5개 도시 중 가장 높고 쇠퇴한 집계구가 
원도심 일대에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원도심 일대에 

전반적 쇠퇴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도시마다 분포 현황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도
시 원도심의 건축물 물리적 현황이 신도심과 비교했을 때 건축

물들의 구조가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등이 아닌 구조에 취
약한 재질로 건축된 단독주택 고밀집 지역이고, 준공일이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들로 구성되어 현황이 매우 열악하다. 
넷째, 쇠퇴한 집계구와 읍면동의 경계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하여 쇠퇴지역 범위를 설
정하는 것이 아닌 세부적인 쇠퇴지역의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

며, 동시에 쇠퇴지역 지정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
다섯째, 물리적인 쇠퇴를 규정할 때 단일 요소가 아닌 복합

적 요소와 요소별 단계화를 통해 도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시 내 쇠퇴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쇠퇴의 정도가 초기단계이거나 추후 쇠퇴지역에 대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판별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 지역 선정을 위한 물리적인 

요소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건축물 데이터를 활용한 복합
적 요소와 집계구 경계에 따른 분석은 보다 세밀한 관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읍면동 단위보다 세밀하고 정밀하게 
각 집계구의 특성과 성격에 맞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문·사회, 산업 등 다양한 
요소를 추가적으로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중소도시별 정밀

한 현황과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개 요소로 분류한 집계구 분포(노후도)

3개 요소로 분류한 집계구 분포(노후도, 용도, 구조)

Table 14. Comparison of old age building and physical grade (Su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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