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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도시지역의 빈집 발생은 주목할 만한 사회문제이다. 물리적 쇠퇴 현상 중 하나인 빈집 발

생은 인구감소, 상권침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쇠퇴를 가속화 시킨다. 빈집은 지역적 특성 및 

공간적 영향력이 존재하며, 정확한 빈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지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역적 Moran’s I와 지리가중회귀모델(GWR)을 활용하여 도시쇠퇴가 

빈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부산광역시 읍면동별 빈집 발생은 공

간적 자기상관성 및 이질성이 존재하였다. 또한 각각의 도시쇠퇴 변수들이 빈집 발생에 미치는 영

향이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도시쇠퇴 변수라도 지역에 따라 빈집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GWR모델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계수 값을 해석하고 빈집 발생을 유형화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빈집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어 : 빈집, 도시쇠퇴, 공간적 자기상관성, 지리가중회귀모델

ABSTRACT

The recent occurrence of vacant houses in urban areas is a remarkabl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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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One of the physical declines, the occurrence of vacant houses, accelerates 

various social and economic declines, such as a decline in population and a slump in the 

commercial district. Vacant houses hav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patial influence, 

and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m locally in order to grasp the exact status of 

vacant hous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urban decline on the occurrence of 

vacant homes was examined by region using global Moran's I and Geographic Weighted 

Regression(GWR)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spatial autocorrelation 

and heterogeneity in the occurrence of vacant houses in each eup·myeon·dong, Busan 

metropolitan city. In addition,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of 

urban decline on the occurrence of vacant houses, and even the same variable of urban 

decline has different effects on the occurrence of vacant houses in different region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a more efficient vacant home management plan can be 

presented if the GWR model is used to analyze the coefficient values differentiated by 

region and categorize the occurrence of vacant houses.

KEYWORDS : Vacant House, Urban Decline, Spatial Autocorrelation,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서  론

최근 도시의 빈집은 새롭게 주목할 만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집의 심각성

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농어촌 지역이며, 

2001년부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경우 빈집

에 중점을 둔 규정이 미비하였고 최근 도시지역

의 빈집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제정하

였으며, 해당 법에 근거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

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시의 빈집 발생 원인은 도시쇠퇴와 많은 연

관이 있다(Kim et al., 2017; Kown, 2017).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주택 수요가 줄어들어 부동산 가치

가 하락하게 된다. 이에 거주 환경에 대한 물리

적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빈

집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측면은 범죄 심

리학인‘깨진 유리창 이론’과 접목시켜 살펴볼 

수 있는데 방치된 빈집은 주변 지역에 범죄 발

생, 경관 악화, 환경오염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더 많은 인구 감소와 지역의 경제 

침체까지 이어진다. 즉 빈집의 발생은 물리적 

쇠퇴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방면

의 쇠퇴 악순환을 발생시키게 된다. 보다 정확

한 빈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과 공간적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빈집 발생에 대한 공간적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 Kim et al.(2017)과

Jeong and Jeon(2019)의 연구에서는 빈집은 

공간적 자기 상관성이 존재하며 군집적으로 빈

집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Jeon 

and Kim(2016)의 연구에서는 빈집 밀집구역들

마다 빈집의 발생 원인은 상이하며 구역마다 서

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처럼 공간적 영향력이 존재하는 빈집의 경우 단

일한 결과를 도출하는 일반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 이하 OLS로 표기)을 

적용할 경우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

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통계

기법 분석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간적 이질

성을 고려한 지리가중회귀모델(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이하 GWR로 표기)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Lee and Shim; 2011). 분

석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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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OLS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공간적 

의존성 및 이질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GWR

모델을 사용하여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Sim et al., 2013; Oh et al., 2014; Lee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빈집 발생의 공간적 영향력을 확인하

고 GWR모델을 적용하여 지역별 빈집 발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

1. 공간적 자기상관성(Moran's I)

공간데이터(Spatial data)는 지리적인 정보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 공간적으로 인접해있을수록 

유사한 특성을 지니게 되고 상관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Moran's I, Geary's C, 

Getis and Ord's G 등이 있으며(Sim et al., 

2013; Oh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Moran

(1950)에 의해 제시된 Moran's I 통계량을 사

용하였다. Moran's I 통계량은 전역적, 국지적 

통계량으로 나누어지며, 전역적 통계량은 연구

대상지 내에서 유사한 값들의 전방적인 군집경

향을 하나의 지표로 요약하여 나타내는 지표이

다(Choi et al., 2013). 기본 식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은 지역단위의 수, 는  지역의 

속성, 는  지역의 속성, 는 평균값, 는 

가중치를 의미한다. 산출된 Moran's I 통계량 

값은 식 2와 같이 Z검정을 통해 유의성을 판단

한다(Park et al., 2016).




, 여기서   (2)

공간적 자기상관성 지수는 –1에서 +1까지 값

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성, -1

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성을 가진다(Lee and 

Shim, 2011).

2. 지리가중회귀모델(GWR)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여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회

귀식을 도출하는 OLS모델을 사용한다(Lee at 

al., 2015) 하지만 공간에 존재하는 지표들은 

Tobler(1970)의 지리학 제 1법칙에 의해 가까

운 것이 먼 것보다 관계가 있어 일반적인 회귀

모델을 사용할 경우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많은 선행연구에

서는 공간적 영향력을 고려한 GWR모델을 사용

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았다(Sim et al., 

2013; Oh et al., 2014; Lee et al., 2015)

GWR모델은 주변 관측 값의 거리에 대한 가

중치를 산출하여 모델을 추정하며 기본 식은 식 

3과 같다. 

 


      (3)

식 1에서 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번째 

중심점의 좌표를 의미하며, 는 의 번

째 독립변수의 계수를 의미한다(Kim et al., 

2011). 이는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이 먼 

지역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며, 

식 4와 같이 가중회귀최소제곱(Weighted Least

Square)에 의해 산출된다. 

  


  (4)

여기서 는 n×n 형태의 공간가중행

렬(Spatial Weight Matrix)이다(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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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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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R모델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Gaussian 함수, Bisquare 함수 등이 있다. 또

한 모형의 적합도를 위해서는 대역폭의 설정이 

중요하며 대역폭은 고정된 커널(Fixed Kernel)

과 적응적 커널(Adaptive Kernel)이 있다. 고

정된 커널은 규칙적으로 표본점이 분포하기 때

문에 표본점이 조밀하게 분포하거나 산발적으로 

분포한 곳에서 모형의 적합도가 낮아질 수 있으

며 이러한 부분에서 가변적으로 설정이 가능한 

적응적 커널을 통해 모델의 적합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Lee and Sim, 2011). 모델의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CV, AIC 방법 등이 있으며 선

형모델, Possion, GWR에서 사용이 가능한 AIC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Fortheringham, a. 

et al., 2002). AIC의 식은 식 6과 같다.

 






            (6)

여기서 은 샘플의 수, 는 오차항의 표준오

차, 는 hat matrix의 trace이다. 일반적으

로 비교되는 두 모델에서 AIC값의 차이가 4보

다 작은 경우 두 모델은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

으로 판정하며, 더 낮은 AIC 값을 가지는 모델

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Fortheringham, 

a. et al., 2002).

연구범위 및 방법론 설정

1. 대상지 및 연구범위 설정 

연구의 대상지는 부산광역시의 읍면동을 대상

으로 하였다(그림 1). 부산광역시의 경우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이 모여들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경공업이 

발달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로 성장

하였다. 하지만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 전 급격

히 증가한 인구로 불량주택이 밀집된 구릉지형 

판자촌이 형성되었으며, 60~70년대 강제철거 

이주를 위한 정책이주지 조성 등 열악한 주거환

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

업으로 주력 산업이 변화하면서 도시 실업이 증

가하였고,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 인구 고령

화가 높은 지역으로 현재 쇠퇴가 진행 중인 지

역이다. 

FIGURE 1. Study area

부산시의 경우 2019년에 조사된 빈집의 수는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20). 부산시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강력범죄가 빈집에서 일어났

으며,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고자 

2013년에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림 2는 읍면동별 

빈집수를 총 주택수로 나눈 빈집 비율이다.

FIGURE 2. Ratio of vaca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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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Variable

population·society
aging index, rate of aging index, annual average rate of population growth for 5 years, ratio of elderly 
population, ratio of elderly living alone, ratio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atio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hange

industry·economy

number of employees per 1000 pop, rate of employee change, change of establishment, number of 
employees per establishment, rate of manufacturing employees, number of wholesale and retail 
employees per 1000 pop, rate of wholesale and retail employees change, rate of higher-level service 
employees

physical·environment ratio of old houses , ratio of new houses, ratio of small houses

TABLE 1. Selec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취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2018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빈집 

자료의 경우 부산시의 각 구·군에서 제공받아 

가장 최신자료(2018~2019년)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그 외의 도시쇠퇴와 관련된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통계지

리정보서비스(www.sgis.kostat.go.kr)에서 제

공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구축하였다.

2. 분석방법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의 읍면동을 기

준으로 빈집 발생의 공간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GWR모델을 통해 지역별 빈집 발생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

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 읍면동별 빈집 비율의 공간

적 자기상관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역적 

Moran’s I 지수 값을 산출하였다. 이후 빈집

과 도시쇠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

로 OLS모델을 구축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

해 선정된 관련 변수를 VIF 검정을 통해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최종 변수

를 선정하였다. OLS모델의 결과에서 Koenker 

(BP) 및 Jarque-Bera 통계량을 통해 일반회

귀모델의 기본 가정인 오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가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빈집 발생

의 공간적 이질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OLS모델에서 구축한 동일한 변수를 가

지고 GWR모델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GWR 분석을 위하여 Esri의 ArcGIS 

10.7에서 제공하는 Gaussian 함수를 사용하였으

며, 커널함수 형태의 경우 적응적 커널(Adaptive

Kernel), 대역폭에 대한 검증은 AIC 방법을 사

용하였다. OLS모델과 GWR모델의 결과 값 중 

AIC, 수정된 결정계수 값을 비교하여 GWR모델

이 더 높은 적합성을 가진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GWR모델의 결과 값을 해석하여 

지역별로 빈집 발생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회귀모델을 실시하기 위해 종

속변수는 빈집의 수를 전체 주택의 수로 나눈 

빈집 비율로 선정하였다. 읍면동별 산출된 빈집

수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좀 더 객관화하

기위해 Noh and Yoo(2016), Yeom(2019) 등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빈집 비율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크게 인

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으로 구분하였

으며, 좀 더 세부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

구를 고찰하여 표 1과 같이 도시쇠퇴 관련 변수

를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한 변수들은 다중공선성

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 VIF 검정을 실시하였

다. VIF 값이 5-10을 넘으면 다중공선성이 있

다고 판단된다(Lee and Noh, 2014). 본 연구

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VIF 값이 5보다 낮은 최

종 6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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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VIF

ratio of elderly population 1.18

rate of employee change 1.09

rate of manufacturing employees 1.08

number of wholesale and retail employees per 1000 pop 1.08

rate of higher-level service employees 1.18

ratio of small houses 1.14

TABLE 2. Results of multicollinearity test

Division Statistic

AIC 470.489

R
2

0.394

Adj R
2

0.376

ratio of elderly population 0.106576***

rate of employee change 0.002278

rate of manufacturing employees 0.000872

number of wholesale and retail employees per 1000 pop -0.000287

rate of higher-level service employees -0.015565

ratio of small houses 0.006961*

F-Stat 21.591***

Koenker(BP) 23.0752***

Jarque-Bera 1705.435***
*** p<0.01, ** p<0.05, * p<0.1

TABLE 4. OLS model result

빈집 발생의 공간적 특성 분석

1. 공간적 자기상관성 및 이질성 측정

부산광역시 읍면동 단위의 빈집 비율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측정하였다. 표 3은 빈집 비율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결과이다. Moran’s

I 지수 값은 0.131로 산출되었으며, 99%이상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Moran’s I 지수 값이 0.131로 약한 상관관계

가 나타났지만 1%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

게 나타나 부산광역시의 빈집 비율에 대한 읍면동

별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Division Statistic

Moran’s Index 0.131***

Z-score 9.201
*** p<0.01, ** p<0.05, * p<0.1

TABLE 3. Moran’s I result

부산광역시 읍면동별 빈집 비율의 공간적 이질

성을 살펴보기 위해 OLS모델을 구축하여 분석하

였다. 표 4는 OLS모델의 결과이며 수정된 결정

계수(Adjusted R-Squared) 값은 0.376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빈집 비율의 총분산을 약 38%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차후에 GWR모델과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한 AIC 값은 470.489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가정을 준수하

고 있는가를 Koenker(BP) 통계량과 Jarque- 

Bera 통계량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오차

의 이분산성은 Koenker 통계량을 통해 판정하

며 99%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이분산성

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오차의 비정규성은 

Jarque-Bera 통계량을 통해 판정하며 99% 유

의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오차의 정규성 

가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즉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가 고정된 것이 아닌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공간적 이질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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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value Standard deviation

intercept -2.900466 -0.488652 -1.82713 0.754584

ratio of elderly population 0.057791 0.143924 0.105106 0.023868

rate of employee change -0.008776 0.009782 0.002799 0.005342

rate of manufacturing employees -0.009838 0.042936 0.010333 0.016122

number of wholesale and retail employees per 1000 pop -0.002293 0.000688 -0.000396 0.000651

rate of higher-level service employees -0.051722 0.039100 0.016971 0.014861

ratio of small houses -0.009733 0.025795 0.007726 0.011812

Local R2 0.237110 0.584247 0.427400 0.084098

TABLE 6. Estimation of the GWR model coefficients

2. 모델 적합도 측정

Moran’s I와 OLS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간적 자기상관성 및 공간적 이질성이 존재하

여 OLS모델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음을 증명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영향력을 고

려할 수 있는 GWR모델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모델의 적합성

을 판정하는 AIC의 경우 GWR모델의 AIC 값

은 455.406, OLS모델의 AIC값은 470.489로 

나타나 두 모델간의 약 15가 차이가나며 이에 

모델 간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GWR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적합도가 개선되었다. 또

한 GWR모델의 수정된 결정계수 값을 살펴보면 

0.469로 약 47%의 설명력을 가지며 약 38%의 

설명력을 가진 OLS모델보다 약 9%가 향상되었다.

빈집 비율에 대한 GWR모델 잔차의 Moran’s

I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

는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임의적인 패턴

을 보인다는 것으로 GWR모델을 통해 빈집 비

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지역에 따라 차이

를 보인다는 가정에 부합하였다. 이러한 결과들

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의 읍면동별 빈집 발생

에 대한 분석은 OLS모델을 사용하는 것 보다 

GWR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였다.

Division Statistic

AIC 455.406

R
2

0.561

Adj R2 0.469

Moran’s Index -0.016
*** p<0.01, ** p<0.05, * p<0.1

TABLE 5. GWR model result

3. 빈집 발생의 공간적 특성

전역적 Moran’s I 및 OLS모델의 분석 결

과, 빈집 발생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였

고, 오차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가정을 준수하

고 있지 않았다. 또한 OLS모델과 GWR모델의 

적합성을 비교하였을 때 GWR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GWR모델의 결과를 통해 빈집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GWR모델로 추정한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 

결과를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편차로 나

타냈으며, 표 6과 같다. 그림 3은 Local R2
를 

나타낸 것으로 각 독립변수의 계수 값이 종속변

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지역별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최소 0.237에서 최대 0.584로 나

타났으며, 지역에 따라야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약 2배 이상이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지역마다 

다른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는 

하나의 값(R
2=0.376)을 가지는 OLS모델로부

터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간의 편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6개의 독립변수가 빈집 발생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계수를 지도화하

여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았다(그림 4). 그림 

4-a는 고령인구 비율이며 전체적으로 빈집 발

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구의 가야1·2동, 개금2동, 범천2동과 동

구의 범일1동, 수정4·5동 등의 일대가 인구 고

령화에 따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작용하

였다. 해당지역들은 고령인구비율이 높게 나타

난 지역이거나 그 주변지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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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ocal R
2

그림 4-b는 종사자수 변화율이며 양(+), 음

(-)의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량3동, 범일5동, 감만1동 일대와 신평2동, 장림

1동 일대 등은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들은 공업지역이다. 반면

에 금정구 일대는 음(-)의 영향을 보였다.

그림 4-c는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며 양(+), 

음(-)의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음(-)의 영향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회귀계

수 값이 작아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제구 일대와 그 주변지역인 서동, 반여

동에 양(+)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조업종사자비율이 높은 주변지역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d는 인구 천명당 도소매업 종사자수

로 양(+), 음(-)의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의 영향 지역은 상대적으로 회

귀계수 값이 작으며, 양(+)의 영향을 보이는 지

역은 북구에 속하는 행정동이다. 하지만 북구 

지역의 경우 Local R2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으로 다른 요인들의 개입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4-e는 고차산업 종사자 비율로 양(+), 

음(-)의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산동은 음(-)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지만 해

당 지역이 위치한 강서구 일대는 부산의 끝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가중치를 고려하는 과정에

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서동, 부곡동 

일대와 반송동, 반여동, 재송동, 우동 일대에 양

(+)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의 경우 빈집 비율이 부산 내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고차산업 종사자 

비율은 비교적 낮은 지역이다. 반면에 인접한 

부곡동의 경우 빈집 비율이 낮지만 고차산업 종

사지 비율은 주변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으로 매

우 상반되는 지역이 인접해있다. 또한 반송동의 

경우도 빈집 비율은 높지만 인접한 우동의 경우 

센텀시티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빈집 비율은 낮

지만 고차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즉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지역들이 서로 인접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f는 소형주택 비율로 양(+), 음(-)

의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

의 영향 지역은 상대적으로 회귀계수 값이 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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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tio of elderly population (b) rate of employee change

(c) rate of manufacturing employees (d) number of wholesale 

and retail employees per 1000 pop

(e) rate of higher-level service employees (f) ratio of small houses

FIGURE 4. The distribution of the GWR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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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양(+)의 영향을 보이는 지역은 사하구의 감

천1동과 그 주변, 산복도로 일대와 원도심 지역

이 주택 면적에 따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이는 달동네, 판자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빈집 발생에 영향을 주는 도시

쇠퇴 요인들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빈집

의 발생은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일한 값을 도출하는 일반회귀모델을 적용하기

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빈집 관리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GWR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에 앞서 분석 지표가 공간적 자

기상관성 및 공간적 이질성이 존재하는지 확인

하고자 하였다.

전역적 Moran's I을 적용한 결과, 부산광역

시의 읍면동별 빈집 비율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

관성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OLS모델을 통해 공

간적 이질성 존재를 확인하여 GWR모델 사용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그 다음 OLS모델과 

GWR모델의 결과를 비교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AIC, 수정된 결정계수 값 

모두 GWR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GWR모델 분석 결과를 통해 부산광역시 

빈집 발생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아 지역별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원도심지

역의 경우 고령인구비율과 소형주택비율에 대해 

양(+)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이나 저소득층

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

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두와 공단이 위치한 공

업지역의 경우 종사자수 변화율이 빈집 발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

지역의 경우 상업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

으로 대규모 철거 및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업 지역에 대한 주

거환경 개선 및 빈집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추가

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빈집 

비율이 높은 서동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 비율에 

영향을 받으며 금사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주

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다른 

지역의 빈집 가구 수보다도 그 수가 훨씬 많고 

밀집되어 존재하고 있어 개별 건축이 아닌 지역

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으로 해운대구에 위치한 반여동, 반송동, 재송

동, 우동의 경우 고차산업 종사자 비율에 영향

을 받는다. 해당 지역들은 지역 간 격차가 커져 

빈집 발생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호

한 주거환경을 가진 인접 신시가지의 성장에너

지와 결합한 빈집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일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해당 연구는 부산시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기 위해 기장군과 강서구를 포함하였다. 하지

만 두 지역의 경우 나머지 구에 비해 행정동의 

수가 적고 농촌과 도시지역이 결합되어 있는 지

역이다. 향후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지역끼리 

묶어 살펴본다면 모델의 설명력이 향상되고 결

과 해석이 용이할 거라 예상된다. 둘째, 강서구

와 기장군은 연구대상지의 끝에 위치하여 지리

적 가중치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강서구의 경우 김해시·진해시를, 기장

군의 경우 울산광역시·양산시를 함께 고려한다

면 좀 더 정확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은 자료의 구득 한계이다. 연구

의 시간적 범위를 2018년으로 선정하여 일부 

자료는 행정동 단위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

아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 향후 좀 더 미

시적인 단위의 자료가 지속적으로 구축된다면 

더욱 다양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한계점들이 존재하였지만 본 연

구에서는 국지적 차원에서 빈집 발생의 특성을 

살펴보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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