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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대형 방치건축물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 광주광역시 남구 사례를 중심으로 -

최

진

김형 래

신 우 진

1)

최근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인구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장기 불경기
속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된 건축물과
완공은 되었으나 운영수익을 내지 못해 방치된 건축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광
역시 남구에 입지한 세 곳의 비주거용 대형 방치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해결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비주거용 대형 방치건축
물인 남구청((구)화니 백화점), 광주 식자재 마트((구) 해태마트), 서진병원이다. 대형건축물의 방치과정
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대형건물의 장기간 방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관협력개발과 조세감
면 혜택 등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세 개 건축물의 입지특성을 반영하여 대중교통중심개발과
보행자 친화적 설계를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입안자가 향후 비주거용 대형 방
치건축물을 관리할 때 참고 가능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비주거용 대형 방치건축물, 민관협력개발, 조세감면, 대중교통중심개발, 보행자 친화적 설계

Ⅰ. 서

론

최근 한국은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변해가며 인구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
고 있으며, 장기간의 불경기속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전례 없는 사회 문제로
인해 도시 정책을 실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낮은 시장성과 수요 감소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된 건축물과
완공은 되었으나 운영수익을 내지 못해 방치된 건축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중단 대형 방치
건축물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477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1) 운
* 주저자,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지역개발전공 석사과정
** 공동저자,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학부과정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지역개발전공 조교수
1) 헤럴드경제, “방치된 ‘건축 흉물’ 정비 속도…전국 780여동･대형건물 60%”,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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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익이 관리비용에 미치지 못해 방치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면 방치건축물의
수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방치건축물들은 주변경관의 훼손, 관리의 부재로 인해 낙상사고, 범죄의 장소
이용 가능성 등 주변지역에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여 주변의 상권을 정체시키고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유광흠, 2013). 특히 방치건축물의 규모가
대형인 경우 사회적 피해는 더욱 커진다. 해외의 경우에는 대형 방치건축물이 지
역 전체, 더 나아가 국가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존재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
하네스버그의 폰테 시티 아파트(Ponte City Apartments)는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로 많은 흑인 실업자의 유입 및 백인들의 교외 이주에 따라 소유주가 관리를 포
기하면서 갱단에 의해 마약, 살인, 강도 등 범죄의 온상지가 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건물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슬럼화 되었고 이를 회복하는데 약 20년이 걸
렸다.2) 또한, 베네수엘라의 콘피난사 금융센터(Centro Financiero Confinanzas)
의 경우 경기 악화로 1994년 콘피난사 사의 파산으로 인한 건축 중단 이후 20년
동안 방치 건축물로 유지되었다. 특히 2007년에는 많은 빈민들의 무단점거로 인
해 약 3,000명의 불법거주민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거주민 전
원을 타 지역에 있는 정부소유 아파트로 이주시키고, 2015년 현재 정부 관사 및
응급시설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3) 이렇듯 방치 건축물은 규모가 클수록 건물 보
수비용이 늘어나고 매매가격이 높아 인수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며 이로 인해 방
치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형 방치건축물은 주변지역에 큰 사회적 피해를
입히며,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대형 방치건축물 세 곳을 대상으로 신문
스크랩, 전화 인터뷰 등에 기초한 내용분석을 통해 방치 과정 및 사회적 피해를
분석하고 대형방치건축물의 개선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Ⅱ. 방치건축물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개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2) Media Club South Africa, Ponte City - a beacon of hope in downtown Johannesburg, 2014.01.29.
3) 경향신문, “45층 세계 최고 높이 빈민촌 다비드 타워… 베네수엘라, 치안 이유로 거주민 내쫓는다”,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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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 2조 제 2항). 미준공
방치건축물이란 통념적인 의미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 시행사가 부도, 재산
상의 다툼 등의 원인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의 건물
을 말한다(이재우 외, 2012).4) 그러나 현재까지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명
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형 방치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 시행사가 부도, 재산상의 다툼 등의 원인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
고 중단된 상태의 건물이나, 건축은 완료 하였으나 관리비용이 운영수익을 초과
하여 사실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미사용 방치건축물 중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 하였다.5) 또한 비주거용 대형 방치건축물이란 대형 방치
건축물 중에서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선행연구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방치건축물의 정비 및 활용방안, 발생원인, 다양한
분쟁특성을 살펴보았다. 김광주 외(2011)는 국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서 지자체 허가권자의 행정상 조치 강화, 간이소송제도, 조정 화
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수 외(2009)는 주택건설기업의 부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고 기존 부도모형의 한계를 보완하여 건설기업에 적
용이 용이한 새로운 부도모형을 설계하였다. 한편, 이재우 외(2012)는 개별사례
연구를 통하여 건축물 공사중단 발생으로부터 공사재개, 철거, 장기방치 등으로
구분되는 미준공 공사중단 건축물의 진행경과와 분쟁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부분적,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기존 법제도 개선대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노력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다보니 지역사례에
서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이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입지한 세 곳의 비주거용 대형 방치건축물을 대상으로 실

4) 일반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시공중단 방치건축물’, ‘미준공 방치건
축물’, ‘방치건축물’, ‘미준공 건축물’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재우 외, 2012).
5) 건축법상에서 대형 건축물의 분류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대형건축물 기준인 연면적 10,000㎡를 차용하였다(국토해양부 보도자료, “11 상반기 건축허가 전년 동기대비
2.5%, 건축물 착공 3.2% 증가”, 2011.07.13. ; 서울일보, “강서구, 중형 및 대형건축물 16일까지 유지관리 실태 일
제점검”,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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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파악하고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해결방향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Ⅲ. 연구 대상 및 현황 분석
1. 연구 대상
광주광역시 남구의 비주거용 대형 방치건축물 세 곳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세곳은 남구청((구)화니 백화점), 광주 식자재 마트((구) 해태마트), 서진병원이
다.6)
세 건물은 모두 서문대로 상에 위치하며, 남구 핵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구)화니백화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구)해태마트까지의 거리는 약
1.3km로, 유사한 인구 및 교통 특성을 지닌다(<그림 1> 참고).

<그림 1> 연구 대상

6) 서진병원의 경우 과거에는 서진병원과 서인병원이 있었으나 2014년에 서인병원이 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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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광역시 남구 비주거용 대형 방치건축물 분석
1) 남구청 ((구)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세계백화점과 송원백화점이 1995년 광주에 입점함에 따라 백화점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화니백화점은 600억 원 규모(토지 매입비 제
외)의 주월점 신축공사와 260억 원 규모의 충장로 본점 확장공사를 감행했다.
그러나 주월점을 90%까지 건축한 상태에서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홍
콩자본을 차입해 공사를 마무리하려던 계획이 기업 부도와 함께 무산되면서 공
사가 중단되었다. 화니백화점은 어음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상태에 빠졌고 결국
1999년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 되면서 화니백화점 주월점은 채권단인 한국투자
신탁으로 넘어갔다.7) 화니백화점 주월점은 큰 규모와 복잡한 채권문제로 인해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다. 1999년 이후 (주)디밴즈, 케이씨 유동화 전문유
한회사, 크레디트인더스트이엘꼬메르시알사(싱가폴회사), 클리어워터사(미국 국
제펀드사) 등이 화니백화점 주월점을 개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분양률저조, 채
권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2012년까지 방치되었다.8)
화니백화점 주월점은 약 15년간 방치 되면서 주변지역에 미관, 교통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해당부지는 광주의 남구, 동구, 서구를 잇는
핵심 교차로인 백운광장에 위치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대형 방치건축물의 존재
는 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 그리고 방치된 공사 현장이 인도의 일부
를 점거하여 인도가 좁아지고, 인도가 훼손되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
또한 화니백화점 주월점이 방치 건축물이 된 이후 인근지역의 공시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유흥업소들이 입주하여 상권가치가 크게 낮아져 인근의 상권 역시 쇠
퇴 되었다.9) 그러던 중 2010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화니백화점 주월
점을 광주 남구청의 신청사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화니백화점 주월점
을 남구에서 매입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위탁 개발한다는
제안이었다. 당시 남구청은 1995년 서구에서 분리된 이래로 컨테이너 건물을 청
사로 사용하고 있어 신청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남구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
기 위해 당시 소유주였던 클리어워터와 접촉해 가격을 협상했고, 2010년 10월
7) 중앙일보, “광주 화니백화점 부도 원인은 무리한 사업확장”, 1997.09.21.
8) 아시아경제,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남구청사 시대 어떻게 열렸나?”, 2013.03.07.
9) 실증적으로 보면, 해당부지에 인접한 하나의 비주거용 필지를 대상으로 1997과 2012년의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50만원/㎡에서 163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소폭 증가한 171만원/㎡이 되었다. 즉 1997년부터 남구
청이 이전 직전인 2012년까지 약 35%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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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니백화점 주월점을 105억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매입대금 105억
원 중 100억 원은 광주시의 지원으로 마련하고, 5억 원은 남구 예산을 사용했
다.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남구청 신청사의 공사를 시작했고 2013년 4월
개청했다.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은 367억 원이었다. 남구청 신청사는 지상9층
지하 6층 건물이고 남구청, 남구 보건소, 남구의회가 1층 일부와 5~9층을 사용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하1층, 1층 일부, 2~4층을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운영 개시로부터 22년 후 신청사의 소유권은 남구청으로 이전될 예정
이다.10)
2) 광주 식자재마트 ((구) 해태마트)
대상지는 다수의 아파트 단지와 교외로 나가는 도로가 지나는 진월동 핵심상
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해태마트가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2006년 모기업인 해태유통이 이랜드 그룹에 인수되면서 해태마트는 해당 건물
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소유주는 해당건물을 임대, 매각하려 하였으나 10,842
에 달하는 큰 규모뿐만 아니라 진월동의 급격한 개발로 인한 해당 지역의 공시
지가 상승11)으로 인해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결과 6년 동안 해
당건물은 방치되었고, 노후화가 진행되어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었다.12)
해태마트의 철수 이후 진월동은 아파트 및 상업건물 등 꾸준한 개발이 진행
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문대로 양쪽으로 진행되던 개발이 해태
마트, 서진병원을 기점으로 끊긴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해당부지 인근은 임야로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2012년에 건물주는 신진유통을 설립하여 신진마트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하였다. 신진마트는 개인마트로 등록된 상태였지만 이마트 에브리데이
와 계약을 통해 상품과 시스템을 공급받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는 이를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우회입점이라 비판하고 입점을 반
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논쟁이 심화되면서 2012년 9월, 신진유통은 남구청장과
시민단체와 함께 대기업 유통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신진마트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신진유통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마트 에브리
데이로 우회입점을 시도하였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실패하였다.13) 결국 지역사
10) 아시아경제,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남구청사 시대 어떻게 열렸나?”, 2013.03.07.
11) 해당부지의 공시지가를 살펴본 결과 진월동 개발전인 1990년에는 100만원/㎡이었으나 진월동이 개발되면서 2006년
176만원/㎡으로 76%가 증가하였다.
12) 시민의 소리, “주월동 해태마트 도심 흉물로 방치”,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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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지속적 압박에 신진마트는 운영을 포기하였고 2013년 8월 한마음 마트가
입점하였다. 그러나 한마음마트 역시 경영난으로 2014년 1월 폐점하면서 2015
년 현재에는 건물을 분할해 광주식자재마트를 비롯한 5개의 업체가 임대 영업
중이다.
3) 서진병원
구 해태마트와 불과 200m 떨어진 서진병원은 S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 1984
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14) 그러나 해당 대학 재단의 자금난으
로 인해 1989년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공사 재개 및 중단을 반복
하다가 1993년 공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 서진병원은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이며 서인병원은 7층 높이로 계획되었으나 각각 60%의 공정률에서 중단되
었다.
서진병원의 건축은 재단 설립자의 횡령과 재단의 재정악화로 인해 재개되지
못하고 27년 동안 방치되면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병원 이외로의 사용
이 힘든 건물 구조로 인해 리모델링하여 이용하기 힘든 상태이다. 또한 서진병
원 건물은 서진여고, 대광여고 입구에 위치하여 있는데 오랫동안 가로등이 설치
되지 않아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다.15) 현재에도 일부 구간은 가로등이 설
치되어있지 않고 옆의 임야를 통하면 부지 내에 쉽게 출입할 수 있어 청소년 탈
선과 각종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16) 또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1984년도에는 자동차가 대중화되지 않아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 상태로 허
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서진병원이 완공되더라도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S대학교는 2015년에 새로운 재단에 인수되었다.17) 현재 서진병원은 철거가
완료되었고 서진병원은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2번 소유주가 바뀌었다. 그러나
13) 중앙일보, “광주 남구 한 마트, 대기업 마트로 간판 기습 교체”, 2013.03.10.
14) S대학교는 부속병원으로 서인병원과 서진병원의 건축을 계획하였으나 서인병원은 1982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완공
되지 못하고 최근 철거되었다.
15) 방치된 서진병원은 사유지로서 가로등이 설치되지 못하였다.
16) 서진병원 공사 현장에는 다음과 같은 출입제한 안내문이 있었다. “이 건축물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물로서 안전사
고 발생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범죄 및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을 통제하오니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소리, “도시흉물 시리즈 1탄”, 2011.04.04.).
17) S대학교 관선이사회는 명지의료재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으나 구 재단인 홍복학원은 이를 거부하고 재단법인 예
수병원유지재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메디파나뉴스, “또 ‘예수병원’ vs ‘명지병원’ 재정기여자가 둘?”, 20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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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병원은 규모가 크고 주변의 인도와 출입로 때문에 철거가 용이하지 않은 상
태라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4) 소결
세 사례의 위치, 규모, 연혁, 방치사유, 사회적 피해, 해결과정, 현황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특히 발생 원인과 해결과정에서 각 사례들은 차이점을 보였다.
먼저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구)화니백화점의 경우 자금상황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은 개발로 인해 방치건축물이 되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주월점 완
공을 10% 남겨놓은 상태에서 부도 처리되었고, 투입한 공사비용을 제대로 회수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주월점과 관련된 상당수의 채권이 해결되지 못했고, 유
치권문제가 발생해 주월점의 개발비용을 높여 개발을 어렵게 만들었다. (구)해
태마트의 경우 주변지역의 개발로 높아진 공시지가와 낙후된 외관으로 인해 방
치건축물이 되었다. 해당 건물은 규모가 크고 가격이 높아 인수자를 찾기 어려
웠고, 외관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바로 사용할 수 없어 임차인들을 받
을 수 없었다. 서진병원의 경우 소유주문제로 방치건축물이 되었다. S대학교는
재단의 자금문제와 설립자의 횡령문제, 부실대학 지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
선이었기 때문에 방치건축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해당건물은 매각도, 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음으로 해결과정을 비교해보면 (구)화니백화점은 클리어워터사가 채권문제
를 정리하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적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할 수 있었다. (구)해태마트의 경우 소유
주가 신진마트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했고 이후 이를 분할해 임
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S대학교 부속병원의 경우 현재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재단이 변경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상태
이다.

Ⅳ. 비주거용 대형 방치건축물의 개선방향
1. 제도적 개선방향
세 개 사례를 통해 대형 건축물의 장기간 방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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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광주광역시 남구 대형 방치건축물 비교
남구청((구)화니백화점)

서진병원

광주식자재마트((구)해태마트)

위치

광주 남구 봉선로 1
(주월동 1284-1)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
로 738 (주월동 산231-3)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
로 706 (진월동 299-3)

규모

지하 6층 지상9층
대지 4,690
건축면적 3,031

서인병원(지상 7층, 연면
적 3,336 )
서진병원(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23,144 )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6,545
주차장, 나대지 4,297

연혁

1995년 착공
1997년 공사중단
2001년 (주)디밴즈 분양
시도 실패
2002년 케이씨 유동화전
문회사로 소유권 이전
2005년 크레디트인더스
트이엘꼬메르시알 사로
소유권 이전
2007년 클리어워터 사로
소유권 이전
2010년 남구청 매입계약
합의
2012년 한국자산공사 남
구청 신청사 착공
2013년 완공18)

서인병원(1982년 건축승
인, 1993년 공사중단)
서진병원(1984년 건축승
인, 1993년 공사중단)

1995년 건축승인
1996년 완공, 해태마트
입점
2006년 해태마트 철수
2006년 2011년 방치
2012년 리모델링, 신진
마트 입점
2013년 한마음마트 입점
2014년 광주식자재 마트
및 기타업체 입점

모기업부도

재단 자금난

지가상승,
외관노후화

사회적
피해

도시미관 훼손, 상권정체,
통행불편

도시미관훼손, 상권정체

도시미관훼손, 상권정체,
안전문제

해결과정

지역자치단체가 인수, 한
국자산공사 위탁개발

새로운 재단이 인수

리모델링, 분할 임대

현황

1층 일부, 5 9층 남구
청, 남구의회, 남구보건
소가 이용
지하 1층, 1층 일부, 2~4
층 한국자산공사가 임대
사업 중

2015년 소유권 이전
서인병원 철거, 서진병원
방치상태

광주식자재마트 및 기타
업체 입점

방치사유

현장
사진

18) 아시아경제, “백운광장 남구청사 시대 어떻게 열렸나?”,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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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관협력개발(Public-private development)이 필요하다. 남구청((구)화니
백화점 주월점)과 서진병원 사례는 모기업의 부도와 재단의 재원조달 문제로 인
해 공사가 중단되어 수십 년간 도시 미관을 해치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공공기관의 직 간접적 투자 참여 즉 민관 협력 개
발이 해결책으로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관련 기관에서 해당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비용을 보조해 주어 공사 중단 없이 계획대로 완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도심 속 해당건축물의 미적 가치와
대중들의 활용에 대해 고려한 후 해당 기관 예산으로 건축주에게 공사비용의 일
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게 하여 방치 건축물로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다.19) 다음으로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공사 재개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 해
주어 새롭게 취득한 자에게 재정적 안정을 꾀하여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공사 중단 없이 개발을 마
무리 할 수 있도록 공사 계획 단계나 진행 단계에서부터 관련기관이 좀 더 적극
적으로 민에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대표적인 적극적 민관 협력의 사례
로 공공기관에 의한 직, 간접적 재정도움을 받아 개발을 완성시킨 시카고시의 하
퍼코트(harpercourt)와 설리번센터(sullivan center)를 들 수 있다.20) 해당지역 지
방 정부는 개발 전에 비해 개발 완성 후 상당한 세금수익 증대를 예상할 수 있으
므로 완공 전까지의 세금을 유예 또는 경감시켜 주고 오히려 개발이 중단 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개발에 투자해주는 조세담보금융(TIF)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는 개발사에 시간적, 재정적 안정을 제공 해주어 개발을 계획대로 완성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국내 비주거용 대형 방치건축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방치 건축물에 의한 주변 상권 침체와 지역 발전 저해와 같은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방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과 같은 해당 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 재산은 사적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해당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
된다면 관련기관은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철거 비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
1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① 시･
도지사는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주에게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지원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Urban Land Institute website, http://ul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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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집행할 수 있다.21) 또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을 법률에 의거 추
가적으로 징수할 수도 있으니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다면 관련기관은
강력한 대처가 필요 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형 방치 건축물들은 당사자들 간의
법률적, 재정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하지만 강제
철거와 같은 강제 집행이 있기 전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
도록 해당기관이 중재자 역할을 하여 분쟁을 조정 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22)

2.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향
한편,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세 개 건축물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세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중심개발 및 푸른길 연장 등
의 보행자친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교통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백운광장에 위치한 (구)
화니백화점 주월점과 서진병원 그리고 진월동의 (구)해태마트 모두 교통 통행이
많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용이한 곳이다. 특히 백운광장에 있는 백운 고가의 철
거와 광주 도시 지하철 2호선의 개통이 예정 되어 있다. 이에 해당 지역 교통량
은 물론 시내버스 및 지하철 이용객 또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지역 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대중교통중심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가능 지역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 환승 센터로부터 대상지까지 환승버스를
운영하거나 두 지역 간 보행로를 개선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등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시카고시의 하퍼코트(harper court)와 설리번
센터(sullivan center)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마켓 스퀘어(market square)의 경

2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제7조(철거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
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시･도지사는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집행 비용이
예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제9조(분쟁의 조정) ①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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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중교통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주변 지역 부흥과 함께
상당한 개발 수익을 달성했다.23)
다음으로 보행자 친화적 설계(Pedestrian-friendly design)를 고려한 푸른길 공
원의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지역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
용하는 ‘푸른길 공원’을 조성하였다.24) 이곳은 백운동 로터리에서부터 동성중학
교까지 약 4.1km 구간에 느티나무, 동백나무, 향나무 등 1만 8000그루의 숲길
을 냈으며 곳곳에 야생화를 심고 공연장도 만들어져 있다. 사계절 내내 다양한
음악회와 전시회 등 문화 행사가 진행된다. 공교롭게도 이 푸른길 공원은 세 사
례들로부터 큰길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다. 따라서 푸른길로부터 세 사례 주변
까지의 도보 접근성을 높인다면 유동인구의 증가를 통한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선 방향들은 입지적으로 유사한 지역에
서 활용방안으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도시 내 골칫거리로 존재하는 대형 방치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사고와 범죄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각종 사회적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다. 부
동산경기 과열시점에 사업성과 자금력이 미흡한 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경기
침체기에 발생한 도심 속 방치 건축물들로 인한 문제는 단지 광주광역시 남구뿐
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수 있다. 이에 대해 관련기관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
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수요특성 변화, 도시쇠퇴 양상으로 도시내외의 방치건축물
은 향후 보다 큰 사회적 문제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남
구에 위치한 비주거용 대형 방치건축물의 기초 실태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인 비주거용 대형 방치건축물의 방치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개발(Public-private development)을 통한 정부와
23) Urban Land Institute website, http://uli.org/
24) 광주푸른길공원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경전선 구간이 폐선된 후 폐철도 부지에 조성된 총 면적 120,227,6㎡의
도시공원이다. 광주광역시 동구(계림동, 산수동, 지산동, 동명동, 서석동, 학동)와 남구(방림동, 백운동, 주월동, 진월동)에
걸쳐 위치하고 있고 녹지공원, 자전거도로, 도서관 등이 조성되어 있다. (사)푸른길, http://greenways.or.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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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위험률 감소를 꾀하는 개발을 추진해야하며,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민간
의 적극적인 개발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 사례의 입지특성을 반영
할 경우, 대중교통중심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과 보행자 친화적 설
계(Pedestrian-friendly design)를 통해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주변지역 상권 활성
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광주광역시 전체가 아닌 남구의 사례만을 살펴봤다는
점과 더불어 중 소형 방치 건축물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다. 향후 폭넓은 지역 선택과 다양한 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심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책입안자가 향
후 비주거용 대형 방치건축물을 관리할 때 참고 가능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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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methods in
non-residential large-scaled abandoned buildings
- focused on the cases in Namgu, Gwangju Ji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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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has had one of the lowest birthrates in the world and has become
the fastest-aging country amo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ember states. Also, it has fallen into a long-term recession in
real estate market by causing various problems. There has been increasing
abandoned buildings that were caused by construction pausing or not profitable.
Subjects of study are three non-residential large-scaled abandoned buildings in
Namgu, Gwangju which are Namgu office (former funny department store),
Seojin hospital, and Gwangju food resource ma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olutions to the problems in the three non-residential large-scaled
abandoned buildings by contents analysis. General solutions for non-residential
large-scaled abandoned buildings are public-private development and tax
exemption incentive. In addition, solutions based on specific sites of these cases
are transit-oriented development and pedestrian-friendly design.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 very helpful for policy makers to develop the ways to manage
non-residential large-scaled abandoned buildings causing troubles in a region
nea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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