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을 위한 물리적 재생 외에도 사회・경제적 측면의 재생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 원주민의 지속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주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셈이다. 최근 이러한 지역재생 유형

의 하나로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건축자

산에 대한 재인식의 관점에서 지자체별로 제도가 마련됨

에 따라 무분별한 재건축이나 신축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건축물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리

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에는 빈집법 제정과 함께 지자체와 연구기관 등에서 빈집

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는 지역 내 고유의 프로그램을 담는 마을 박물관, 미술관, 

공동체 공유공간, 아티스트 작업 공간 등 커뮤니티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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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용도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즉 주택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

면서도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마련도 

필요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빈

집 뱅크를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

내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일본은 도쿄를 비롯한 전국에서 빈집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빈집뱅크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전체 

주택수의 약 13.5%를 차지하는 빈집 활용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지인 오노미치 

지역은 민간 NGO를 중심으로 빈집뱅크 활용이 보다 확산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사료된다.   

1.2 연구의 내용 및 절차

연구의 진행은 첫째, 일본의 빈집 재생과 관련된 정책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오노미치 사면지에 

NGO(오노미치 사이세이, Onomichi Saisei)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 빈집 재생 14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앞서 살

펴본 사례 중 주요한 재생 사례를 통해 국내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논문, 보고서 등의 문헌연

구와 현장답사, 관계자(와타나베 요시타카) 면담을 통한 

실증 연구를 병행하였다. 현장답사는 2019년 1월 중에 이

루어졌으며, 관계자 면담은 NGO에 소속된 현지 건축가를 

통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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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빈집 재생 정책 현황

국내의 경우 빈집법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공적 대

처의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된다. 이에따라 빈집의 실태조사나 

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등의 주체가 기초지자체로 

규정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빈집이 급증하는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

년 기준으로 국토교통성 추산 전국의 빈집은 약 820만호로 조

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빈 집의 약 13.5%가 빈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제정된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

치법'은 적극적 대응을 위한 근거로서의 제도 제정이며, 이에 

근거하여 전 지자체의 빈집 조사와 대책계획의 마련 등이 추

진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빈집대책계획을 세웠거나 예정에 

있는 지자체의 수는 전체의 87%인 1,510개로 나타났으며 조례

를 제정한 지자체도 525개로 전체의 약 30%를 넘었다(국토교

통성, 2017). 특히 기초지자체에서의 빈집대책계획 수립이 활

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은 히로시마현과 코치현, 도야마현 등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일본의 빈집 규모 및 장래예측

(출처: 국토교통성(2017))

일본의 빈집법이 우리의 빈집대책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일본의 빈집 문제의 1차적 책임소재는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소유자가 빈집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발생하는 빈집 문제에서 지자체는 소유자가 소유한 

빈집과 빈집 부지를 활용하고자 할 때의 조력자, 지원자의 

역할을 하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의 빈집인 '특정 빈집

'의 경우 권고나 명령, 강제집행 등의 추진자가 된다. 이

러한 배경에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빈집 정보시스템인 빈

집뱅크 등을 활용하거나 하는 등의 움직임도 조금씩 보이

고 있으며, 빈집정보를 제공하거나 빈집 재생을 지원하는 

지역 NPO 단체 등도 나타나고 있다. 빈집뱅크의 경우 정

부에서도 빈집의 유통 및 활용촉진사업의 하나로서 장려

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750개 지자체에서 빈집뱅크를 

운영하고 있다1). 일본의 시가현 히노초 지역에서는 2009년부

터 빈집 소유주와 빈집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빈집 뱅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지역 내 빈집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 입주 희망자들이 신청을 하

는 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확대되어 일본 전역에서 집주인

에게 리모델링 자금을 대주고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하

1)空家手帳(2017), 「平成28年 空き家バンク運営実態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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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2) 

일본의 빈집뱅크는 대체적으로 빈집 소유자의 동의나 

신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 지역 건축가협회나 빈집 관련 

NPO 단체 등 지원체계에서 빈집이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

는지를 확인, 검증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역에서 

보증하는 형식으로 자체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여 임대 또

는 매수자를 찾는 형식으로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거주예정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매우 적게 드는 것이 특징

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서 새롭게 이주자를 찾는 방

식으로도 활용된다.

<그림 2> 빈집뱅크 운영 모식도_히오키시 사례

(출처: 윤혜영(2018), 인천광역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 연구)

그러나 빈집의 소개나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분위기, 

지방의 빈집을 고쳐서 거주하고자 하는 이주 분위기의 조

성 등은 일본의 빈집 대처에 있어서도 당면 과제 중 하나

이다. 특히 사는 지역을 변경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는 

생계 활동 역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빈집 이주 활성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에 이

주 시 거주비가 무료에 수렴하여 주택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

감하는 방식으로 생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는 오노미치 사

례를 통해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하겠다.  

3. 오노미치의 빈집 뱅크 활용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세토내해 주변 오노미치의 사례를 중심으

로 빈집 뱅크를 활용하여 실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분

석하였다. 특히 NGO(오노미치 사이세이, Onomichi Saisei)

가 참여하여 진행된 14개 사례를 답사하였으며, 이중 구체

적인 사례(1,4,6,7,13)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해당 사례들은 대다수 약 100년 이상 전에 목조주택으로 

사면지에 계획된 주택들로, 2007년 이후 리모델링이 되어 

활용되고 있다. 주택 외에도 오피스, 소규모 상가, 갤러리, 

예술·문화 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혼용되고 있었다.

4. 오노미치 빈집재생 사례를 통한 시사점

연구대상인 14개의 사례는 환경, 커뮤니티, 관광, 예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해

당 사례별로 지원체계와 보조금, 주체가 다르며, 이에 따

라 진행 프로세스도 시사하는 바도 각기 다르다. 다음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2) 김성민, http://biz.chosun.com/,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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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me Location Structure Floors
Date of 
Opening

Renewal
(year)

Process Program

1 旧和泉家別邱
(Former Izumi Family Begu)

9-17 Minakiyamachi, 
Odo

Timber 2 1988 2007 o
Art, Performance, 
Exhibition space

2 北村洋品店
(Kitamura Yojitsu)

3-23 Sankei-cho, 
Odo-shi

Timber 2 1950s 2007 o NPO’s office, mama class, Store

3 児玉茶園
(Kodama Tea Garden)

9-15 Nishi-Kubo-cho, 
Odo

Timber 1 1912~1926 - x Rental shop

4 つるハウス
(Crane house)

- RC, Timber 1 1926 - x -

5 森の家
(Forest house)

2-23 Higashidokudo-cho, 
Odo-shi

- 1 1960s - x
Traning camp, 
Rental room

6 三軒家 アパートメント
(Sangenya Apartment)

3-26 Sankei-cho, 
Odo-shi

Timber 2 1956 2009 o
Office, Shop, 

DIY space, Gallery

7 光明寺會館
(Komyoji Temple Museum)

2-1 Higashi Dojo-cho, 
Odo

RC 2 - - o
Gallery, Party room, Workshop 

(rental space)

8 本の家
(A book house)

7-5 Higashidokudo-cho, 
Odo-shi

Timber 1 - - x Library (planning)

9 ツタの家
(Ivy house)

3-17 Higashi Dojo-cho, 
Odo-shi

Timber 1 - - x
Private house

(Restriction of use)

10
アクアの森の 小さな家
(The Little House in the Aqua

Forest)

6-2 Higashidokudo 
Town, Odo

Timber 1 - - x
Returning

(Restriction of use)

11 路地の家
(A roadside house)

7-13 Doji City Dojido Timber 2 - 2011 o Storage, Shoe shop

12 坂の家
(Sloping house)

2-2 Nishi-dodo-cho, 
Odo

Timber 1 1912~1920s - x Rental housing

13 あなごのねどこ
(The place where the eel is)

Odo City Doji 2chome 
4-9

Timber 2 - 2012 o Guest house

14 みはらし亭
(Mashiritei)

15-7 Higashidokudo-cho, 
Odo-shi

Timber 2 1922 2009 o Guest house

표 1. 오노미치 빈집재생 사례개요 (Onomichi Industrial Heritage Sit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Source : http://www.onomichisaisei.com/bukken.php / google map :FEB. 1, 2019

Table 2. Onomichi Industrial Heritage Site(N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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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번 큐이즈미카 베츠테이(旧和泉家別邱)는 타이쇼

후기부터 쇼화시대 초기까지 타 항구도시와 유사하게 고

품질 서구양식의 건축이 확산될 때 지어진 일본+서양식 

단독주택 중 하나이다. 1933년부터 1980년까지 이즈미 일

가의 단독주택으로, 가우디하우스(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

겠어요라는 의미)로 불리우며 임대주택로 활용되기 위해 

리모델링중이다. 일본식 건축물 부분은 비교적 양호하나, 

서양식 건축물 부분은 손실되었으며, 쇼파시대의 생활상을 

잘 보존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우디하

우스는 지역 내 빈집재생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되면서 관

광 등의 경제적 효과창출은 물론,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끈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둘째, 4번 쯔루하우스(つるハウス, Crane house)는 쓰나

시키(니노 이치조야 동쪽의 절반은 쓰나시키 스타일)로 니

시지도의 가파른 경사는 역에서 올려다보면 서양의 형태

를 모방한 유사한 집들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Showa시

대에 지어진 주택들로 추정되며, 이를 "o-do-do-like"지역

으로 칭하고 있다. 당시 목재 플랫 주택으로 계획되어 컬

러 철판 지붕과 일부 골판 색 철판 지붕으로 지어진 특징

을 지보여주고 있다. 3~6개의 타다미와 서양식 방, 출입구 

등으로 구성된 이 주택들은 시기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예술가, 작가 등이 이주하여 살고 있다. 오다

이역과 오지역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

지는 이 경사면의 서양식 주택 역시 또 하나의 근대유산

으로 인지하고, 주택의 외형 뿐 아니라 내부형태도 보존하

고 있다는 측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6번 산껜까 아파또멘토(三軒家 アパートメント)는 

3개의 집으로 오다이도 역 뒤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

고 있지만, 도심 속 빈 공간,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비

워져있었다. 낡은 아파트의 전형적인 형태인 공유 복도는 

새롭게  재현되었고, 3개의 집의 10개의 방마다 가게, 사

무실, 갤러리 등 주민들의 DIY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거주민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오도 가우디 

하우스"와 "걸스마마마"등에서 함께 일함으로써, 지역재생

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넷째, 7번 코메이시 카이칸(光明寺會館)은 2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야마노테에 세워졌는데, 고교지 사원의 

홀로 사용되었다. 당시 마을 주변이 거의 빈 집이었으나, 

2009년 리모델링 이후, 고마요지 사원으로 이름이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미술작업실, 전시회, 콘서트, 파티, 식당, 

워크숍, 강의실, 회의실 등의 다양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

다. 몇 년전 가우디하우스 프로젝트 워크샵 장소이기도 했

으며, 현재 말레이시아 작가가 인근 빈집의 내료를 활용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찰과 무덤, 

빈집 사이에 위치해있는 이 건물은 지역 내 외부 방문객

들이 비교적 자유롭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었다. 

끝으로, 13번 오나가고로 게스트하우스(Aego Natodori)

는 지역 특산품인 Aego의 이름을 딴 재생 프로젝트를 재

현한 것이다. 항구도시의 쇼핑 지역은 길고 좁은 교토-초 

주택과 같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게스트하우스라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세대 간의 연계성 강화는 물

론 경제적 가치의 가능성도 부여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쇠퇴지역의 노후주거지 내 빈집 재생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일본의 오노미치 사례를 중심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국내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제도적 기반마련이 요구된다. 빈집 재생의 일환으

로 게스트하우스와 민박이 증가할 경우, 물리적 개선방향

의 제안도 중요하지만, 숙박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도 필요

할 것이다.

둘째, 민관협력 시스템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NGO나 

민간협력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고향으로 돌아오고

자 하는 청년들의 의지, 경제적 고용창출의 기회와 새로운 

프로그램를 제공하는 정부(지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지속

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또한 빈집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

각(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경험자들의 의견 나눔)과 함

께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클라우드펀드, 방학기간 

봉사와 나눔 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빈집재생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되, 

고유 기능인 주거로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빈집들의 다수가 근대건축물로써 

충분히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부공간의 유지와 기록

화도 일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끝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대상 건축물의 재생도 중요했

지만, 주변 지역과의 상생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빈집 밀집지역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을 재생하기 

보다 2~3개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는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아직 빈

집이 없는 지역(역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한 빈집의 경우 

지역의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도록 계

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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