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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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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recent issue of empty houses emerging as a social task, various policy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tackle the problem. In the 
case of renovating empty houses, it needs to emphasize the aspects that can be viewed from a larger perspective, including the value of 
architectural assets and the revitalization effects of local areas. Korea is still in the stage of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empty 
houses. But Japan has been facing this empty house problems faster than us, and have attempted to accumulate a series of successful 
examples of empty house regeneration as local assets in collaboration with private sector. In case of Onomichi City, Akiya Bank(Empty 
House Bank) plays a key role in the revitalization of empty houses. Renovated houses are also used not only as a center of community 
space for culture and arts activities, but as a catalyst for local commercial revitalization. From the result,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licy 
supports for enhancing the value of empty houses through private activities while providing a professional and active view on regeneration of 
empty houses as architectur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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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재생 외에도 사회・경제적 측면의 재생이 강조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재생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은 기존 원주민의 지속적인 거주를 가능

하게 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주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지

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도 매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지역 재생 유형의 하나로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건축자산에 대한 재인식의 관점에

서 지자체별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무분별한 재건축이

나 신축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건축물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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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일부는 2019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2019,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진행

되었음. (NRF-2018R1D1A1B07050494, NRF-2020R1A2C1006354) 

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빈집법 제정과 함께 

지자체와 연구기관 등에서 총량을 파악하는 수준에서의 

빈집의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빈집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지역 내 

고유의 거주성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문화예술 

콘텐츠나 생활문화에 기반을 둔 마을 박물관, 미술관, 공

동체 공유공간, 아티스트 작업 공간 등을 조성하는 외부

주체의 유입에 의존하는 빈집 재생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용도 전환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즉 주택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도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빈

집 뱅크를 통한 지역 재생 활성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일본은 도쿄를 비롯한 전국에서 빈집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빈집뱅크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전체 

주택 수의 약 13.5%를 차지하는 빈집 활용을 위한 정책

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지인 오노

미치 지역은 민간 NGO를 중심으로 빈집뱅크 활용이 보

다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연구의 진행은 첫째, 국내와 일본의 빈집 재생과 관련

된 정책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오노미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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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지에 NGO(오노미치 재생, Onomichi Saisei)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 빈집 재생 14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앞서 살펴본 사례 중 주요한 재생 사례를 통해 국내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논문, 보고서 등

의 문헌연구와 현장답사(2019.1), 면담(NGO 소속, 현지 건

축가)을 통한 실증 연구를 병행하였다. 

1.3 선행연구

연구에 앞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주로 국내외 

사례연구가 주가 되고 있었으며, 정책 및 법규, 계획 및 

현황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반적인 연구자

보다는 연구기관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경우가 다수이며 

정책적 기반마련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빈집뱅크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지역사회의 커뮤

니티형성 및 거점 공간 활용 측면에서 주로 진행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연구내용을 

참고하되, 대표적인 한 지역의 다양한 사례검토를 통해 

실질적 방향성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Contents Author(year) Main Issue

Domestic 
Case study

Jeon, Y., & 
Kim, S. 
(2016)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ing Abandonment in an 

Inner-city Neighborhood
Kim, Y., & 

Kim, 
M.(2018)

The Smart Utilization of Empty 
Spaces by the Company 'Meanwhile 

Space'

Overseas 
Cases

Lee, J. 
(2013)

Exploring a Framework and Measures 
to Br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 in the case of England

Lee, D. 
(2017)

Framework and Countermeasure of 
Empty House Problem in Japan

Yang, S., 
Moon, J. 

(2017)

A Study on the Use Empty House to 
Activate Local Community from a 

Point of View of Place - Focused on 
the Case of Korea and Japan

Policy, 
Regulation

Seong, E., 
Yoon, Z. 

(2017)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Strategic Management Plan for Vacant 

and Abandoned Houses
Park, S., 
Kim, S., 
Yoon, Z. 

(2016)

Policy Suggestions for Regeneration 
and Reuse of Empty Homes in 

Deprived Areas

Park, S. 
(2017)

Strategies and Proposals for the 
Regeneration of Empty Houses in 

Deteriorated Areas

Design & 
Planning

Seong, E. 
(2018).

Neighborhood Regeneration Efforts 
and Possibilities Using Empty House 

and Empty Stores
Han, S. 
(2018).

The Utilization of Vacant Houses as 
Artist's Residences, Seoul Housing

ETC

Joo, H. 
(2019)

Examination of Priorities for Plans to 
Utilize Unoccupied Houses through 

AHP Analysis 
Kim, S., 

Shin. C, & 
Lee, M. 
(2018)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Cause and Importance of Vacant 
Housing Using Analytic Network 

Process(ANP)

Table 1. precedence research

Contents Author(year) Main Issue

Policy

Song. 
K(2018)

A Study on Urban Regeneration 
Business Model Utilizing Idle 

Facilities in Old Town - Focusing 
on the City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s Using Empty Houses and 

Empty Stores in Japan

Nam. J. 
(2014)

A Study on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the Formation of 

Empty Houses in Japan

Case 
Study

Park. H.,& 
Eun. N(2018)

Bring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in Japan - Focused on Empty 
Home Utilization Model Project of 

Kyoto City

Yang. S. &  
Moon. J. 

(2017)

A Study on the Use Empty House 
to Activate Local Community from 

a Point of View of Place - Focused 
on the Case of Korea and Japan

Table 2. Researches on the Precedence of Japanese Cases

2. 우리나라와 일본의 빈집 재생제도 비교

2.1 국내 빈집 재생제도의 주요 내용

국내에서는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이 공표되면서 도시지역 내의 빈

집 정비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내에서 빈

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

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빈집법 제2조 제1항 제

1호)

Figure 1. Target of empty(vacant) house

(Source : https://gongga.lx.or.kr/)

제도 제정 이전까지의 빈집 정비의 주요 법적 근거는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법이 있었으나,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대상 지역이 도시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법상 

빈집 정비는 도시환경개선에 저해가 되는 빈집을 대상으

로 한 철거를 주 내용으로 하여 도시지역의 빈집 전반에 

대한 계획적 조치로서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빈집특례법은 이전까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자체적

으로 추진해 온 도시정비사업이나 개량사업 등의 방식으

로 빈집문제에 대처해 온 것에 대해 공공의 역할과 책임

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각 빈집을 1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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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n-site survey _ Basic local government (Source : https://gongga.lx.or.kr/)

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또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는 빈

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aw Clause 
No.

Title and Targets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64

Improvement of Unoccupied Houses: An 
unoccupied house in a rural area or 

quasi rural area substantially undermines 
the public interest or is likely to 

undermine its surroundings

65
Procedures, etc. for Improving 

Unoccupied Houses
66 Support for Voluntary Removers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ct
61 Payment of Indemnity for Removal

Building Act
81-2

Rearrangement of Abandoned Houses:
A residential house or building which no 

one has resided in or used, Which is 
deemed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or substantially degrading the urban 
scenery or a residential environment

81-3 Procedures, etc. for Rearrangement of 
Abandoned Houses

Enforcement Decree 
of Building Act 116-3 Payment of Compensation for Demolition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81-3

Discontinuance of Exercise of Usufruct 
on Structures, etc. and Demolition, etc. 

of Structures: Disasters, Safety, Crime is 
likely to occur due to the concentration 

of unoccupied houses.

Table 3. Empty house policies in Korea

빈집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존 제도적 근거가 없을 때의 

도심 내 빈집 정비의 추진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협의 또는 지자체 조례가 이미 제정된 경우 그를 근거로, 

또는 정비사업 실시에 부가하는 국비 등 여러 경로를 통

해 그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빈집특례법을 통해 많은 부분 

하나의 제도를 근거로 하도록 일원화된 측면이 있다.

또한, 빈집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이 지역 내 빈집 

정비를 위한 지자체의 기본방향이나 정비목표, 방법 등 

방향 제시뿐 아니라 빈집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비사

업 시행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빈

집 등급 결정과 빈집밀집구역 등 정비가 필요한 대상 구

역의 설정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빈집정보시스

템은 소유자의 정보 공개 동의를 전제로 정보를 공개하

거나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빈집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한편 주택이 사

용되지 않은 원인의 근본적 해결 없이 새로운 플랫폼 도

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빈집문제 해소가 가능한지의 여

부 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빈집특례법의 내용은 빈집 과제의 해결에 대한 주요 

책임 주체를 기초지자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빈집실태조사나 정비계획의 수립 등의 주체가 될 뿐 아

니라 지역 내 주거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철거 

등급의 빈집에 대한 기준 설정이나 철거 등급의 빈집의 

소유주에 대한 의사확인 등도 추진해야 하며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이 철거할 경우 보상금 공탁하도록 하고 있

다. 빈집 정비에 대한 국가나 광역지자체의 재정적, 행정

적 역할과 관련된 사항은 다수 재량규정으로 되어있다. 

특히 빈집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지역 등이 다수 포함

된 지자체의 경우 재정적 측면이나 인적, 행정적 자원 등

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 빈집 정비 정

책의 많은 수가 철거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양호한 

등급에서의 빈집 활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단

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0.3.17.)을 통해 국토부는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

비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 빈집의 활용 

방향도 더욱 현실성 있게 제안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2 일본 빈집 재생 현황 및 제도 내용

일본에서 빈집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법률(빈집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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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acancy rate and Forecast in Japan

(Source: https://www.mlit.go.jp/statistics/)

Figure 4. An example of Akiya bank system: A case of 

Hioki-city, Japan (Source: Yoon(2018), Research for formulating 

an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lan in Incheon)

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된 것은 2014년으로 우

리보다 조금 빠르다. 일본 역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

면서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빈집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총무성의 주택토지통계조사에서 일본의 빈집 수는 전체 주택

의 약 13.5%인 820만 호, 2018년 10월 시점에서의 빈집은 전

체 주택 수 6242만 호 중 13.6%인 846만 호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야마나시(21.3%) 와카야마(20.3%), 나가

노(19.5%), 토쿠시마(19.4%) 등 비수도권의 빈집율이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총무성, 2018), 도쿄도 인근 수도권이나 오사카

부 등 대도시권의 빈집도 약 240만 호로 추산되어 전국적인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별장 등 이차주택, 임대나 매각

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등 활용 목표가 분명한 주택이 아닌 

빈집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

제이다. 여기에 목조주택이나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집 또는 

밀집 지역 불량주택 등 사용이 어려운 주택의 철거 관련 사

항,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주택의 활용방안 마련에 대

한 등이 일본 빈집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세부 목표들이 된다.

일본의 빈집법의 주요 내용적 구성은 빈집의 실태조사와 

지자체에 의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의 활용에 대한 

정책 마련 등 우리 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본의 

빈집법의 가장 큰 특징은 빈집 정비에 대한 기본 책임 주

체를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말할 수 있다. 빈집

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우려가 있는 

방재, 위생, 경관 등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악

영향을 소유자의 책임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일본 빈집법 

제 1조, 제 3조). 따라서 우리와 달리 빈집이 주변 지역에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초

지자체(시정촌)는 이러한 빈집의 관리에 대한 권고나 명령

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후 투

입 비용을 소유자에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책임소재가 소

유자가 되면 빈집관리를 위해 마련하는 지자체 정책에 참

여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특징은 관리 등급의 빈집, 즉 ‘특정 공가’에 대

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정 공가는 빈집 법 제 2조에 따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안

전상, 위생상 크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빈집 또는 적

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크게 경관을 해치고 있

어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에 부적절한 상태에 있

다고 인정되는 빈집으로 정의된다. 소유자에게 기본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한 빈집에 대한 기준

을 보다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하도록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

며, 정량적 기준뿐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 등 정성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빈집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빈집 정비계획의 작성 

역시 우리 내용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빈집대

책계획을 기초지자체의 역할로써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

에 지역 특성에 따른 빈집 발생 원인, 빈집 실태조사 방식의 

규정, 빈집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 및 소유자

에 의한 빈집의 적절한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각 지역의 빈집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대처를 제시할 수 있으며, 빈집 실태조사

를 사전에 추진하지 않고서도 빈집대책에 대한 정책적 방향 

설정이 우선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한 정책적 방안, 소유자에 의한 빈집관리 등 지자체 역할

에서의 빈집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징

적인 것은 빈집의 관리가 소유자의 1차 책임이 됨에 따라 

빈집 소유주인 주민이나 특정 공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등 빈집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가 될 수 있는 

주민에 대한 상담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빈집의 관리에 대한 지원자,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게 하는 유도자, 조력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추진 배경에서 나타나는 유효 활용 정책 중 하나

가 빈집 뱅크이다. 일본의 빈집 뱅크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가 제공하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가리키며, NPO 등 단체에 

의한 구축 등도 나타나고 있다. 빈집뱅크는 소유자 의사가 

있을 경우 시스템이 중심이 되어 빈집의 정보를 공개하고 

소유자(임대인)와 이용 희망자(매수인, 임차인)를 연계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2016년도 기준으로 750개 지자체에서 빈

집 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의 빈집 뱅크는 인

구 감소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새롭게 이주를 

유도하는 방안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 주택이 빈집이라는 정보를 공개하길 꺼리는 

소유주나 빈집으로 남아있었던 주택을 이용하기를 주저하는 

인식 등으로 활용도는 높지 않으며, 2016년 총무성의 빈집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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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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emodeling Projects on the Onomichi Industrial Heritage Site by ‘Onomichi Saisei’

크 활용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0.1건~0.5

건 등록된다는 응답이 31.4%로 가장 높았다. 0.1건 미만이라

는 응답도 10%에 달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건축사 

협회 등과 연계하여 주택의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활용 가능성을 보증해주

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 

활용의 매력요소를 더하는 것이 과제로 나타난다.

2.3 빈집 재생 정책 비교를 통한 시사점

한국과 일본의 빈집 관련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도출한 시

사점은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빈집법과 일본의 빈집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빈집의 '관리'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빈집이 

발생하기까지의 원인이 사회적인 문제인지, 개인적인 문제인

지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기초지자체의 역할적 

부담에 대한 과제는 향후 국가의 책임소재에 대한 사항과 함

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국내외 차이점은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선행 사항으

로서의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것이다. 실태조사의 선행 여부를 

빈집대처계획에 필수적으로 부가하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의 

빈집문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 설정을 보다 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빈집실태조사 방식을 지자체 역량에 맞

추어 추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자체는 상황에 따라 전수조

사나 밀집 구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우선 조사 방식 

등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지역 특성에 따라 빈집 발생의 원인과 그 대처를 규정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법과 시행령, 업무지침 

사항으로 빈집정비계획의 대략적인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광역지자체의 가이드라인으로 각 기초지자체가 수

립해야 할 빈집대처계획의 형태를 규정하여 지역 상황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나 지역적 과제에 

대한 사항도 모델 계획에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한 활용과 관리방안의 마

련에 대한 차이를 들 수 있다. 한국의 빈집정비계획에도 물

론 활용이 가능한 1~4등급의 빈집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

련하게 되어있으나, 일본의 경우 1차 책임이 소유자가 되므

로 기초지자체는 관리자, 조력자, 규제자, 갈등관리자의 역

할로서 보다 다양한 정책 방향의 설정이 가능해진다는 점

에서 공공의 빈집에 대한 보다 제도를 통한 보다 포괄적이

고 통합적인 조정자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오노미치의 빈집 뱅크 활용현황

앞서 법제도 분석 및 선행연구를 통해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빈집‘관리’의 책임소재 여부, 지자체 역량

을 고려한 ‘우선 조사방식’도입, 기초지자체가 빈집 대

체계획의 형태 제안 및 통계자료와 모델제시, 공공의‘통

합적 조정자’ 역할 수행 부분이다. 

3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진행된 빈집 뱅크 

활용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세토내해 주변 오노미치 지역 사례로 

NGO(오노미치 사이세이, Onomichi Saisei) 단체가 참여하

여, 빈집 재생을 진행한 14개의 사례이다. 사전 연구와 

현지 답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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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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Summary of Cases on the Onomichi Industrial Heritage Site

본 장에서는 오노미치 지역의 빈집 재생 배경을 밝힌 

후, 14개 사례의 기초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후 주요 시

사점을 지닌 7개의 사례를 공간계획, 프로그램, 추진주체, 

네트워크 활용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Figure 5. Field Survey and Meeting with Manager (Jan. 2019)

3.1 빈집재생의 배경

오노미치의 주변은 다리가 연결된 다수의 섬으로 형

성되어 있는데, 그 중 시카쿠까지 연결되는 출발지가 

오노미치로 오래전부터 해상기업으로 발전한 도시였다. 

건너편은 무카이지마로 철도선의 바깥 부분은 에도시대

에 매립한 부분으로 300년 전부터 약 150년 전까지 매

립된 부분이다. 이처럼 오노미치는 해상업이 발전했던 

해안부분과 3개의 사찰(센코지(절), 사이코쿠지(절), 조도

지(절))로 유명한 산지(사면지) 부분이 있는데, 본 연구

의 대상은 사면지의 빈집으로 NGO가 주축으로 진행되

고 있는 사례이다. 해안지역에 빈집이 생길 경우 철도

와 배 등으로 이동이 쉽고 차량의 진입(도로 폭 확보)이 

원활하여, 개발과 재생이 비교적 잘 되는 반면, 사면지

의 주택은 경사지임과 동시에 골목의 폭이 약 1.5m~2m 

이내로 차량진입이 어려워 부동산 측면의 가치가 없는 

상황이었다.

Figure 6. Odo from Mukojima.Mt. Senkoji on the left and Mt. 

Nishikokuji on the right (Source : Onomich City,

 尾道市の維持及び向上すべき歴史的風致 , p.56) 

Figure 7. Map of Onomichi (Jan. 2019)

(Source : Onomich City,

 尾道市の維持及び向上すべき歴史的風致 ,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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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면지의 땅 대부분이 사찰의 소유로 주택 외에

도 묘지가 주택가 중심에 혼재되어 계획된 지역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토지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이 분

리되어 있는데, 1950년대 제정된 건축기준법1)에 따라 도

로변에 건축이 계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리모델링이 불

가하다. 따라서 주택이 멸실될 경우, 건축주의 경우 더 

이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제도적으로 

도로 폭 확보가 되지 않아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고, 재

산권 유지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할 수도 없는 상황의 주

택들이 빈집으로 남게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2007년 오

노미치 사이세이 NGO의 대표가 현재‘가우디 하우스’

라고 불리는 주택을 구매한 후 수선하기 시작한 것이 계

기가 되어, 점진적으로 빈집 재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현재 오노미치는 시가 빈집뱅크를 위탁받아 운영하며, 

외부에서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 

NPO(오노미치 재생, Onomichi Saisei)의 역할은 연간 250

만엔 정도의 지원비를 받아 건축사들을 활용하고, 상담회

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NPO 차원에서 직접 리모델링한 사례

가 20여 개, 빈집 뱅크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가 약 100

개이며, 크라우드 펀드와 출자금, 자체 비용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특성상 지역 사찰과 협업

하고, 소통하며 지역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프로

젝트를 통해 다시 활용하기 시작한 빈집들은 원칙적으로 

활용자인 집주인의 의향과 의견을 반영하여 재생을 추진

하였다. 

3.2 주요 사례별 현황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4개의 주택으로 대다수가 약 

100년 전에 지어진 목조주택이며, 사면비(경사지)에 존치

되어 있다. 

고유의 거주 기능만을 유지하기보다 오피스, 소규모 상

가, 갤러리, 예술·문화 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혼용

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 내에서도 사면지 주택과 역 

인근 경사지 주택의 형태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이에 따라 리모델링 방향에도 차이가 있었다. 

Figure 8. Narrow alleys and houses / Houses near the 

station(Jan. 2019, by authors)

1) 건축기준법 제 43조 (부지와 도로의 관계) 

1. 건축물 부지는 도로(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함. 제 44조 

제1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음) 에 2ｍ 이상 접하지 않으면 안 된

다. / 가. 자동차만의 교통의 용도로 제공되는 도로(자동차전용도

로) / 나. 지구 계획의 지역(지구정비계획이 지정되어있는 지역 

중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11 규정에 따라 건축물 그 외의 공작

물 부지로서 함께 이용해야 할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한함) 

내의 도로

사례별 현황은 NPO 활동을 통해 재생된 오노미치 지

역 빈집 중 독자적 건축 양식을 활용하여 재생한 경우, 

최초 용도와 현재의 활용 용도가 다른 빈집 중 국내에 

시사를 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또 사례

별 건축개요(Table.4) 및 주요 이미지(Table.5)를 정리하였

다. 공간계획 및 프로그램(용도), 추진 주체, 네트워크 활

용 부분에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6개 사례를 선정하

였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구 이즈미가 별장 _ 1번 사례

   (旧和泉家別邱, Gaudy House)

타이쇼 후기부터 쇼와 시대 초기까지, 다른 항구 도시

들과 마찬가지로, 오다이에는 고품질 서구 양식의 건축이 

인기가 많았다. 이즈미 일가의 단독주택으로, 이즈미 쇼

자부로가 1933년부터 1980년까지 지은 건물이다. 지난 25

년 동안 철거될 위기에 있었으나, 현 주인이 구매 후 11

년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Figure 9. Gaudy House(旧和泉家別邱), Feb. 2020 ~ March. 

2020 (source : Google map)

가우디 하우스(Gaudy House)로 불리고 있는데,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라는 별명만큼이나 오랜 기간 

공사 중이며, 등록유형문화재2)로 인정받았다. 등록유형문

화재는 국가 문화재보다는 급이 낮지만, 리노베이션이 자

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일본식 건물과 서양식 

건물로 구성된 2층 목조 건물로 50㎡의 면적이며,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될 예정이다.

2) 등록유형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유형문화재의 종류의 하나로, 

건축 후 50년을 경과한 건축물 중 기준을 만족한 것을 의미한

다. 문화재 등록제도는 1996년 10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이는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으로 인해 

다수의 근대건축 유산이 기록 없이 소실된 것에 대한 사회적 반

성에서 출발하였다. 등록유형문화재 제도는 근대 국토개발이나 

도시계획의 진전, 생활양식 변화 등에 사회적 평가를 받지 못하

고 소거 위기에 놓인 다양한 대량의 근대 문화재건축물을 후대

에 계승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8년 

11월 현재 47개 도도부현, 925개 시정촌의 11,943개 건축물이 이

로 지정되어 있다. 시대별로 보면 메이지 유산이 3,823건으로 가

장 많으며 쇼와 3,539건, 타이쇼 2,462건, 에도 이전 2,119건이며, 

종류는 산업, 교통, 관공서, 학교, 생활 관련, 문화복지, 주택, 종

교, 치산치수, 그 외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주택이 5,378건으

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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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Process

June 2007 Analysis Kitamura Shoten

May 2008 Volunteer work in the first stage of regeneration

June 2008 Drawing preparation and renovation plan

July 2008 Professional construction

August 2008 DIY work under the guidance of the carpenter
September

2008
Holding of "Onomichi Architectural School Reproduction 

Site Edition" (A part of the renovation work)

Table 6. Remodeling Process

September 
12-14, 2008

Holding a "Woodwork Course“
The 1st "Fun flooring experience using playful materials“

The 2nd "Experience of finishing the wall of scales using 
waste“

The 3rd "Experience of finishing idea ceiling using logs“

November 13, 
2008

"Tile Workshop" held

January 
7-8, 2009

"Architecture School at Regeneration Site“
Edition, 3rd Term

The 1st "Let's put fun mosaic tiles!“
The 2nd "Let's make a fluffy edge with scrap wood!“

January 11th 
to 31st, 2009

Art event "Making a house"

February 2, 
2009

"Iwabata Salon for Moms with Children, Kitamura 
Western Store" opens!

source : http://www.onomichisaisei.com/ 

(尾道空き家再生プロジェクト)

2) 기타무라 양품점 _ 2번 사례

  (北村洋品店, Kitamura Yohinten)

예전부터 역 뒤의 미야케초와 텐마치에는 많은 소규모 

상가와 마을 공장 등이 있었다. 이 건축물 역시 이 지역

에 있는데, 쇼와시대 30년대에 지어졌으며, 1955년대 2층

의 목조 모르타르 건축물로 특색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

다. 양품점으로 사용했던 이 건물은 ‘아이들을 동반한 

어머니들의 우물가 살롱, 키타무라 양품점’이라는 의미

를 반영하여 리모델링 되었다. 현재 NPO센터로 사용되고 

있는데, 건축 당시 전쟁 직후 자재가 부족했던 시기에 지

어진 데다 빈집으로 약 20년 이상 빈집이어서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건축학교 재활 사이트 프

로그램"이라는 워크샵 형태로 리모델링이 진행되었고, 이

를 위해 지역사회 재단과 건축가, NPO는 물론 지역주민

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외벽의 1층은 ‘건축학원 재생 현

장편’으로 독일식의 벽으로 리모델링하였고, 2층은 바닥

재를 세밀하게 잘라서 비늘 벽으로 마감하였다. 

Figure 10. Kitamura Yohinten(北村洋品店) 

(source : http://www.onomichisaisei.com/)

  

아이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1층 일본식 방

의 중앙우물을 유지한 채 회의 공간(살롱)과 같이 수리하

였다. 지역대학교 미술과 학생이 재생에 참여하기도 했

고, 2층의 둥근 천장은 지역의 젊은 여성 예술가의 작품

으로 리모델링한 곳곳에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흔적

을 찾아볼 수 있었다. 리모델링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

음의 표와 같다. 

3) 쯔루하우스 _ 4번 사례

  (つるハウス, Tsuru house)

니시지도의 가파른 경사는 역에서 올려다보면 서양식 

형태의 집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o-do-do-like" 지역이

라고 칭할 수 있다. 만화책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지역인

데, 1996년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양식 주택 

중 하나인 쓰요시 의 집은 마을 경관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근대주택 역사에 있어 타이쇼

와 쇼와시대 초창기 사이에 융복합주택의 형태를 유지하

고 있어 빈집 재생의 당위성이 두드러진 주택이다. 

이 주택은 128.16㎡의 쓰나시키 스타일로 쇼와시대의 

건축으로 추정된다. 독일식 벽체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뒤뜰에는 헛간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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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laces of the "o-do-do-like" 

기초는 콘크리트로 철근 여부는 미확인되었지만, 2개의 

주택(동가 62.75㎡, 서가 65.41㎡)이 하나의 큰 지붕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관은 서양식이지만, 내부는 일본식으로 

다다미가 깔려 있으며, 부엌과 욕실은 역사적 유물로 중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건축물의 내부는 일본식으로, 

외관은 서구식으로 계획되어 더더욱 사람들의 관심이 더

해지고 있다. 리모델링 되는 과정에서 부엌과 욕실을 제

외한 내부 변경이 최소화되었으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건축 유산으로서 빈집 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

었다.

4) 3개의 집 _ 6번 사례

  (三軒家 アパートメント, Sangenya Apartment)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쇼와 아파트 내의 분위기를 경

험하고 싶어 하는 방문객들이 상점을 이용하거나, 전시공

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된 주택사례이다. 10여년 

전 NPO에서 아파트를 임대한 후 게스트하우스로 상층부

는 사용되고, 1, 2층은 장단기 워크샵 공간(임대공간)이나, 

상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10개의 실을 각각의 용도에 맞

게 구성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과 활용 일정 등을 

공지하고 있다. 

이 공간은 만화가가 탁구장을 만들고, 레코드를 판매하

기도 하고, 다육식물을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카페나 골

동품 상가로 활용되기도 한다. 

Figure 12. Kitamura Yojitsu(北村洋品店)‘’s Events

(source : Authors’ Photos & 

https://sangenya-apartment.jimdofree.com/)

Figure 13. Kitamura Yojitsu(北村洋品店) 

(source : Authors’ Photos & 

https://sangenya-apartment.jimdofree.com/)

5) 코묘지 회관 _ 7번째 사례

   (光明寺會館, Komyoji Kaikan)

이 건축물은 고교지 사원의 홀로 사용되었던 2층의 철

근 콘크리트 건물로 골목길을 따라 묘지로 가기 전 넓은 

마당과 함께 건설된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앞부분에 비교

적 넓은 앞마당이 있어서,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 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앞의 

전경이 모두 보인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 건축물이 

건축될 당시에는 마을 주변이 거의 비어있었다고 한다. 

Figure 14. 光明寺會館 (Komyoji Temple Museum)

Figure 15. 光明寺會館 art-stay-program (source : 

http://komyoji-kaikan.blogspot.com/p/short-stay-progra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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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은 2009년 이후, 고마요지 사원으로 이름이 바

뀌었고, 고교지사(절)는 최근 전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소를 임대해 주고 있다. 현재 1층은 카페, 2

층은 다목적실(아트스페이스로 연극, 콘서트 홀 등)과 창

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3) 

최근에는 에어카페, 오픈스튜디오, 단기숙박 프로그램

들을 더욱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를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홍보 및 예약을 통해 활성화

를 꽤하고 있다. 아래의 이미지는 스케쥴 표와 단기숙박

프로그램 예약 폼 등이다.

6) 노지의 집 _ 11번째 사례

   路地の家(A roadside house)

2011년 도쿄 공과대학과 NPO가 함께 빈집을 조사하던 

중, 구도시의 쇼핑 중심지역이었던 ‘쇼지’라고 불리는 

골목 뒤편에 빈집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약 200

여 채의 빈집들은 일 년에 몇 번 사용되거나 대부분 창

고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NPO와 집 주인 간의 

협상을 통해 재생프로젝트가 시작된 사례이다. 재생에도 

크게 관여했던 도쿄 공업대학 마노 연구실의 대학원 2년

차였던 A군이, 거주자 1대째로서 졸업까지 수개월동안 골

목의 집에서 연구를 하며, 실제 골목 생활도 접하고, 지

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재생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내용을 ‘골목길

의 집’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 골목길의 막다른 곳에 위치한 건축물은 전통적인 

목욕탕이 없는 2층의 목조 건축물(극소주택)로 쇼핑거리

에서 북쪽, 어촌의 동서로 이어지는 긴 길가 구석에 위치

하고 있다. 신발가게(스테이코치 신발, Setouchi Shoes)로 

리모델링 된 후 여전히 워크샵과 상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 재생 사례로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페이

스북)을 통한 홍보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Figure 16. 路地の家(A roadside house)‘s Photos & Facebook

(source : https://www.facebook.com/setouchishoes/) 

7) 장어의 침실_ 13번째 사례

  あなごのねどこ(The eel’s bedroom)

아나가노네도코 게스트하우스(AnagonoNedoko)는 지역 

특산품인 아나고(장어)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다. 

3) 2019년 1월 방문 당시, 말레이시아의 한 아티스트가 1달째 작

업 중이었다. 창고에는 기존 주택의 모든 기기(전자제품, 버려진 

가전, 식기류 등등 잡동사니)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를 재분류

하여 예술작품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었다. 

사면지 주택으로 주변 경치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지어

졌다. 일본 전체에 일본유산(일본의 근대건축을 포함한 

문화재 유형)으로 지정된 건축물은 18개 정도인데, 그중 

하나가 이것으로 약 100년 전 건축물로 추정하고 있다. 

처음 NPO가 발견했을 때 주택의 상태는 매우 더러웠고, 

지붕이 뚫려있었으며, 유리가 깨져있는 등 수리가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빈집 뱅크에 등록되었음에도 좀처럼 이

렇게 큰 집을 임대하여 고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 

Figure 17. あなごのねどこ(The eel’s bedroom)

결국, NPO가 주축이 되어, 크라우드 펀드4)와 건축워크

샵5) 등을 통해 모금한 공사비 약 2천 700만 엔으로 1년 

6개월 동안 공사를 한 결과, 현재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로 

활용하고 있다. 샤워실, 세탁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NPO의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다. 

Figure 18. あなごのねどこ’s Hompage & Photos

(source : http://anago.onomichisaisei.com/, 

https://www.facebook.com/Anagononedoko/) 

4) 초기 200만엔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최종 300만 엔을 모금하

게 되었다. 241명이 참여하였으며, 펀딩에 참여한 경우, 모금자

의 생각 등을 글로 남기게 하였다. 당시 다양한 형태로 금액을 

모금하였는데, 예를 들어, 2000엔을 기부한 경우, 카페에서 커피 

1잔, 10,000엔은 숙박 1회, 30000엔부터 100000엔까지 매우 다양

한 기준이 있었다. 
5) 1주일간 학생워크샵을 진행하였을 때, 일본 전역에서 신청자

를 받았다. 모두 코메이시카이칸(7번 사례)에서 합숙하며 프로그

램을 진행하였는데, 전국 건축학과 200여 개 대학에 우편으로 

자료(포스터 등)를 보내서 신청을 받았다. 현관 밑의 돌(자갈)에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을 기입하여 현재에도 확인할 수 있게 되

어있다.



노후주거지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향 연구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36 No.7 (Serial No.381) July 2020 35

  4. 오노미치 빈집재생 사례를 통한 시사점

본 연구는 선행연구, 법과 제도 분석을 통해 일본의 빈

집뱅크 정책의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오노미치 지역 사례를 분석하였

다. 연구대상인 14개의 사례의 기초조사를 통해 거주공

간,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활용, 관광 및 문화, 상업공간으

로의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간 개선 방향을 제안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표적인 6개의 사례

를 통해 공간계획 및 프로그램(용도), 추진주체, 네트워크 

활용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빈집의 건축적 특성과 양식을 고려한 재생 방향

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건축물 양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의 빈집일 경우 근대

유형문화재로 등록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방문객(외부인)

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한 이슈로 보인다. 구 이즈미가 별장(旧和泉家別邱)이나 

쯔루하우스(つるハウス)의 경우, 자칫 버려질 수 있었던 

사례가 지역 내 빈집 재생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으면

서 관광 등의 경제적 효과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의 참여

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서양식+일본식 건축 양식을 포

함하고 있는 빈집의 가치를 발견하고, 유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빈집의 용도변경을 통해 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산겐야 아파또멘토(三軒家 アパートメン

ト)의 사례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이었던 주택의 공유복

도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3개의 집, 10개의 방을 각각 상

가, 사무실, 갤러리,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용도 

변화를 통한 공간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또한, 노

지의 집(路地の家)의 사례에서는 버려진 주택을 상가로 

리모델링하였는데, 이처럼 프로그램 변화를 통해 빈집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내 거점 공간으로서의 빈집 활용을 위해 소

유 주체(건축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코묘지 회관(光明
寺會館)은 공지가 부족한 대상 지역 내 넓은 공지를 가지

고 있었고, 사원의 홀로 사용되어 일반 주택보다 넓은 공

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워크샵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문

화 재생을 위한 거점으로써 활용되기에 매우 적합한 크

기였는데, 아마도 소유주인 사원과의 연계와 협력이 없었

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빈집 재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프로그램이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 장어의 침실 게스트하우스 사례를 

비롯한 많은 사례가 NPO만의 노력이나 지자체의 지원금

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

별로 다양한 워크샵이 운영되었고,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과 정부지원금이 투여되었다. 또 전문가뿐

만이 아닌 주민들의 협력 프로그램도 요구되었다. 다수의 

빈집이 밀집된 지역 재생의 경우에는 더더욱 정보시스템

과 일부 주체(지자체나 사회적 기업 등)만의 노력으로 이

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역 내 빈 집 재생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 주체가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답사하면서 자생적으로 재생된 주택과 NPO나 

정부 지원을 통해 재생된 주택사례를 살펴보게 되었다. 

국내보다 비교적 장기간 재생된 사례가 많은 것이 특이

점이었으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하였다. 

다만, 거주하면서 신발가게, 카페나 빵집 운영하는 등 생

계 관련 일을 겸하는 경우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

였다. 

Figure 19. Bakery and Playground(courtyard) in the hill

당장 빈집의 현황을 파악하고, 거주자를 모집하여 물리

적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

시하고, 공간 운영 주체를 발굴하는 것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쇠퇴지역 내 지역 재생의 거점 공간으로서 

빈집의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 및 사

례연구를 통해 국내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

였다. 국내외 정책 및 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하였으며, 현장답사와 전문가(관계자) 면담과 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일본의 오노미치 빈집 재생 사례를 분석

함으로써,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igure 20. Implications through case analysis

첫째, 제도적 기반마련이 요구된다. 빈집 재생 시 완화

해줄 수 있는 건축법의 범위는 물론 용도변경, 지원금 제

도 등 다양한 측면의 제도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빈집 재생의 일환으로 게스트하우스와 민박이 증가

할 경우, 물리적 개선 방향의 제안도 중요하지만, 숙박업

에 대한 제도적 규제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민-관 협력 시스템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NGO/NPO나 민간협력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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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지, 경제적 고용창출

의 기회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부(지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또한, 빈집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경험자들

의 의견 나눔)과 함께 대학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의 참

여,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크라우드펀드, 방학 기

간 봉사와 나눔 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빈집 재생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

되, 고유 기능인 주거로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방안이 구축되어야 한

다. 또한 빈집들의 다수가 근대 건축물로써 충분히 가치

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부공간의 유지와 기록화도 일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록화 된 내용들을 전

문기관에서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거주민 

누구나 확인,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된다. 

끝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대상 건축물 자체의 재생도 

중요하지만 주변 지역과의 상생도 요긴하게 고려해야 한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빈집 밀집 지역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을 재생하기보다는 2~3채를 함께 진행하는 등 점 

단위가 아닌 선 단위 또는 면 단위의 재생을 통해 지역

의 변화를 도모하는 거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빈 집이 없던 지역에 갑자기 빈집이 생겨날 경우, 활용 

시에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프로

그램을 담도록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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