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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책적 관리·활용대상’ 서울 빈집은 2천~3천호
시급성·활용방안 고려한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서울 빈집은 총 9.5만호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중심으로 발생

최근 서울에서는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발생하면서 빈집 관리에 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빈집은 약 9.5만 호로 전체 주택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방 중소도시나 일본, 영국 등 외국 주요 도시와 다소 차이

가 있다. 일반적으로 빈집이 고령화나 주택의 파손, 원도심 공동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에 

비해, 서울의 빈집은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로 별되는 정책적 요인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서울의 빈집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빈집이 다수로, 철거 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빈집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빈집이 발생하는 시점에 정비사업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면서 빈집 발생이 

확 ·장기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가(空家)가 폐가(廢家)화되고 커뮤니티 해체는 가

속화되었으며, 마을의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림 1]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빈집 발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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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행 ‘빈집 특례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정보시스템 구축 중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저층주

거지 재생을 둘러싼 정책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빈집 특례법은 ‘빈집’에 한 정의, 빈집정비계

획의 수립·시행,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3월 서울시는 

빈집 특례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빈집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

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라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 구

축 관련 업무는 조사전문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SH공사, 한국감정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빈집 현황조사 및 자료 관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 빈집 수는 활용자료별 편차 크고 ‘법상 빈집’ 현황 파악 어려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주택총조사에서는 빈집을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서울에 비어있는 주택은 약 9.5만 호로, 2015년 7.9만 호에 

비해 1.6만 호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1.4만 호), 강서구(0.8만 호), 송파구(0.6

만 호) 등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는 미입주는 포함하고 폐가는 제외한 것으로, 1년 미만의 빈집도 포함한다. 또한 

5건 미만에 해서는 마스킹 처리(‘X’) 후 공개하고 있어, 법에서 정의한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LX공사에서는 사전조사 단계에서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빈집을 추정하였

다. 2018년 6월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서울시 내 총 2.3만 호의 추정 빈집이 확인되었다. 

강동구, 강남구, 마포구 등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 빈집이 약 

4천 호로 전체의 17.6%, 공동주택 빈집이 약 1.9만 호로 82.4%를 차지한다. 2018년 5월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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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총 1.5만 호의 추정 빈집이 확인되었다. 자치구별로는 종

로구, 중구, 성북구 등 도심 주변으로 추정 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상수도 사용

량 자료만으로는 빈집의 발생 사유, 주택유형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 

보안 등으로 세부 항목을 파악하기 어려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림 2] 행정동별 빈집 현황 – 주택총조사(9.5만 호)와 상수도사용량(1.5만 호) 활용 시 비교

정책적 관리·활용 대상 빈집은 약 3천호로 마을단위 상시조사 필요

통계청 주택총조사(2015) 기준으로 폐가 또는 기타사유로 비어있는 단독·다세 주택은 약 

3,200호, 12개월 이상 비어있는 단독·다세 주택은 2,300호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 관리나 

활용이 필요한 서울의 단독·다세  빈집은 약 2,000~3,000호(서울시 총 주택의 0.1% 규모)로 

예상되나, 통계자료를 통해 보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빈집 조사는 단순히 비어있는 주택수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빈집이 발생하는 지역 특성, 빈

집의 리모델링 또는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향후 빈집 활용방향과 연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지방도시와 달리 서울은 정비가 시급한 빈집이 해제지역 등에 밀집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빈집 밀집지역에 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빈집 통계자료와 건축물 장 등 공부자료를 연계하여 정책 응이 필요한 빈집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LX공사에서 빈집을 추정한 기존 방식을 수정·보완하여 상수도 사용량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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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을 연결하고, 노후 단독·다세  빈집을 추출한 결과, 추정 빈집은 3,900여 건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성북구가 391건으로 가장 많고, 종로구 328건, 용산구 291건, 동 문

구 271건, 노원구 259건 등 도심과 동북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통계자료를 보완하더라도 추정한 빈집의 확정을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

적으로는 마을 주민(통반장)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의한 상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밀착형 조사 시스템을 통해 기초자료를 보완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해제지역 빈집은 구조불량 76%, 장기방치 73% 넘어 ‘정비 급선무’

서울시 내 해제지역 중 빈집 밀집지역 5개소를 심층 조사한 결과, 총 빈집 수는 188건, 구역별 

평균 38건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구조 불량 주택이 전체의 76%, 2m 미만 

협소도로에 접한 필지도 79%에 달한다. 또한 73% 이상의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어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집단 발생에 따른 우범화가 우려된다.

조사 결과를 토 로, 향후 빈집 밀집지역의 특성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빈집의 철거 또는 리모델링 등 정비방향을 구체화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해야할 것이다.

[그림 3] 빈집 밀집지역 현황과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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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분포, 소유 현황, 건물 허가 유무 등 유형별 정비방식 적용해야

빈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 구조가 불량하거나 폐가 상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집단적으로 정비하고, 공공에

서는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 및 주차장 확보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빈집이 구역 내에 분산되어 있고,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응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 사유지 내 구조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빈집이라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등과 연계하여 

개별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조상태가 불량한 빈집은 건축 협정을 통한 

블록단위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국공유지 내 빈집인 경우 공공사업을 통해 개축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임 주택 또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 앵커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만약 철거 후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지역 내 필요한 주차장이나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림 4] 빈집 유형별 대응방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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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특성·정비 시급성 감안해 빈집 중점정비구역·우선정비지역 지정

빈집이 밀집되어 있어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향후 자치구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되, 빈집이 발생하는 양상과 정비의 시급성을 고려

하여 ‘중점정비구역’과 ‘우선정비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빈집 현황에 한 기초자료를 토

로 노후불량 빈집이 밀집해있는 정비사업 해제지역은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

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빈집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빈집을 원활히 정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빈집이 발생하는 저층주거지는 부분 접도조건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개별 신

축에 의해 주택을 정비·개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저층주거지의 노후불량 주택을 정

비하기 위한 리모델링활성화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관련 정책과 연계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빈집정비계획 내 중점정비구역과 우선정비지역 지정 예시

빈집 정비·활용방향 설정 위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별 역할 설정 필수

빈집에 한 관리와 활용,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별 역할

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SH공사, 서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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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등 유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빈집 정비와 활용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자치구가 효율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는 조사전문기관(LX공사, SH공사, 한국감정원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

비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빈집정비사업은 SH공사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자

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림 6]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체별 역할

빈집 구조·상태, 마을 주택수요 고려해 맞춤형 활용방안 마련 바람직

빈집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빈집의 물리적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조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골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붕괴 

위험이 있거나 구조상태가 매우 열악한 빈집은 철거 후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 

마을 재생 관점에서 빈집은 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 주택이나 공터를 활용

해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마을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등의 공급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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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마을재생 수요와 빈집의 물리적 상태를 고려한 활용방안 예시

‘수익형 마을재생기업’이 빈집 운영·관리해 지속가능한 사업구조 마련

기존의 사업비 보조는 투입되는 공공재정이 한정적이고, 지원이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마을 재생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빈집 수리 및 리모델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적기업, 가칭 ‘수익형 마을재생기업(NRC; Neighborhood Regeneration 

Corporation)’이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빈집 소유자는 사회적기업에 토지를 10년 이상 

장기 임 하고, 사회적기업은 소유자에게 매달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마을 단위에서 순차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빈집으로 인해 우려되는 안전사고나 우범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주민 부분이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청년이 주축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은 마을에 활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 신규 임 주택 공급에 따른 청년층 유입, 지속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마을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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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수익형 마을재생기업(NRC)을 활용한 빈집정비사업 구조(안)

정기적 실태조사로 빈집 현황파악, 관리카드 작성 등 기초자료 구축

통계자료만으로는 빈집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어렵다. 단일 

통계자료를 활용하기보다는 통계자료와 공부자료를 연계하여 추정 빈집을 구체화하고, 추정 

빈집과 주변 여건에 한 현장 확인을 통해 빈집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빈집을 조사하고 있지만 빈집의 신규 발생 또는 

리모델링 등 변화가 잦아,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빈집의 발생 시점, 발생 사유, 물리적 여건 등을 파악하고 일시적

인 빈집의 신축과 리모델링 등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빈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후 단독·다세 주택을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기 이전에 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정비사업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안사업을 추진하여 빈집의 집단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지특성, 경과연수, 주택유형, 발생 사유,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한 

관리카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해당 자료는 관련 업무 담당자, 빈집 소유자, 사업자·개발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빈집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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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빈집뱅크’ 운영해 빈집 거래 활성화하고 활용도도 높일 필요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서울형 빈집뱅크’를 운영할 필요가 있

다. 빈집뱅크는 빈집에 한 기초자료를 시스템화하여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 소유

자에게는 빈집의 활용가능성을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소유자가 직접 빈집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집의 정비·관리와 더불어 빈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고령단독가구가 소유한 노후·불량주택 등을 찾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주택이 상속 후 거래·활용되지 않아 빈집으로 방치되는 사례에도 선제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 빈집 가능성이 높은 주택 소유자와 공공, 사회취약계층을 연계하고 공공에서 빈

집을 임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림 9] ‘(가칭)서울형 빈집뱅크’의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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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연구 개요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최근 서울에서는 저층주거지 해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빈집 문제 심화

2012년 이후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을 통해 총 393개의 정비구역

을 해제하였다.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안사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많은 구역에서 구체적인 관리방

안은 미흡한 실정이다.1)

최근에는 빈집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제지역에 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빈집은 해제지역에서 밀집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다수의 빈집이 장기간 방치

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치안 불안감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빈집은 약 9.5만 호

에 이르며 전체 주택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 서울의 빈집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활용방안 마련할 필요

서울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방 중소도시나 외국의 주요 도시들과 다소 차

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빈집이 고령화나 주택의 파손, 원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면, 서울의 빈집은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정체 또는 구역해제 등 정책적 

요인에 기인한다. 정비사업이 취소되면서 원주민들의 이주와 투자자들의 노후 주

택 방치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

직까지 이에 한 종합적인 현황 분석과 실태파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 “서울 정비구역 절반이 해제… 대안사업은 미미”(tbs, 2016.11.16.); “박원순표 ‘뉴타운 출구전략’ 마무리… 재개발지역 갈등 
여전”(아주경제,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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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또는 자치구 차원에서 빈집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빈집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 내 빈집의 총량적 분포를 파악하고, 빈집 밀집지역에 해서는 물리적·사회

경제적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해당 지역에 한 정비계획과 활용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등 제도 변화에 대응 필요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 특례법’)의 시행

으로 저층주거지 재생을 둘러싼 정책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빈집을 물리

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빈집 활용에 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던 반

면, 빈집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종합적으로 관리·정비,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빈집을 마을 수요에 응하기 위한 마을 자산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빈집을 활용한 

마을 재생에 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제도 변화에 응하여 서울의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상지역과 주택 특성에 맞는 활용 및 지원방안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첫째, 서울의 빈집 발생 원인과 현황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둘째, 

빈집 밀집지역에 한 관리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노후 저층주거

지의 마을 재생 관점에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관련 정책적·

제도적 보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 / 마을재생 위한 서울시 빈집의 실태와 관리방안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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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서울시 빈집 발생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최근 서울시에서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두되면서 빈집 관리에 한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빈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빈집이 어디에,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 주택총조사, 전기·상수도 사용량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을 

상으로 한 빈집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적으로 관리와 활용이 필요한 

노후 단독·다세  빈집의 현황 자료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현황을 심층 분석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에 해서는 1~2차례 이상의 현장조사를 통해 빈집 현황

을 파악하였다. 393개 해제지역 중 정비가 시급한 103개소를 상으로 현장조사

(1차)를 실시하고, 빈집이 집중되어 있는 상위 5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한 

심층 분석(2차)을 진행하였다. 빈집 분포 및 입지특성, 구역의 물리적·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응해야할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 마을재생 관점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018년 빈집 특례법 시행으로 빈집정비계획이 법제화됨에 따라, 빈집정비계획 수

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해제지역 내 밀집 발생하고 있는 빈집을 

정비·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을 수요에 응하기 위한 빈집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마을 재생 관점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지역을 선정하였

다. 다수의 빈집이 밀집해있고, 유형별 응방향 모색이 용이한 성북4구역을 상

지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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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4구역을 상으로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마을 재생을 위한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과 정비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예시를 통해 빈집 활용의 

다각화와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교토와 런던의 빈집 관리·활용을 위한 정책 사례 검토2)

외국의 도시에서도 저성장, 고령화, 구도심 쇠퇴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빈집 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외국 도시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배경은 서울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빈집 문

제에 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차원

에서 빈집 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 교토시

와 영국 런던시의 정책적 응 사례를 검토하고, 서울시 빈집정비계획 및 관리방향

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림 1-2] 연구 흐름도

2) 본 보고서의 ‘[부록] 외국의 빈집 관리와 활용 사례 : 교토, 런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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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① 빈집 관련 법제도와 문헌 검토, ② 서울시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 분석, ③ 빈집 밀집지역에 한 현장조사와 심층 

분석, ④ 외국 도시와 자치구 차원의 정책 응 사례 검토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빈집 관련제도 검토 및 정책 동향 파악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빈집 

관리·활용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 동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 차

원에서 시행 중인 빈집 조례를 살펴보고,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개정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빈집 특례법 시행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이하 LX공사)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하였다. 

◦ 서울시 빈집 현황파악을 위한 관련 통계자료 분석

서울시 및 행정동별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주택총조사와 마이크로데

이터서비스(MDIS) 자료를 활용하여 유형과 발생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LX공

사에서 추정 빈집 파악에 활용한 전기 사용량 자료(자치구별), 상수도 사용량 자

료 등을 활용해 서울의 빈집 현황을 비교 검토하였다.

◦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층 사례 연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393개소 중 우선정비

가 필요한 103개소를 상으로 구역 전반에 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18년 5월 실시한 2차 심층조사는 1차 조사 당시 구역 내 빈집이 10건 이상 확인

되었던 상위 5개 구역을 상으로 진행하였다. 빈집 분포 및 입지특성, 빈집의 물리

적·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응해야할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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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빈집 관리정책 및 활용 사례 검토

지방정부 차원에서 빈집 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일본 교토시와 

영국 런던시의 정책적 응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 빈집 관리·활용에 주는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교토 사례는, 2013년 교토시가 수립한 ‘빈집 종합 책의 추진 방침’과 2017년 ‘교

토시 빈집 등 책계획(京都市空き家等対策計画)’을 중심으로 빈집 관련 조례와 

주요 시책 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런던 사례는, 영국 중앙정부에서 운영 중인 

빈집 프로그램(Empty Homes Programme)과 빈집세(Empty Homes Tax)를 포

함해 런던시와 자치구 차원의 응시책을 살펴보았다.

[그림 1-3]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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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련 제도 현황

1_빈집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검토

2_빈집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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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빈집 관련 제도 현황

1_빈집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검토

1) 중앙정부 차원의 빈집 관련 제도

(1) 빈집의 관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 2016년 건축법 개정, 비어있는 주택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2016년 늘어나는 빈집이 도시 관리의 주요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건축법이 개정되

었다.3) 건축법 81조의 2(빈집 정비)를 신설하고, 1년 이상 사용 또는 거주하지 않

는 주택·건축물에 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주거환경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정비사업 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

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

◦ 2017년 이후 특례법 제정,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2017년 2월에는 기성시가지 노후화와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집에 

체계적으로 응하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유

지관리 활성화’ 및 주거복지, 주택시장 관리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특례법을 통해 빈집 관리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에 빈집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고,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한 계획과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를 바탕으로 빈집을 지역 수요에 맞게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다양한 용도

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3) 건축법 제81조의2(빈집 정비) 조항 신설(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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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기업이나 공공이 빈집을 매입·임차 후 리모델링하고 저렴한 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빈집을 사유재산이자 마을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2-1] 서울시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사례

자료 : 국토교통부, 2017.3.8., “2017년 주거종합계획 보도자료”, p.32.

(2) 빈집 및 소규모정비 특례법의 주요 내용

2018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정비 특례법’에서는 빈집정비계획, 빈집

정비사업, 빈집 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빈집’을 정의하고 빈집 실태조사 실시 

빈집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구청장이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

상 사용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 미분양주택 등은 제외

한다. 

시장·구청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해서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빈

집의 관리 현황, 소유권 등 권리관계 등을 파악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빈집 등

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전산정보나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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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시·구에서는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

집의 관리·활용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법령에 따르면,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 로 시·구 도

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과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빈집정비계획을 통해 빈집의 효율

적인 정비와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빈집에 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토 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구청장이 공사(公社),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사회적기업 등과 공동 시행, 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 내부의 벽지, 천장·바닥재 등을 수리하거나, 2) 개축, 증축, 

수선 또는 용도변경, 3) 빈집을 철거, 4) 빈집 철거 후 신축하거나 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시장·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높거

나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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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와 자치구의 빈집 관련 법제도 현황

최근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등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저층주

거지 관리에 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서울

시와 자치구에서도 빈집 문제에 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1) 서울시의 빈집 조례

◦ 서울시는 2015년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신설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정비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빈집 관리를 위해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우범화 우려, 주거환경 악화 문제에 응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2018.3.)4)

2018년 빈집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추진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하였다. 빈집을 정의할 때 사용·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1년 이상으

로 규정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5) 사업 범위 설정, 사업 추진을 위한 규

제 완화 및 현실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조례를 통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법 규정

2018년 입법예고된 조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한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으로 인해 안전사고나 

우범화가 우려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소유자, 사업시행자에게 

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w&pTreeOpenId=lawmake_list&pLawmakeNo=2230

5) 기존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5)에서는 빈집을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



14 / 마을재생 위한 서울시 빈집의 실태와 관리방안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다양한 임 수요6)를 고려하여 임 주택

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서울시에서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에 해서도 명시하고 있

다. 시장은 빈집 안전조치 또는 개량비용, 구청장이 수립하는 빈집정비계획 또는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등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보

조하도록 한다. 또한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

설 사업비, 세입자 보상비, 이주비 등 필요한 비용의 60%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7)

(2) 자치구 조례 현황

◦ 2011년 이후 5개 자치구에서 빈집 관련 조례 시행 중

자치구 차원에서는 노원구(2011)의 정비사업구역 빈집 관리 조례를 시작으로, 관

악구(2014), 동 문구(2016), 강북구(2017), 서 문구(2018) 등 5개 자치구에서 

빈집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노원구, 관악구는 각각 2011년, 2014년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정비사

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빈집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2016년 이후 조례를 제정한 동 문구, 강북구, 서 문구에서는 서울시 빈집 조례 

제정 및 관련 법조항 신설에 응한 것으로, 빈집 확보방안, 정비 지원, 관리·활용

에 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6)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 등이 해당함

7)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80%까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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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시행에 대응, 빈집 관리와 활용 활성화 목적

가장 최근에 빈집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 문구는 빈집 특례법 시행에 응하고자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빈집은 소유자

와 관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실태를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

의 행정력을 활용하여 자치구 차원의 빈집정비계획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빈

집 방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빈집을 정비·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빈

집 중 차상위층이 소유한 빈집이거나 공공용지로 활용할 것을 약속한 빈집, 주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소유자가 시세의 80% 이하의 임 료, 임 료 

인상률 5% 이하로 6년 이상 임 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 해서는 빈집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수요에 응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주거용도

로 활용하는 경우 학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을 제고하였다. 사무용도로 리모델링한 경우 협동조

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이밖에도 조례에서는 빈집 정

비에 한 홍보, 지도·감독에 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그림 2-2] 빈집 활용 및 관리 관련 정책과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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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빈집 활용·관리 시책사업 :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5~2016년

간 빈집을 민간 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빈

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2016년 총 160호의 

임 주택을 공급하였다.

사업 상지는 정비사업 해제지역 및 일반구역을 우선으로 하되,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6년 이상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된 주택에 해서도 사업

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지적으로 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물리적으

로는 과도하게 붕괴·노후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다세  빈집을 리모델링 

상으로 하였다. 리모델링 비용은 건물당 8,000만 원 이하로 총 비용의 50% 이내

에서 서울시가 지원하였으며, 리모델링 사업은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가 담당하

였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리모델링한 임 주택은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  조건을 강화하였다. 사회초년생, 학생 1인 가구8)에게 시세 80% 

이하 임 료를 최장 6년간 보장하고, 연간 인상률은 5% 이내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림 2-3]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개념도

자료 : 서울시, 2015,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 빈집 리모델링 주택공급 사업 설명회 자료 재구성

8) 사회초년생은 본인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경우,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입주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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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빈집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1) 법에서 정의하는 ‘빈집’과 빈집 조사의 개요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 대상

2018년 시행된 빈집 특례법에서는 시행, 빈집정비계획, 빈집정비사업, 빈집 정보시

스템의 구축 등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빈집’을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9) 다만 공공임 주택, 5년 

이내 미분양주택, 별장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나 무허가주택은 상에서 

제외한다.

[그림 2-4] 빈집 및 소규모정비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빈집
자료 : 공가랑(http://gongga.lx.or.kr)

◦ 빈집 특례법에 따라 조사전문기관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 구축 담당

빈집 및 소규모정비 특례법에 따라,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업

무는 지정된 조사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LX공사, SH공사, 한국감정원 등이 

조사전문기관에 해당하며, 빈집 현황조사 및 자료 관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10) 

9) 빈집 및 소규모정비 특례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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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빈집 실태조사는 사전조사 → 현장조사 → 등급산정조사 순으로 진행

LX공사는 빈집 현장조사에 앞서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지방세 정보 등에 

한 기초자료를 통해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전기·상수도 미사용 

주택에 해 미사용 기간을 파악하여 1년 이상 사용량이 0인 주택을 빈집으로 추

정한다. 2단계에서는 추정 빈집에 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유

자 확인과 면담을 통해 최종 빈집을 확정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빈집에 한 등급을 산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조

사결과서를 작성한다. 등급은 주요 구조부 상태와 위해성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양호한 빈집(1등급), 일반 빈집(2등급), 불량 빈집(3등급), 철거 상 빈집(4등급)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5] LX공사의 빈집 실태조사 추진 과정
자료 : 공가랑(http://gongga.lx.or.kr)

10) 빈집 및 소규모정비 특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교통부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고시 제2018-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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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정보 및 관리를 위해 6개 시도와 업무협약 및 ‘공가랑’ 시스템 구축

2018년 6월, LX공사는 서울, 전, 울산, 전남, 강원, 제주 등 6개 시도와 자료 

구축과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가랑’ 홈페이지를 통해 빈집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11) 시도별 빈집 업무 담당자는 ‘공가랑’을 통해 필지별 전력사

용량과 상수도사용량을 바탕으로 추정 빈집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도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추정 빈집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

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다시 공가랑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한다.

현재는 주로 지자체 및 LX공사 담당자 등 실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빈집 정보를 얻고자하는 일반시민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다.12)

      

[그림 2-6] 공가랑 홈페이지 개요
자료 : 공가랑(http://gongga.lx.or.kr)

◦ 서울시는 성북구, 동대문구에서 실태조사 추진 

서울시는 자치구의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기준 총 25개 자치구 중 성북구, 동 문구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11) 2018년 3월 시범 서비스를 공개한 이후 6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임

12) 2018년 8월 기준 공가랑 홈페이지의 공지에 따르면, 빈집 추정 등 자료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현재는 
사용 협약을 맺은 광역자치단체와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빈집 담당자에게만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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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서울시 빈집 실태와 특성

1_서울시 빈집 규모 추정

LX공사에서는 현장조사에 앞서 전기 사용량과 상수도 사용량 자료를 바탕으로 추

정 빈집을 파악하였다. 통계청에서 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한 빈집 자료와 LX공

사가 실태조사에 활용하는 자료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 추정 빈집

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1) 통계청 주택총조사의 빈집 자료 

◦ 2016년 서울의 빈집은 9.5만 호로, 2015년에 비해 1.6만 호 증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주택총조사에서는 ‘빈집’을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

하고 있다. 빈집 산정 시 미입주 주택은 포함하지만, 폐가는 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서울에 비어있는 주택은 약 9.5만 호이다. 서울

의 빈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015년 7.9만 호에 비해 1.6만 

호 증가하였다.13)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6만 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다세 주택 3.7만 

호, 연립주택 0.6만 호, 단독주택 0.5만 호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13) 통계청의 통계설명자료에 따르면, 2015년, 2016년 주택총조사에서 조사한 빈집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 결과임



03 서울시 빈집 실태와 특성 / 23

[그림 3-1] 서울시 주택유형별 빈집 현황(2005~2016)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주택총조사

2) 전기 사용량 자료

◦ 지난 12개월간 전기 사용량을 활용하여 총 4단계를 거쳐 빈집 여부 판별

LX공사에서는 사전조사 단계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상으로 전기에너지 사

용량을 검토하여 ‘추정 빈집’을 파악하였다. 전기에너지 사용량은 한국감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14) ‘거주

를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빈집을 추정하였다. 전기 

사용량 정보가 수집된 최종 월부터 이전 12개월의 사용량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총 4단계를 거쳐 추정 빈집을 선정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12개월 총 사용량이 0㎾h인 주택을 확인한다. 2단계와 3단계

에서는 각각 매월 사용량이 10㎾h 이하이거나, 12개월 총 사용량이 120㎾h 이하

인 주택을 확인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매월 사용량이 동일한 

주택을 확인하였다.15)

14) 이세원, 2018, “국내 빈집 대책, 정밀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다”, 세계와 도시, 22호, 서울연구원,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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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LX공사의 빈집 추정방법
자료 : 공가랑(http://gongga.lx.or.kr)

◦ 전기 사용량 기준 총 2.3만 호의 빈집, 이 중 단독주택은 4천여 호

[그림 3-3]과 같이 전기 사용량 자료를 검토한 결과,16) 서울시에는 총 2.3만 호의 

추정 빈집이 확인되었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 빈집이 약 4천 호로 전체의 

17.6%, 공동주택 빈집이 약 1.9만 호로 82.4%를 차지한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2,453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남구 2,353호, 마포

구 2,005호 등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 빈집은 성북구에 가장 많은 616호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

는 전체 단독주택 빈집의 15.3%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마포구(479호, 11.9%), 양

천구(371호, 9.2%), 종로구(304호, 7.6%), 동 문구(280호, 7.0%)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 빈집은 강동구, 강남구, 마포구, 양천구 등에

서 높게 나타나, 단독주택 빈집 분포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 공가랑 홈페이지(http://gongga.lx.or.kr);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2018-103호) 제9조 및 [별표1] 참고. 

16) 이 연구에서는 추정 빈집에 활용한 전기사용량 자료는 개별 필지에 대한 자료를 구득하기 어려워, 빈집 조사전문기관 중 
하나인 LX공사로부터 자치구별로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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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전기사용량 기준 자치구별 추정 빈집 현황
주 : LX공사가 활용한 한국감정원의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기준; 2018년 6월 기준으로 지난 

12개월간 전기 미사용 주택수 산정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2018.6)

3) 상수도 사용량 자료

◦ 서울시 내 상수도 사용량 기준 총 1.5만 호의 빈집 추정

상수도 사용량 자료는 세 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관리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주소

지별로 취합하여 필지기반 자료로 전환하여 검토하였다.17) 

최근 12개월간 0(단수)인 상태이거나 매월 사용량이 동일한 경우를 기준으로 빈집

을 추정하였으며,18) 서울시 내 총 14,966호의 추정 빈집을 확인하였다.19)

17) 세대수 기준으로는 2.1만 세대이지만, 한 필지 내 2세대 이상의 사용량 정보가 있는 경우 한 건으로 취합하여 산정하였음

18) 이세원, 2018, “국내 빈집 대책, 정밀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다”, 세계와 도시, 22호, 서울연구원, pp.33~34.

19) 지난 1년간(2017년 6월 납기~2018년 5월 납기)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급수중지, 정수처분을 포함. 폐전 수용가와 
급수탑, 사설소화전은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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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빈집의 수전상태는 정상인 경우가 1.2만 건으로 가장 많은 77%를 차지하고, 

급수가 중지된 경우는 약 3,000건으로 20.5% 수준이다. 한편, 용도별로는 가정용

이 1.2만 건으로 전체의 60%, 일반용이 약 3,000건으로 30%, 기타 및 공공용도

가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4] 서울시 빈집 분포 - 상수도 사용량 기준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2018.6);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종로구, 중구, 성북구 등 도심 주변으로 추정 빈집 비율 높은 편

자치구별로는 종로구의 추정 빈집이 1,116건,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동 문구(1,067건, 7.1%), 성북구(1,029건, 6.9%), 용산구

(928건, 6.2%), 중구(764건, 5.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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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자치구별 빈집 현황 - 상수도 사용량 기준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2018.6);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 사용량을 활용한 노후 단독·다세대 추정 빈집은 약 3,900건

LX공사에서 빈집을 추정한 방식을 보완하여, 상수도 사용량 자료에 건축물 장을 

연결하여 실제 관리·활용이 필요한 노후 단독·다세  빈집을 추출하였다.20) 노후 

단독·다세  추정 빈집은 3,913건으로, 상수도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의 약 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 역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노후 단독·다세  추정 빈집은 성북구가 

391건으로 가장 많고, 종로구 328건, 용산구 291건, 동 문구 271건, 노원구 259

건 등 도심과 동북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행정동별로는 노원구 중계본동(204건), 

강북구 삼양동(128건), 동 문구 이문1동(112건), 성북구 정릉1동(89건) 및 성북

동(74건)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 상수도 자료는 가정용(10) 수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을 연결(join)하여 노후 단독·다세대 빈집을 추출하였음.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 코드(01000) 기준,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공동주택(02000) 중 연면적 660㎡ 이하 기준이며, 
1989년 지어진 30년 이상 경과 주택으로 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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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행정동별 노후 단독·다세대 빈집 현황 – 상수도 사용량 및 건축물대장 기준
주 : 상수도 사용량과 건축물대장 자료를 연결(join)하여 분석한 것으로,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 코드

(01000) 기준,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공동주택(02000) 중 연면적 660㎡ 이하 기준이며, 1989년 지
어진 30년 이상 경과 주택으로 한정하였음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2018.6);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건축물대장(2015)

4) 활용자료별 빈집 현황 비교 종합

◦ 활용자료별 추정 빈집의 총량 및 분포양상에 큰 편차

빈집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주택총조사, 전기 사용량 자료, 상수도 

사용량 자료 등에 한 특성과 추정 빈집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하였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의 추정 빈집은 조사 자료에 따라 최소 1.5만 

호부터 최  9.5만 호까지 큰 편차가 있다.21) 분포 양상도 서로 달라, 이 중 한 

가지 자료를 선택하거나 취합하여 단일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1) 빈집의 정의나 추정 방식에 따라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예를 들어, 통계청의 2015년 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최소 2,300건(1년 이상 비어있는 단독·다세대주택)부터 최대 7.9만 호(빈집 총량)까지 편차가 발생함(본 보고서의 35쪽 참조)



03 서울시 빈집 실태와 특성 / 29

구분 서울시 추정 빈집 분포

통계청 주택총조사
(2016년 기준, 9.5만 호)

전기 사용량 자료
(2018.6. 기준, 2.3만 호)

상수도 사용량 자료
(2018.5. 기준, 1.5만 호)

[표 3-1] 활용자료별 서울시 추정 빈집 분포 양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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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만으로 빈집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

통계자료별 빈집 조사 방법, 항목의 구성, 분석 단위 등의 한계로 인해 빈집 특례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빈집’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각에 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개하는 자료

이다. 이 자료는 신축 후 입주하지 않은 주택은 포함하되 폐가는 제외하고 조사한 

결과로, 1년 미만의 빈집도 포함하고 있다.22)

주택총조사 자료는 자치구 및 행정동별 빈집의 주택유형, 규모, 건축연도, 비어있

는 사유 등 물리적 특성과 발생 사유에 해 개관할 수 있는 반면, 개별 필지에 

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5건 미만에 해서는 ‘X’로 표기

하는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항목을 제외하고 있어, 통계자료를 활용해 구체적인 

유형별 빈집 현황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LX공사에서 추정 빈집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 자료

는 월별, 필지별 자료이기 때문에 기간을 특정하여 빈집으로 추정되는 필지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분양·미입주 자료를 구분해내기 어렵고, 한 필지에 다수의 

빈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빈집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전기 및 상수

도 사용량 자료 역시 개인정보 보안 등의 이유로 세부 자료를 구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22)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통해 행정동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으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항목은 
전수 또는 표본조사 여부, 조사연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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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주택총조사 전기 사용량 자료(LX) 상수도 사용량 자료(LX)

서울시
추정 빈집 수

∙ 2015년 7.9만 호
∙ 2016년 9.5만 호

∙ 2018. 6. 기준 2.3만 호 ∙ 2018.5. 기준 1.5만 호

자료 공개 주기 매년 매월 매월

자료 담당기관 통계청
한국감정원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분석가능 최소 단위 행정동 자치구(필지자료 미공개) 필지

장점

∙ 주택 유형 및 규모, 비
어있는 기간, 건축연
도, 비어있는 사유 등 
다양한 항목 확인 가능*

∙ 필지별 전기 사용량 통
해 현황 파악

∙ 특정기간(1년) 동안 비
어있는 필지 파악 가능

∙ 필지별 상수도 사용량 
통해 현황 파악

∙ 특정기간(1년) 동안 비
어있는 필지 파악 가능

단점

∙ 미입주 포함
∙ 폐가 제외
∙ 개별 필지 및 특정기간

에 발생한 빈집을 파악
하기는 어려움

∙ 미분양·미입주 포함
∙ 발생 원인 파악 어려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지자료 미공개

∙ 미분양·미입주 포함
∙ 한 필지 내 다수 빈집은 

파악 어려움
∙ 발생 원인 파악 어려움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의 협조 필요

* 해당연도별 분석 항목에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는 서울시 전체 빈집에 
대해 비어있는 사유를 파악할 수 있으나, 2016년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없음. 
한편,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전수 또는 표본조사 여부, 조사연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표 3-2]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활용가능한 자료 비교 종합

◦ 통계자료는 건축물대장과 연계하여 보완하고 상시 조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LX공사에서는 전기 및 상수도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주택에 한 자료를 바탕으

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활용자료와 빈집 판별 기준에 따라 추정 빈집의 분포

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계자료와 공부자료를 연계하여 추정 과정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  앞서 살펴본 [그림 3-6]과 같이, 건축물 장 등 공부와 연계

하여 정책적으로 관리·활용이 필요한 빈집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또는 마을단위 빈집에 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을 주민

(통반장)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의한 상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

역밀착형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초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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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빈집의 특성

이 절에서는 빈집 밀집지역에 한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데 앞서 서울시 차원의 

빈집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양한 항목에 한 분석이 가능하고, 시기

별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되, 2010~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와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자료를 중심으로 빈

집 발생현황을 분석하였다.

1) 서울의 빈집, 어디에 얼마나 있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주택총조사 자료 기준 서울의 빈집은 약 9.5만 

호이며, 2015년 7.9만 호에 비해 1.6만 호 증가하였다.23) 지역별 빈집 분포 현황

과 비어있는 기간, 발생 원인 등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치구별로 강남구, 강서구, 송파구 순으로 높은 비중

2016년 빈집 9.5만 호 기준,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가장 많은 1.4만 호가 분포하

고 있으며, 강서구(0.8만 호), 송파구(0.6만 호) 등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

다. 강남·서초 등의 지역에서 빈집이 많이 확인되는 것은 아파트나 다세 주택 등

을 정비사업 또는 신축 과정에서 미분양·미입주가 발생했거나, 거래 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빈집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통계청의 통계설명자료에 따르면, 2015년, 2016년 주택총조사에서 조사한 빈집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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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자치구별 빈집 발생 현황(2016)
자료 : 통계청, 2016, 주택총조사

◦ 행정동별로는 역삼동, 개포동, 한남동 등에서 높은 비중 차지

빈집 발생 현황을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역삼1동이 2,093건으로 빈집이 가

장 많다. 이어 강남구 개포4동 1,887건, 용산구 한남동 1,655건, 강남구 개포2동 

1,615건, 은평구 응암1동 1,613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행정동별 빈집 현황(2016)
주 : 5건 미만 자료는 미공개, 미분양·미입주 및 철거대상 포함

자료 : 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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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세대 주택은 약 1.1만 호, 강북지역에 집중

서울시 내 1989년 이전 지어진 단독·다세  빈집은 약 1.1만 호로 전체 빈집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24) 노후 단독·다세  빈집이 많은 행정동은 주로 강북지

역에 많이 위치해, 전체 빈집 분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행정동별로는 마포구 아현동이 609건으로 가장 많고, 염리동(462건), 은평구 응암

1동(345건), 서 문구 남가좌2동(227건) 등 서북권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도심

과 동북권에 해당하는 성북구 성북동(189건), 길음2동(121건), 용산구 한남동(146

건) 등에도 30년 이상 단독·다세  빈집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3-9] 행정동별 노후 단독․다세대 빈집 현황(2016)
주 : 5건 미만 자료는 미공개, 미분양․미입주 및 철거대상 포함

자료 : 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4) 행정동별 5건 미만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통계청에서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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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의 빈집, 얼마나 비어 있나?

◦ 장기간 비어있는 빈집은 전체 빈집의 11% 수준

2015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빈집 7.9만 호 중 1년 이상 장

기간 비어있는 빈집은 약 8,800호로, 이는 전체 빈집의 11%에 해당한다. 3개월 

미만 단기간 비어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5.2만 호로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3~6

개월 미만인 경우도 1.2만 호로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 1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 중 단독·다세대는 26.8%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 중에는 아파트가 5,300호로 가장 많은 60%에 달하며, 

단독주택(703호) 및 다세 주택(1,660호)을 합한 규모는 2,300여 호로 26.8%에 

해당한다.

[그림 3-10] 서울시 빈집의 비어있는 기간별 비중(2015)
자료 : 통계청, 2015, 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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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장기간 비어있는 경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2015년 서울의 1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은 0.9만 호로, 전체 빈집의 11%를 차지하

고 있다. 1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은 2005년 1.2만 호(15%)와 2010년 1.6만 호

(20%)에 비해 양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중 역시 낮아졌다. 반면 3개월 미만 비어

있는 주택은 2005년 4.1만 호(51%)에서 2010년 3.9만 호(50%), 2015년 5.2만 

호(65%)로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2005~2015년간 연평균 변화율을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간 비어있는 주택은 매

년 평균 3%씩 감소한 반면, 3개월 미만 단기간 비어있는 주택은 연평균 2.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 2010 2015
2005~2015

연평균 변화율

3개월 미만
41,052 39,039 51,583

 2.3%
(51.4%) (49.6%) (65.3%)

3~6개월 미만
17,208 15,253 12,103

-3.5%
(21.6%) (19.4%) (15.3%)

6~12개월 미만
9,549 8,603 6,562

-3.7%
(12.0%) (10.9%) (8.3%)

12개월 이상
11,991 15,807 8,801

-3.0%
(15.0%) (20.1%) (11.1%)

합계
79,800 78,702 79,049 

-0.1%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2015, 주택총조사

[표 3-3] 빈집의 비어있는 기간별 추이(2005~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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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의 빈집, 왜 발생하나?

◦ 거래·이사, 미분양·미입주 등이 빈집 발생사유의 70%로 높은 비중

2015년 주택총조사의 빈집 발생사유 자료에 따르면, 빈집 7.9만 호 중 매매·임 ·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빈집이 3.8만 호로 전체의 48%를 차지한다. 미분양·미입주 

비율도 22%(1.8만 호)로 높은 편이다.

◦ 관리·활용 대상에 해당하는 빈집은 약 8,700호

반면, 관리·활용이 필요한 빈집은 폐가·철거 상(7,384호), 또는 기타사유(1,380

호)로 발생한 8,700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재건축 등을 위해 철거 

상 주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관리·활용을 위해 정책적으로 응이 

필요한 빈집은 이보다 적은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1] 서울시 빈집의 발생사유별 비중(2015)
자료 : 통계청, 2015, 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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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 또는 기타사유로 발생한 빈집 중 단독·다세대주택은 3,200여 호

2015년 서울의 빈집 중 폐가 또는 기타사유로 비어 있는 단독주택은 약 1,200호, 

다세 주택은 약 2,000호 규모이다. 아파트가 4,400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지만, 철거 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림 3-12] 폐가 또는 기타사유로 발생한 빈집의 주택유형별 현황(2015)
주 : 2015년 주택총조사 빈집 발생사유 중 ‘폐가’에 해당하는 주택과 ‘기타’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

자료 : 통계청, 2015, 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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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 서울시 빈집은 3,000호 내외 추정, 활용방향을 염두에 둔 세밀한 접근 필요

서울시 내 실제 관리나 활용이 필요한 단독·다세  빈집은 약 2,000~3,000호로 

전체 서울시 주택의 0.1%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나, 통계자료를 통해서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단순히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빈집이 발생하는 지역의 특성, 빈집의 

리모델링 또는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향후 빈집 활용방

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지방도시와 달리 서울은 정비가 시급한 빈집

이 특정 구역에 밀집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빈집 밀집지역에 

해서도 보다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3] 관리·활용이 필요한 서울의 빈집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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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서울시 빈집의 차별성과 새로운 정책적 관점

1) 서울의 빈집, 지방과 어떻게 다른가?

◦ 서울의 빈집은 뉴타운·재개발 해제 과정에서 확대·장기화

서울의 빈집 발생은 지방도시에서의 빈집 발생 원인과 현상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방도시의 빈집은 주로 원도심 쇠퇴, 고령화,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면,25)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의 빈집은 뉴타운·재개

발 정책과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의 빈집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빈집이 다수

였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건축행위가 중단되고, 세입자 및 소유자의 퇴거가 

이루어지면서 마을 커뮤니티가 해체되고 일시적인 빈집이 발생했다. 정비사업이 예

정 로 추진되어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빈집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뉴타운·재개발사업구역 해제라는 정책적 요인에 의해 변화가 감지되

면서 빈집 문제가 두되었다. 구역 내 부분적으로 빈집이 발생한 시점에 정비사업

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면서 빈집 발생이 확 ·장기화되기 시작하였다.26) 이 과

정에서 공가(空家)가 폐가(廢家)화되고 커뮤니티 해체는 가속화되며, 마을의 주거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25)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방의 빈집은 주로 고령 소유주의 이주 또는 사망, 쇠퇴지역 건축물의 노후·파손, 소규모 필지 또는 
협소한 가로 등 물리적 특성, 미분양·미임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하창호 
외, 2013; 김우겸 외, 2015; 전영미 외, 2016; 남지현, 2015; 박성남 외, 2016 등)

26) 해제지역의 60%는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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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빈집 발생 과정

◦ 서울의 빈집은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발생하며, 높은 교환가치 유지

지방도시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쇠퇴에 의해 빈집이 장기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서울의 빈집은 정비사업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발생하

며 공간적으로 매우 집적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서울의 빈집은 높은 교환가치를 유지한다. 일반적인 빈집이 사용가치와 교환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철거 또는 정비의 상이 되는 반면, 서울의 빈집은 사

용가치는 하락하지만 교환가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부 지역

에서는 빈집에 한 매매거래가 계속 발생하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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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 재생 관점에서 바라본 빈집

◦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정비가 시급한 빈집 등을 파악할 필요

서울의 빈집 발생지역은 지역특성과 발생 원인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뉴타운·재개

발 해제지역, 기타 일반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의 빈집은 뉴타운·재개발 

해제 이후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특히 해제지역의 재생 관점에서 빈집 실태를 파악

해야 한다.

또한 빈집의 사회적·물리적 상태에 따라,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빈

집, 일시적으로 발생했거나 개별 갱신이 가능한 빈집,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활용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5] 마을재생 관점에서 지역특성에 따른 빈집 구분

◦ 마을 재생 관점에서 빈집 발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빈집을 마을 재생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사회경제적, 물리적 

측면에 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빈집이 발생한 지역의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현황 등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역 해제 이후 희망지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안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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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울에서는 빈집에 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가 변화 추이나 거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향후 활용방안을 검

토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여부 또는 소유관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인구를 포함한 사회취약계층 비율 등을 검토하여 마을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빈집 정비·활용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구조, 기반시설 현황 등 

빈집의 물리적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빈집의 입지와 분포 양상, 

구역 내 주택 개량·신축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빈집이 한옥 등 지역자산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문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6] 마을재생 관점에서 바라본 빈집의 특성



04
해제지역 빈집 현황과 

대응과제

1_해제지역 내 빈집 실태

2_빈집 밀집지역 심층 분석

3_빈집 밀집지역 이슈와 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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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해제지역 빈집 현황과 대응과제

1_해제지역 내 빈집 실태

1) 해제지역 내 빈집 현황조사 개요

◦ 서울시 내 전체 해제지역 중 우선정비가 필요한 103개 지역 현장조사

이 연구에서는 정책적으로 응이 필요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내 빈집

을 중심으로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총 

393개 구역 중 우선정비가 필요한 103개 지역을 선정하고,27)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구역현황, 빈집 수, 주거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103개 구역에 한 현장조사에 앞서 공부자료를 기반으로 해제지역의 면적, 지형, 

구역 내 평균 접도율 및 과소필지 비율 등 구역의 물리적 현황을 사전 검토하였다. 

또한 해제 전 사업추진 단계와 해제시점, 역세권 여부 등 입지를 검토하여 구역에 

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현장조사는 1) 개별 빈집에 한 현황 조사와, 2) 구역 전반의 주거환경에 한 

조사를 포함하여 진행했다.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은 공가 또는 폐가 여부, 공실, 

공가추정, 공실추정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마을의 분위기, 접도조건이나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현황 등을 파악

하였다. 이밖에도 구역 해제 이후 신축활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빈집이 

발생한 구역이 한옥 밀집지역인지 등 마을의 여건을 파악하였다.

27) 장남종·김상일·이현정·백세나, 2018,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실태분석과 주거재생방향,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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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조사 결과

◦ 38개 구역에서 빈집 발생, 상위 5개 구역에 65% 이상 밀집

조사 결과, 빈집이 1건 이상 발생한 구역은 38개소로, 당시 조사된 공·폐가는 총 

226건이다. 이 중 상위 5개 지역에서 각각 20건 이상, 총 146건이 집중 발생하였

는데, 이는 조사된 빈집의 65%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림 4-1] 해제지역 내 빈집 현장조사 393개 구역과 심층조사 대상지

◦ 심층조사 대상 상위 5개 빈집 밀집지역 선정

상위 5개 빈집 밀집지역은 개별 빈집에 한 심층조사 상지로 선정하였다. 구역

별로는 사직2구역에서 41건으로 빈집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옥인1구역 32건, 충신1

구역 27건, 성북4구역 25건, 도봉3구역 21건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성북4구역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이 빈집으로, 구역 내 매우 집적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48 / 마을재생 위한 서울시 빈집의 실태와 관리방안

구역명 1차 조사 결과 분포 현황

사직2
빈집 41건

(전체 대비 12.1%)

옥인1
빈집 32건

(전체 대비 8.6%)

충신1
빈집 27건

(전체 대비 4.8%)

성북4
빈집 25건

(전체 대비 21.4%)

도봉3
빈집 21건

(전체 대비 13.9%)

주 : 구역 내 공·폐가가 20건 이상 조사된 상위 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함; ■공가 / ■폐가 / ■공실;
2017.11~2018.3 실시한 1차 조사결과로, 2018.5. 실시한 2차 밀집지역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음

[표 4-1] 심층조사 대상 5개 구역의 빈집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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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빈집 밀집지역 심층 분석

1) 빈집 밀집지역 심층조사 개요

◦ 해제지역의 마을 재생과 빈집 관리·활용을 위한 조사항목 구성

마을 재생 관점에서 해제지역 내 밀집해 있는 빈집의 관리·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1차 조사 결과 상위 5개 지역에 해서는 2차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빈집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림 4-2]와 같

이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구역 특성과 관련하여 도심 여부, 역세권 여부, 평지 또는 구릉지 등의 항목을 선정

했다. 또한 빈집이 구역 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지 또는 분산되어 있는지 분포 양

상을 파악하였다.

빈집의 구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벽, 기둥, 지붕, 출입문 등의 물리적 상태를 

검토하고, 각각의 노후·불량 정도를 종합하여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했다. 또

한 도로 폭원, 맹지 또는 계단 여부 등 접도조건을 파악하여 해당 필지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다수의 빈집이 발생하게 되면 마을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빈집

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지에 해서도 파악하였다. 우편물이나 폐기물이 적치되

어 있는지, 주변지역의 우범화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이밖에도 정비사

업 구역이 해제된 이후 자발적인 정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빈집과 주변 노후주택에 

한 철거·신축 또는 리모델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50 / 마을재생 위한 서울시 빈집의 실태와 관리방안

[그림 4-2] 빈집 실태 심층파악을 위한 조사 항목

◦ 계량기 미작동, 우편물 적치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으로 판별

1차 조사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빈집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예컨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구분이 어렵거나, 외관상으로 노후·불량하여 빈집으로 추정되지만 거주 흔적이 남

아있는 경우 등이 표적이다.28)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차 심층조사에서는 빈집으로 판별하기 위한 몇 가

지 기준을 설정하고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빈집으로 확정하였다. 

첫째, 빈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방범 등을 위한 파출소 관리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둘째,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철거한 경우, 셋째, 우편물이 수개월 

이상 적치·방치된 경우, 넷째, 출입이나 거주 흔적이 없고 외부에서 자물쇠로 잠겨

28)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날 재방문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가 추정’ 또는 ‘공실 추정’으로 별도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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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다섯째, 폐기물이 주택 내부 또는 입구에 상당수 적치된 경우 빈집으로 

분류하였다.

이밖에도 거주자 관리가 부재하고 벽체, 기둥, 담벼락 등 붕괴 위험이 있어 ‘재난위

험 공가시설’로 관리 중인 경우이거나, 지역 주민 인터뷰를 통해 장기간 사람이 거

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도 빈집으로 확정하였다.

[그림 4-3] 빈집의 판별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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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 밀집지역 조사 결과 : 사직2구역

(1) 구역 특성

◦ 사직2구역은 노후·불량한 한옥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준비 중

사직동 311-10번지 일 에 위치한 사직2구역은 단독주택 비율이 높고 특히 노후·

불량한 한옥이 밀집한 지역으로, 빈집 역시 부분 한옥에 해당한다. 해당 구역은 

역세권에서 벗어나 있는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구역은 3.4만㎡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한다.

당초 사직2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였으나 

2017년 3월 직권 해제되었으며, 해제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사직2구역 내 빈집은 72호, 집단적으로 발생

2018년 5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사직2구역 내 빈집은 72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마을 남쪽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4-4] 사직2구역의 빈집 분포 현황 : 공가, 폐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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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의 물리적 상태

◦ 전체 빈집의 80% 이상이 구조상태가 매우 열악한 한옥

총 72호의 빈집 중 구조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주택은 4건, 보통 수준인 주택은 

9건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59건은 구조상태가 열악하거나 매우 불량한 주택으

로 확인되었는데, 전체 빈집의 82%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림 4-5] 사직2구역 빈집의 물리적 현황 : 외벽, 지붕, 출입문 등

◦ 전체 빈집 중 65% 이상은 접도 불량

비어있는 주택 중 4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는 총 8건,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반면 2m 미만 도로에 접한 접도불량 필지는 총 47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29) 

계단에 접하고 있는 주택은 31건으로 조사되었다. 2m 미만 도로에 접한 주택 

부분은 계단이나 경사로에 접하고 있어, 구역 내 빈집의 접도 현황이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9) 맹지에 위치한 2건의 빈집을 포함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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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사직2구역 빈집의 접도 현황 : 계단, 경사지 등

◦ 폐기물 적치 및 빈집 집단발생에 따른 우범화 우려

사직2구역의 빈집 중 57건은 폐기물이 상당히 적치되어 있는 주택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다수의 주택이 집단적으로 비어있거나, 폐기물 적치로 인해 안전사고 

등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주택은 26개소에 달한다.

[그림 4-7] 사직2구역 빈집의 폐기물 적치 및 집단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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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직2구역의 주요 빈집 이슈

◦ 빈집 중 물리적 상태가 열악한 한옥 다수, 대부분 방치된 상태

사직2구역은 구조상태가 불량한 빈집이 전체 빈집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 폐기물이 적치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

되어 물리적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사직2구역 빈집의 물리적 상태 종합

◦ 빈집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상승, 매매거래 지속

사직2구역의 단위면적당 지가는 2000년 93.7만 원에서 2017년 281.8만 원까지 올

랐으며, 연평균 6.7%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2~2016년 매매는 74건으

로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6년에는 30건으로 가장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다.

◦ 구역 내 개별 신축과 리모델링 활발

사직2구역은 4m 미만 접도 비율이 36%, 과소필지가 전체의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리적 조건은 열악하지만 여타 해제지역에 비해 신축과 리모델링 

활동이 활발하다. 30년 이상 주택 비율은 3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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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밀집지역이라는 구역특성을 반영한 빈집 관리·활용방안 필요

사직2구역은 한옥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빈집 중에서도 물리적 상태가 

양호한 한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빈집에 해서는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분 조사항목 구역 특성

도시계획규제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안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준비 중

건축 가이드라인30) 미시행

사회경제적 특성
연평균 지가상승률 (2000~2017년) 6.7%

최근 5년간 매매거래 (2012~2016년) 74건

물리적 특성

구역 면적 3.4만㎡

구역 입지특성 비역세권/구릉지

30년 이상 주택 비율 33%

신축 현황 구역 내 신축과 리모델링 활발

문화적 특성 한옥 등 지역자산 한옥밀집지역으로, 빈집 대부분은 한옥

[표 4-2] 마을 재생 관점에서 바라본 사직2구역 특성과 빈집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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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집 밀집지역 조사 결과 : 옥인1구역

(1) 구역 특성

◦ 옥인1구역은 노후·불량한 한옥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중

옥인1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노후·불량한 한옥이 밀집되어 있다. 

구역 면적은 3.0만㎡, 역세권에서 벗어나 있는 구릉지로 25m 이상 주간선도로에 

접한다. 2007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

었으나, 2017년 직권 해제되었다. 해제 이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구역 내 빈집 수 30호, 구역 내 분산 분포

옥인1구역 내 빈집은 30호로, 구역 전체에 산발적으로 빈집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31) 

[그림 4-9] 옥인1구역의 빈집 분포 현황 : 공가, 폐가, 철거

30) 건축가이드라인은 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17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임(자치구별 건축가이드라인 실시현황 및 분석안 자료)

31) 1차 조사에서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후 2차 조사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리모델링 후 신규 
입주가 확인되어 빈집에서 제외한 주택은 8건임. 반면 2차 조사에서 비어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된 빈집은 6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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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의 물리적 상태

◦ 전체 빈집의 80% 이상이 노후·불량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

옥인1구역 내 빈집 30호 중 구조상태가 양호한 주택은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보통 

수준인 주택은 6건, 폐가 상태의 구조불량 주택은 24건으로 나타났다.

구조불량 주택의 부분은 지붕이나 외벽, 담장 등이 붕괴된 상태이다. 화재로 소

실된 채 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주택이거나, 붕괴 위험이 있어 접근이 불가

한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4-10] 옥인1구역 물리적 현황 : 외벽, 지붕, 출입문 등

◦ 폐기물 적치 및 우범화가 우려되는 빈집 다수

옥인1구역의 빈집은 다수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중 진입로에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폐기물이 심각하게 쌓여 있거나, 이미 폐가 

상태가 되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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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옥인1구역 빈집 현황 : 우범화 우려

◦ 전체 빈집 중 77%는 계단 또는 2m 미만 접도

옥인1구역의 빈집 중 단 한 채만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4m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빈집은 모두 접도상태가 열악했다. 2m 미만 골목길에 

접하고 있는 빈집이 23건(전체의 77%)에 달하며, 이 중 계단에 접한 경우도 6건으

로 나타났다.

[그림 4-12] 옥인1구역 접도 현황 : 도로 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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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인1구역의 주요 빈집 이슈

◦ 전체 빈집의 80% 이상이 붕괴 위험이 있거나 매우 열악한 실정

전반적으로 옥인1구역 내 빈집의 구조상태는 매우 불량한 편이며, 장기간 방치되

어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집 중 

77%가 접도불량 필지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빈집 정비 및 활용 시 기반시

설 정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3] 옥인1구역 빈집의 물리적 상태 종합

◦ 빈집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상승, 매매거래 지속

옥인1구역의 단위면적당 지가는 2000년 79.7만 원에서 2017년 283.6만 원까지 올

라, 연평균 7.8%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12~2016년간 구역 내 매매건

수는 37건으로, 빈집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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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신축 및 리모델링 활동 있으나, 전반적인 물리적 여건은 매우 열악

옥인1구역의 일부 빈집은 서울시가 매입하여 청년임 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

모델링을 완료한 상황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필지에서는 철거 

및 신축,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역의 물리적 여건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편이

다. 구역 내 4m 미만 접도 비율이 71%, 과소필지 비율은 69%에 달한다. 또한 

30년 이상 주택이 전체의 65%이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출입 흔적이 없는 빈

집이 구역 전체에 산발적으로 입지해 있다. 빈집 정비 시 기반시설에 한 확충,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마을 자산으로서 한옥과 국유재산 빈집에 대한 활용가능성 검토 필요

빈집 중 비교적 물리적 상태가 양호한 한옥은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

토해볼 수 있다. 또한 빈집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한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 

국유재산에 한 활용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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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구역 특성

도시계획규제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안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중

건축 가이드라인 미시행

사회경제적 특성
연평균 지가상승률 (2000~2017년) 7.8%

최근 5년간 매매거래 (2012~2016년) 37건

물리적 특성

구역 면적 3.40㎡

구역 입지특성 비역세권/구릉지

30년 이상 주택 비율 65%

신축 현황
일부 필지에서 신축·리모델링 진행

(서울시 매입 후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 포함)

문화적 특성 한옥 등 지역자산
대부분의 빈집이 노후·불량 한옥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소유의 빈집 1건

[표 4-3] 마을 재생 관점에서 바라본 옥인1구역 특성과 빈집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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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집 밀집지역 조사 결과 : 충신1구역

(1) 구역 특성

◦ 구역 내 접도조건 불량하며, 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집한 지역

충신1구역은 지하철역 반경 500m 내 입지하는 역세권 구릉지로, 제2종 일반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노후 저층주거지이다. 2005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합설립 단계까지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7년 직권 해제되었다. 자치구 차원의 

건축 가이드라인이나 별도의 안 정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구역의 물리적 여건은 열악한 편이다. 4m 미만 접도 비율이 65%로 높고, 맹지인 

필지도 14%에 달한다. 과소필지 비율이 89%로 매우 높으며, 30년 이상 주택도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 빈집은 구역 전체에 산발적으로 분포

충신1구역 내 빈집은 총 21호로, 구역 전체적으로 골목길을 따라 산발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그림 4-14] 충신1구역 내 빈집 분포 현황 : 공가, 폐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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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의 물리적 상태

◦ 빈집 중 구조상태가 열악한 비율 90%, 재난위험 공가시설 등 4건

충신1구역에 발생한 빈집은 구조상태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지붕이나 출입구 등이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심한 손상이 있는 주택이 

전체 빈집의 90% 이상에 달한다. 특히 빈집 중 4건은 안전사고에 비하여 ‘재난

위험 공가시설’ 등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빈집에 해서는 접근이나 출

입이 통제되고 있다.

[그림 4-15] 충신1구역 내 빈집의 물리적 현황

◦ 빈집 중 2m 미만 접도불량 비율 62%

4m 이상 도로에 접한 빈집은 1건으로, 부분 접도여건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특히 2m 미만 골목길에 접한 빈집은 13건으로 전체의 62%에 달하며, 상당수 

빈집은 경사지에 입지하고 있어 계단으로만 진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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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충신1구역 내 접도불량 빈집

◦ 폐기물 적치 등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에 악영향

구역 내 일부 지역에서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빈집이 연접하여 발생해 우범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비어있는 주택 내부를 확인한 결과, 부분 관리가 부재하여 상당수의 폐기

물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악취 또는 병충

해 등 지역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32) 행정적 조치 또는 관리 등의 

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17] 충신1구역 내 빈집 방치

32) 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지난 30여 년간 비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심각한 악취 및 해충 등으로 인근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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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신1구역의 주요 빈집 이슈

◦ 빈집의 물리적 상태가 매우 열악하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응 필요

현장조사 결과 충신1구역의 빈집은 구조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전체 빈집의 90% 

이상은 지붕이나 출입구 등이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붕괴가 우려된다. 일부 ‘재난위

험 공가시설’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우범

화 우려가 있거나, 지역 주거환경에 악취 또는 병충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적극적인 정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4-18] 충신1구역 빈집의 물리적 상태 종합

◦ 빈집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거래 유지

충신1구역의 단위면적당 지가는 2000년 76만 원에서 2017년 228만 원까지 연평균 

6.7%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6년간 매매는 총 85건으로 거래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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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내 리모델링 활발, 골목길 벽화 조성 등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

노후 저층주거지인 충신1구역은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

부 골목길을 따라 벽화를 조성하거나, 계단과 난간 등을 정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후 주택 및 건물에 한 자발적인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조사 당시 5개 

이상의 필지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이미 리모델링을 완료한 사무

실, 카페, 주택 등도 다수 확인되었다.

[그림 4-19] 충신1구역 내 주거환경정비 및 리모델링 현황

◦ 공공에서 매입 후 리모델링, 앵커시설로 활용

충신1구역은 민간뿐 아니라 공공에 의한 빈집 리모델링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차 현장조사 당시 비어있었던 주택 중 5건은 서울시

(SH공사)에서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 이후에는 연극인 두

레주택 등 지역 앵커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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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구역 특성

도시계획규제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안 정비 없음

건축 가이드라인 미시행

사회경제적 특성
연평균 지가상승률 (2000~2017년) 6.7%

최근 5년간 매매거래 (2012~2016년) 85건

물리적 특성

구역 면적 3.0만㎡

구역 입지특성 역세권 반경 500m 내 입지, 구릉지

30년 이상 주택 비율 62%

신축 현황 구역 내 신축·리모델링 활발

문화적 특성 한옥 등 지역자산
서울시(SH공사)기 빈집 매입 후 연극인 

두레주택 등 앵커시설로 리모델링 추진 중

[표 4-4] 마을 재생 관점에서 바라본 충신1구역 특성과 빈집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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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빈집 밀집지역 조사 결과 : 성북4구역

(1) 구역 특성

◦ 성북4구역은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에 위치, 희망지사업 추진 중

성북4구역은 성북동 29-51번지 일 에 위치한 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한다. 비역세권으로 주변에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자원

이 풍부한 지역 특성을 갖는다. 해당 지역을 둘러싸고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33) 

성북4구역은 당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4년 추진위 구성을 취소하

고 2015년 1월 구역 해제하였다. 2017년 이후에는 희망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빈집 수 39호, 구역 내 경사지에 집중 분포

성북4구역 내 빈집은 총 39건이다. 빈집 중 27건(69%)은 구역 서측 경사지에 밀집

되어 있으며, 나머지 12건은 구역 내 분산되어 있다. 철거가 진행 중인 필지도 일부 

확인되었다. 해당 구역은 경사지가 많고 4m 미만 접도비율은 72%로 매우 높은 

편이며, 맹지 비율도 28%로 높아 접도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2013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되었음



70 / 마을재생 위한 서울시 빈집의 실태와 관리방안

[그림 4-20] 성북4구역 내 빈집 분포 현황 : 공가, 폐가, 철거

(2) 빈집의 물리적 상태

◦ 빈집 중 도시가스 미공급 및 무허가건축물 포함, 모든 빈집이 접도불량 상태

현장 조사 결과, 구역 내 빈집의 물리적 상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

집의 70% 이상이 구조 상태가 불량하여 외벽, 지붕 등이 허물어져 있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폐가 수준의 주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34)

구역의 기반시설 여건도 매우 열악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블록에서 빈집

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35) 또한 모든 빈집이 2m 미만 도로에 접하고 있거나 맹지

에 해당하여, 접도조건이 매우 불량한 실정이다. 기반시설 부족은 빈집이 집단화 

또는 확산되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근 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접도불량 필지의 주택

은 거래나 개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빈집이 10건 내외로, 내부를 확인한 빈집의 대부분은 구조가 매우 불량한 상태임

35) 실제 조사과정에서 연탄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던 빈집이 다수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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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성북4구역 내 기반시설 현황 : 협소도로, 도시가스 미공급 등

◦ 경사지에 빈집 다수 발생, 주택과 옹벽 붕괴 우려

성북4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어, 협소한 계단에 접해있거나 경사가 심한 필지에

서 빈집이 다수 발생하였다. 일부 경사지의 빈집은 담장이나 옹벽에서 심각한 균열

이 확인되는 등 구조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안전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성북4구역 경사지의 주택과 옹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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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북4구역의 주요 빈집 이슈

◦ 빈집의 물리적 상태와 기반시설 현황 매우 열악

성북4구역의 빈집은 모두 2m 미만 협소도로에 접하는 등 접도여건이 불량하며, 

구조상태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폐기

물 적치와 우범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23] 성북4구역 빈집의 물리적 상태 종합

◦ 단일 필지 내 폐가 상태의 빈집 밀집, 집단 정비 필요

빈집은 특히 구역의 서측 경사지에 가파른 계단을 따라 밀집해있다. 총 27건의 빈

집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구역 내 빈집의 6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해당 필지의 빈집은 구조 상태가 특히 더 열악하여 외벽, 지붕 등이 붕괴되어 있으

며, 내·외부 구조물이 헐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빈집에 관리번

호를 부착하고 출입을 막아둔 것과 달리, 해당 빈집들은 별다른 잠금장치가 없고 

출입이 가능하여 방범 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철거와 집단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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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성북4구역 단일 필지 내 폐가 집단 발생 현황

◦ 구역 내 노후주택에 대한 신축과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진행

빈집의 상태는 매우 열악하지만, 주변에서는 신축과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현재 철거 중인 필지도 2건 이상 확인하였다. 리모델링 후 빈집은 다시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게스트하우스 또는 작업실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4-25] 성북4구역 내 신축 및 리모델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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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구역 특성

도시계획규제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대안 정비 희망지사업 추진 중

건축 가이드라인 시행

사회경제적 특성
연평균 지가상승률 (2000~2017년) 6.5%

최근 5년간 매매거래 (2012~2016년) 221건

물리적 특성

구역 면적 2.2만㎡

구역 입지특성 비역세권, 구릉지

30년 이상 주택 비율 71%

신축 현황 구역 내 신축 또는 리모델링 매우 활발

문화적 특성 한옥 등 지역자산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인접,

주변의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자원 풍부

[표 4-5] 마을 재생 관점에서 바라본 성북4구역 특성과 빈집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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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빈집 밀집지역 조사 결과 : 도봉3구역

(1) 구역 특성

◦ 도봉3구역은 재개발사업 구역해제 후 희망지사업 추진 중

도봉동 625 일 의 도봉3구역은 1.8만㎡ 규모로, 지하철역 반경 250m 내 위치해 

있다. 앞서 살펴본 구역들과 달리 계단이나 경사로가 없는 평지에 해당한다. 도봉3

구역은 2007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6년 시행인가단계에서 해제되었

다.36) 도봉구에서는 건축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희망지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37)

◦ 빈집 수 24호, 구역 내 일부 접도불량지역에 집중

도봉3구역의 빈집은 24호로, 구역 내 접도가 열악하고 협소한 필지를 중심으로 빈

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특징을 보인다.38)

[그림 4-26] 도봉3구역 내 빈집 분포 현황 : 공가, 폐가, 철거

36) 2014년 4월 조합 취소, 2016년 2월 구역 해제되었음

37) 희망지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며, 해제지역별 최대 3,500만 원의 사업비와 인력이 
지원됨 (“서울시, 뉴타운 등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20곳 선정”, 2017.10.24., 서울시 보도자료)

38) 1차 조사와 비교하여 새롭게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은 1건이 있었으며, 비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도 2건이 발생하였음. 사직, 
옥인 등 도심부에 위치한 해제지역과 달리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활발하지 않고,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도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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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의 물리적 상태

◦ 전체 빈집의 50% 이상이 매우 열악한 구조로 방치된 상태

도봉3구역의 빈집 중 창호와 차양 등에 미세한 손상이 있는 빈집은 11건으로 확인

되었다. 외벽, 지붕, 담장 등에 심한 손상, 붕괴의 위험이 있는 빈집은 13건으로, 

구조상태가 불량한 비율은 전체의 과반을 차지한다.

장기간 방치되어 량의 폐기물이 쌓여있는 빈집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

집들이 1.5m 내외의 협소한 보도 양측에 연속해 있어, 해당 블록의 주거환경이 

특히 열악하고 우범화 우려가 있다.

[그림 4-27] 도봉3구역 빈집의 물리적 현황 : 외벽, 지붕, 출입문 등

◦ 일부 비교적 양호한 구조상태의 빈집 확인

구역 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빈집 중 약 10건은 구조상태가 상

적으로 양호했다. [그림 4-28]에서 보듯이, 폐기물이 일부 적치되어 있고 담장과 

지붕에 미세한 손상은 있지만, 벽과 기둥 등 골조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이다.

다만, 폭원 1m~1.5m 정도의 골목길에 접하고 있어 접도조건은 불량한 편이므로, 

향후 빈집 정비 시 기반시설에 한 정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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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도봉3구역 내 양호한 구조상태의 빈집 예시

◦ 빈집 중 90% 이상은 2m 미만 협소도로에 접한 접도불량 필지에 해당

도봉3구역의 가장 큰 특징은 구역 내 2m 미만 도로가 난 블록을 중심으로 빈집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봉3구역의 빈집 24건 중 22건, 90% 이상이 해당 블록

에 위치해있다. 일부 주택과 진입로에는 성인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지나가기 어려

울 정도로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림 4-29] 도봉3구역 접도 현황 : 2m 미만 협소도로 및 폐기물 적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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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봉3구역의 주요 빈집 이슈

◦ 빈집의 주택상태 불량 비율이 54%이며, 접도불량비율은 92%로 매우 높은 편

도봉3구역은 구조상태가 불량한 빈집이 전체 빈집의 과반을 차지한다. 2m 미만 

도로에 접한 비율이 전체의 92%로, 빈집이 접도 불량 블록에 집단적으로 발생하

고 있어 우범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림 4-30] 도봉3구역 빈집의 물리적 상태 종합

◦ 현재 매매거래나 리모델링 활동 미미하나, 희망지사업 추진 중

최근 5년간 도봉3구역 내 매매거래는 1건으로, 정비사업 추진 및 해제 과정에서 

손바뀜이 많지 않았으며, 구역 내 리모델링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희망지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을 재생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안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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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내 공터(벽화마당) 연계 활용 검토

도봉3구역 북쪽에는 빈집 3채와 맞닿아 있는 마을 공터가 있다. 공터에는 현재 

벽화와 화단이 조성되어 있으나, 특정한 용도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향후 마

을 공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집 정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분 조사항목 구역 특성

도시계획규제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안 정비 희망지사업 추진 중

건축 가이드라인 시행

사회경제적 특성
연평균 지가상승률 (2000~2017년) 6.0%

최근 5년간 매매거래 (2012~2016년) 1건

물리적 특성

구역 면적 1.8만㎡

구역 입지특성 역세권 반경 250m 이내 위치, 평지

30년 이상 주택 비율 71%

신축 현황 구역 내 신축 또는 리모델링 미미

문화적 특성 한옥 등 지역자산 마을 내 공터를 벽화골목으로 조성

[표 4-6] 마을 재생 관점에서 바라본 도봉3구역 특성과 빈집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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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빈집 밀집지역 이슈와 대응과제

1) 대다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정비·관리 필요

◦ 빈집 밀집지역의 빈집은 구역별 평균 38건, 빈집의 76%는 구조상태 매우 불량

서울시 내 해제지역 중 빈집 밀집지역 5개소를 심층 조사한 결과, 총 빈집 수는 

188건, 구역별 평균 38건으로 나타났다.

구역별 편차는 있지만 체적으로 빈집의 물리적 여건은 매우 열악했다. 빈집 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구조상태가 불량한 주택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2m 

미만 협소도로에 접한 필지도 전체의 79%에 달한다. 또한 70% 이상의 빈집은 장

기간 방치되어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거

나 집단 발생에 따른 우범화가 우려되고 있다.

◦ 장기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빈집정비계획 필요

조사 결과를 토 로, 향후 빈집 밀집지역의 특성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빈집의 철거 또는 리모델링 등 정비방향을 구체화하

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사직2 옥인1 충신1 성북4 도봉3
5개 구역
평균(합계)

빈집 수(호) 72 30 21 41 24
38

(188)

구조상태
불량비율(%)

81.9 80 90.5 73.2 54.2 76.0 

2m 미만
접도불량비율(%)

65.3 76.7 61.9 100 91.7 79.1 

진입부
계단 비율(%)

43.1 20 52.3 34.1 0 29.9 

폐기물 적치
비율(%)

79.2 73.3 76.2 70.7 66.7 73.2 

우범 우려 빈집
비율(%)

36.1 36.7 57.1 78 66.7 54.9 

[표 4-7] 서울시 빈집 밀집지역 현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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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적인 빈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구역 특성에 따라 빈집의 자발적인 신축과 리모델링 발생

사직동, 성북동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발적인 빈집의 철거, 신축 또는 리모

델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두 차례의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빈집의 

신규 발생과 함께 신축과 리모델링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신1구

역은 자발적인 신축과 리모델링도 활발할 뿐 아니라 서울시(SH공사)에서도 매입 

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 매입 후 앵커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 일시적인 빈집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정기적으로 빈집 기초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빈집 발생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구축을 통해 일시적인 빈집과 장기 방치되는 빈집의 발생 원인과 물리

적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공공에서 활용가능한 빈집에 대한 검토 및 활용방안 마련

◦ 활용가능한 빈집에 대한 검토 필요

최소 2차례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 물리적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활용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는 빈집은 전체의 20% 정도이다. 구역 내 입지나 주변지역 활용 현황, 

주택의 물리적 상태 등에 따라 빈집의 활용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상태가 매우 불량한 빈집에 해서는 철거 후 지(공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마을의 활력 제고를 위한 용도 또는 마을 내 필요시설 공급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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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빈집 밀집지역의 주요 이슈별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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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마을재생 관점에서 빈집 밀집지역 정비방안 예시:

성북4구역

1_빈집 밀집지역의 현황과 여건 검토

1) 성북4구역 내 빈집 시범정비를 위한 TF 구성

마을 재생 관점에서 빈집 밀집지역 정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성북4구역을 시범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성북4구역은 여러 가지 유형의 빈집이 밀집해있

어, 입지와 물리적·사회적 특성에 따라 유형별 응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성북4구역 재생을 위한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빈집 정

비를 통한 활용 다각화와 체계적인 정비·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 성북구청과 빈집 문제 심각성 논의, 시범 정비를 위한 TF 추진

2018년 5~6월 진행된 성북4구역 현장조사와 성북구 도시재생팀과의 인터뷰 결과

를 토 로 ‘성북4구역 빈집 시범 정비를 위한 TF’를 구상하였다. TF팀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성북구 도시재생팀, SH공사 재생총괄팀 등 실무진과 건축가, 개

발시행자, 연구진 등으로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공

유하고 빈집 밀집지역에 한 정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림 5-1] 성북4구역 빈집 정비를 위한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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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4구역 내 빈집 현황 파악과 빈집 정비 및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성북4구역 내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빈집 정비의 큰 틀과 방향에 해 논의했다.

이후 7월에 진행된 2차, 3차 간담회를 통해 빈집이 밀집 발생한 우선정비지역에 

한 계획안과 개별 빈집에 한 정비방향을 검토하고 마을 기업을 활용한 운영가

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 4차 간담회에서는 마을 재생 관점에서 빈집정비계획안

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2) 성북4구역 개요

◦ 2015년 재개발구역 해제 후 희망지 사업 추진 중

성북4구역은 제1종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해당 지역을 둘러싸고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

어 있다.39)

성북4구역은 당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4년 추진위 구성을 취소하

고 2015년 1월 구역 해제하였다. 2017년 이후에는 재생에 한 공감 를 형성하

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39) 2013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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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성북4구역 개요

◦ 용도지역지구 지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 대상 지역

성북4구역은 구역 전체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3층 이하, 건폐율 30% 

이하 건축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구역 북쪽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100% 이하 규제 상지에 해당하며, 마을 남쪽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그림 5-3] 성북4구역 용도지역지구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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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지 내 빈집, 무허가 빈집 다수

성북4구역은 국·공유지 내 빈집, 무허가 빈집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다,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개별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비방향을 설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황과 공부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정비방

향 설정을 위해서는 사전조사 이외에도 면밀한 현장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4] 성북4구역 건축물허가 및 토지소유 현황

◦ 성북4구역 내 빈집 유형별 대응방향 마련할 필요

빈집의 분포 양상, 토지 소유 현황, 건물 허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 정비방향을 

정리해보면 [그림 5-5]와 같다. 빈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블록은 기반시설이 열악

하고, 주택 구조가 불량하거나 폐가 상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집단적으로 정비하고, 공공에서는 건폐율 및 주차장 

확보 등에 한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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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구역 내 분산되어 있고,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응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 사유지 내 구조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빈집이라면 리모델링활성

화구역 등과 연계하여 개별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조

상태가 불량하다면 건축 협정을 통한 블록단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공유지 내 빈집인 경우 공공사업을 통해 개축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임 주택 

또는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 앵커시설 공급을 검토할 수 있다. 만약 철거 후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지역 내 필요한 주차장이나 공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5-5] 빈집 유형별 대응방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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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성북4구역 정비의 기본방향(안)

◦ 중점정비구역과 우선정비지역의 지정

성북4구역은 마을 재생 관점에서 빈집의 활용 및 정비가 시급한 ‘중점정비구역’으

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빈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블록은 ‘우선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5-6] 성북4구역(중점정비구역) 내 우선정비지역 지정

◦ 차량 진입이 어려운 협소도로, 과소필지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정비 필요

성북4구역은 4m 미만 도로 비율이 72%이고, 과소필지 비율은 39%로 기반시설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마을 재생을 위해서는 점(點)적이 아닌 면(面)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빈집을 마을의 앵커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일 필지(사유지) 내 무허가 빈집이 밀집해 있는 ‘우선정비지역’에 해서는 철거 

후 집단 정비를 추진하고, 현재 차량 진입이 불가한 접도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진

입도로를 신규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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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의 상태와 여건을 검토하여 특성별 정비방향 구체화

성북4구역 안에서도 입지가 양호한 필지에서는 신축과 리모델링이 활발한 편이다.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쉐어하우스, 작업실,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

도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 정비 예정인 빈집에 해서도 임 주택 등 지역 수요를 

검토하여 이에 부합하는 앵커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마을 북쪽으로는 빈집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있는데, 성북구에서는 해당 골목

을 따라 4m 소방도로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40) 도로 확충 계획을 반영하여 빈집

의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토지소유 현황 및 건축물 

허가 여부에 따라 임 주택 또는 주차장 공급, 쌈지공원 조성 등 구체적인 정비·활

용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5-7] 빈집의 상태와 여건에 따른 정비방향 설정

40) 성북구 내부자료(2018.6. 기준)를 참고로 하였으며, 현재 해당 도로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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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빈집 밀집지역의 정비·활용계획(안)

1) 중점 정비구역 내 주거환경 정비 및 빈집 활용방안

◦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개축 후 청년주택 등 마을 앵커시설로 활용

무허가 빈집은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기준’41)에 따라 기존 건축 면적 범위 

내에서만 개축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에 한 개축 

사업계획(안)을 예로 들면 [그림 5-8]과 같다.42)

계획(안)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는 상지 특성을 감안

하여, 건폐율을 50%까지 완화 적용받을 경우를 예로 들어 작성하였다. 정비 후 

1~2층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등 마을 내 

앵커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5-8] 성북4구역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 개축 계획(안) 예시
자료 : 우석건축사사무소 계획(안); 성북4구역 빈집 시범정비를 위한 TF 회의 자료 재구성

41)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2011) 제7조(기존무허가건물 개·보수) 및 기존무허가건물 행위완화신고 사무처리지침
(2001) 등에 따름

42) 성북구의 소방도로 확충 계획을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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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 빈집은 자율주택정비(건축협정)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빈집이 일반 사유지에 입지한 경우 [그림 5-9]와 같이 건축협정을 활용해 자율주택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43) 해당 사례는 빈집 철거 후 용적률 120%, 지하1층~지상

2층 규모로 개발할 경우를 예로 들어 계획(안)을 작성한 것이다. 정비 후 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한다면 마을 수요에 적절히 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9] 성북4구역 내 빈집 자율주택정비 계획(안) 예시
자료 : 우석건축사사무소 계획(안); 성북4구역 빈집 시범정비를 위한 TF 회의 자료 재구성

43) 소방도로 확충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앞서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는 필지 
특성을 감안하여 건폐율 60% 완화 적용 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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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지 내 빈집 철거 부지에 주민필요시설 조성

국·공유지 내 빈집을 철거하고 부지를 활용할 경우 특정 용도로 한정하는 것이 아

니라, 지역별 주민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사로 

또는 계단에 접해 차량 통행이 어려운 필지는 빈집 철거 후 쌈지공원이나 텃밭으로 

조성할 수 있다.

한편 성북4구역을 포함한 부분의 저층주거지는 마을 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공유지에 위치한 빈집 중 일부에 해서는 마을 내 입지를 고려하여 

빈집 철거부지를 마을 주차장으로 정비·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입지는 적절하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면, 인접 사유지(공터) 등과 연계 정비하여 진입도로를 확

보하고 주차장으로 정비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 

[그림 5-10] 빈집 철거부지 중 국·공유지 활용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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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정비지역

◦ 빈집이 밀집해있는 블록은 우선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 추진

집단 발생한 다수의 폐가는 철거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정비하고, 이때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안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계획 시 빈집이 밀집해있는 경사지형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

하여 검토한 우선정비지역 빈집정비계획(안)은 [그림 5-11]과 같다.

필지를 통과하는 차량진입로를 신설하고,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진입로 양쪽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빈집 정비 후 청년층이 거주하는 공유주택이나 

사회적기업 등의 사무실로 활용한다면 마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림 5-11] 우선정비지역 일대 정비계획(안) : 배치도
자료 : 우석건축사사무소 계획(안); 성북4구역 빈집 시범정비를 위한 TF 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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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기업을 활용한 운영타당성 검토 예시

◦ 장기 임대수익 기반의 운영타당성 검토 필요

기존의 사업비 보조 방식은 투입할 수 있는 공공재정이 한정적이며, 지원이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마을 재생 관점에서 빈집정비계획 수

립 시 재생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익형 마을재생기업(NRC)’이 정비에 참여

하고 장기 임 하는 방식의 운영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면적 100평 규모의 주택을 신축한 후 15평 규모 7세 의 주택을 분양할 경우를 

예로 들어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재생기업은 정비 및 운영에 참여하면

서 총 건축공사비와 공실 부담 리스크, 금융비용, 운영관리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다. 이때 건축비는 서울시 보증을 통해 100% 저리로 융자 받거나, 사회적기업 융

자를 통해 80%까지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건축비 약 5억 원, 연간 임 수익 약 8,400만 원의 조건을 가정하고, 임 수익을 

건축주 20%, 토지소유자 40%, 사회적기업 40%씩 배분한다면 건축비 회수에 필

요한 기간은 약 5년, 사업수지 균형기간은 약 2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사업비 보조 방식과 달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 주택을 운영할 경우 사

회적기업과 토지소유자, 건축주는 장기간 수익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마을 

정비·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림 5-12] 마을기업을 활용한 운영타당성 검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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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ㅣ 서울의 빈집 관리와 활용방안 

1_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정비·활용방안을 고려한 빈집 실태조사 보완

◦ 빈집 실태조사의 간소화,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 필요

LX공사에서 빈집 실태조사에 활용한 조사서는 현장조사서(4쪽), 등급산정조사서

(4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44) 구조상태, 위해성 정도, 내부 시설의 노후불량 

등 방 한 범위에 해 점수를 매겨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등 구조 상태, 붕괴·화재위험, 위생 문제, 통행문제, 경관문제 

등의 위해성 정도, 난방, 급수 및 전력설비, 오·배수설비의 노후불량 정도 등에 

한 세부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 면담을 실시하여 발생원인, 

향후 조치에 한 의견 등을 조사한다.

등급산정 조사서는 물리적 상태를 점수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모든 항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자별로 ‘심각한’, ‘미세한’, 

‘양호한’ 등의 평가기준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빈집 소유자와 

면담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빈집 실태조사와 향후 활용방향 연계 필요

현재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상의 조사 양식은 평가항목이 매우 방 한 데 

비해 향후 정비·활용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조사내용은 제한적이다. 평가항목과 

기준은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경량화·간소화하되, 장기적으로

는 건축구조 또는 설계분야 전문가가 동행하여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44)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35조 및 [별지] 참고;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별지] 양식은 ① 사전조사서, ② 현장조사서, 
③ 등급산정조사서, ④ 실태조사결과보고서, ⑤ 확인점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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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 밀집지역의 특성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구체화

◦ 현재 빈집 특례법 및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빈집정비사업 추진 중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에서는 시군구 단위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할 내용적 범위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빈집정비계획은 개요, 현황분석, 계획의 기본구상, 빈집정비사

업의 시행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45) 또한 지역에 따라 빈

집정비의 시급성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지역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고려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정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중점정비구역, 우선정비지역 등을 지정할 필요

빈집이 밀집되어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향후 자치구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되, 빈집이 발생하는 양상과 정비

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중점정비구역’과 ‘우선정비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그림 

6-1] 참고)

[그림 6-1] 빈집정비계획 내 중점정비구역과 우선정비지역 지정 예시

45)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35조 및 [별표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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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현황에 한 기초자료를 토 로 노후불량 빈집이 밀집해있는 정비사업 해제

지역은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빈집을 정비하는 빈집 소유자 또

는 사업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 오사카시 ‘재건축 서포팅 21’

오사카시는 노후 건물과 협소도로의 밀집,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부족 등에 대응하고자 ‘재건축

서포팅 21’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사카시 JR 오사카 순환선 외부에 재해가능성이 높은 지역

(3,800ha)을 ‘방재성 향상 중점지구(防災性向上重点地区)’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내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과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선지구(優先地区)’46)(1,300ha)와 우선지구 내 정

비가 시급한 ‘중점정비지역(重点整備エリア)’ 10개소(410ha)에 대한 지원은 확대 적용한다.

‘재건축서포팅 21’ 제도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리모델링 및 재건축 무료 상담, 건축비용 보조, 

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선지구 및 중점정비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협소한 도로변 노후주택 처분 촉진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2] 오사카시 ‘재건축 서포팅 21’ 대상지와 우선지구, 중점정비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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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추진 사업과 연계한 빈집정비사업 지원방안 검토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지원

빈집이 발생하는 저층주거지는 부분 접도조건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기 때

문에 개별 신축에 의해 주택을 정비·개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47) 따라서 저층주

거지의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여, 기존 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빈집 정비와 연계할 수 있는 기추진 사업은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이 

표적이며, 집수리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 활성화사업과 연계할 경우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으며, 증축 시 건축규제 완화 또는 수선 이하의 건축행위에 해

서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저층주거지에 적용 가능한 한옥 개보수에 따른 사업비 융자와 보조금 

지원, 그린파킹 지원, 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등에 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옥 빈집의 정비를 위해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과 연계 필요

종로구, 성북구 등의 한옥 빈집이 밀집한 중점정비구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건축자산 진흥

구역 내에서는 빈집의 수선과 정비를 지원하여 신축보다는 수선과 리모델링을 유

도하고, 도로 등 노후불량한 기반시설 정비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다.

46) ‘특히 우선적인 대처가 필요한 밀집주택시가지(特に優先的な取リ組みが必要な密集住宅市街地, 優先地区)’

47) 실제 현장조사 결과, 5개 빈집 밀집지역의 4m 이상 도로 접도율은 평균 46%에 불과하며, 빈집의 약 80%는 2m 미만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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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주체별 역할

◦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방향 설정 필요

빈집에 한 관리와 활용,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립 초기 단계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SH

공사, 서울연구원 등 유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빈집 정비와 활용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자치구가 효율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다.

◦ 자치구는 조사전문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LX공사나 SH공사, 한국감정원 등 지정된 조사전문기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 결과를 자치구에 제공해야 한다. 자치구는 조사 결과

를 활용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되, 건축가 또는 개발자의 참여로 마을 내 주민 

수요, 운영·관리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건축계획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빈집정비사업과 운영에는 SH공사,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 필요

실제 빈집정비사업은 SH공사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SH공사는 빈집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운영·모

니터링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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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체별 역할

[참고] 런던의 빈집 관리·활용 정책 : 자치구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

런던에서는 London Housing Strategy(2011)를 통해 중앙정부와 상호 협력하여 빈집을 관리하

고 주거재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발표하였다.

런던에서는 뉴 홈 보너스나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운영되는 빈집 

관리 프로그램은 대부분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필요한 제도를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가 빈집 발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런던정부의 개입은 거의 없는 편이며, 

자치구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런던시 정부는 빈집 관리를 위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천만 파운드(약 894억 원)의 예산

을 지원하였다. 이 펀딩은 여러 자치구 및 자치구 연합(Partnerships)에 전달하여 자치구별로 

효율적인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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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마을재생 수요 측면에서 빈집의 활용방안

1) 빈집의 물리적 상태를 고려한 마을 필요시설 공급

◦ 빈집의 구조상태에 따라 집수리, 리모델링, 철거 등 방향 설정

빈집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빈집의 물리적 상태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구조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기본 골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

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붕괴 위험이 있거나 구조상태가 매우 열악한 경우에는 

철거 후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마을재생 관점에서 수요 맞춤형 활용방안 검토

마을 재생 관점에서 빈집은 부담가능 주택 공급, 주민 필요시설 공급, 마을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정비·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빈집을 정비하여 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담가능 주택을 공급할 필요

가 있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빈집은 개별 소유자 또는 사회적기업이 집수리사업 

후 임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철거 상은 아니지만 구조상태가 불량한 빈집

은 공공이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공공임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주택이나 공터를 활용해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마을의 고령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공급하거나, 청년 창업공간 등을 만들어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구조상태가 매우 불량

하여 철거한다면 마을 텃밭, 쌈지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마을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앵커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등 관광·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수 있다. 특정 블록

에 폐가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안전사고나 우범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 후 

소단위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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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마을재생 수요와 빈집의 물리적 상태를 고려한 활용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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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토시 사례 : 빈집을 마을만들기 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리노베이션 비용 보조

교토시에서는 이용되지 않는 빈집을 마을만들기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는 경우, ‘특정 

목적 활용 지원 보조금’을 통해 리노베이션 비용과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육아세대의 교류 거점, 교토시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의 거주지, 젊은 

예술가의 거주지 또는 작업실, 대학생 거주지, 게스트하우스, 소매음식점업,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의 거주 등 지역연계형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빈집 활용 x 마을만들기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리노베이션 비용을 보조하기도 

한다. 빈집을 개인 자산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만들기 자원으로 새롭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100년 된 두 채의 빈집을 복합상업시설 ‘이토노와(itonowa)’로 조성한 사례

가 대표적이다.

[그림 6-5] 이토노와 프로젝트 : 비어있는 2개의 쿄마치야를 정비하여 시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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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기업의 운영·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구조 마련

◦ 마을재생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익형 마을재생기업(NRC)’의 참여

기존의 사업비 보조 방식은 투입할 수 있는 공공재정이 한정적이며, 지원이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마을 재생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는 [그림 6-6]과 같이 사회적기업이 정비사업 전반에 참여하는 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리모델링 후 장기 임대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구조 마련

빈집 수리 및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적기업이 참여하여 빈집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 빈집 소유자는 사회적기업에 토지를 10년 이상 장기간 임 하고, 

사회적기업은 소유자에게 매달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은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확보하고,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한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또는 융자 지원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고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을 정비하고 난 후, 사회적기업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간 임차하여 사회초년생, 학생 등을 위한 임 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성을 높이고, 장기간 임  및 사업비 회수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구조는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빈집 소유자는 토지 및 주택에 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토지 임 에 따른 고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임  종료 시점에 정비된 주택에 한 사용권까지 넘겨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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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의 주거환경정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빈집 밀집지역은 다수의 빈집이 집단적, 또는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거환경

이 악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마을 단위에서 순차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빈집으로 인해 우려되는 안전사고나 우범

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주민 부분이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청년층이 주축이 되는 사회적기업

의 활동은 마을에 활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 신규 임 주택 공급에 따른 청년층 

유입, 지속적인 빈집 정비·관리를 위한 마을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

된다.

[그림 6-6] 수익형 마을재생기업(NRC)을 활용한 빈집정비사업 구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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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빈집 관리·모니터링체계 구축

1) 정기적인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적 대응 필요

◦ 정기적인 빈집 실태조사 실시

현재 서울시에서는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규 빈집이 발생하거나 리

모델링 등으로 빈집이 없어지는 등의 변화가 잦아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

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불과 6개월 사이 옥인 1구역에서는 빈집이

었지만 거주 또는 리모델링한 주택이 8건, 빈집으로 추가 확인된 주택은 6건으로 

나타났다.

향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자치구별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조사

를 통해 신규 빈집의 발생 시점, 발생 사유, 물리적 여건 등에 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 등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빈집 발생에 사전적 대응 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빈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후 단독·다세

주택을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기 이전에 응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에서는 정비사업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등을 지정하

거나, 안사업 등을 추진하여 빈집의 집단적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빈집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등 기초자료 구축

◦ 현행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해 빈집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움

지금까지는 빈집에 한 기초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빈집 문제의 심각성이나 개

선방향을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에서는 주택총조사를 통해 빈집 자

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자치구 또는 행정동별 빈집 현황 정도만 파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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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사용량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건물(호) 단위 빈집 추정에 한계

전기·상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 역시 빈집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정도로만 활용

할 수 있다. [그림 6-7]과 같이 상수도 사용량을 활용해 빈집을 추정하더라도 지적 

불부합, 한 필지 내 여러 건물이 입지하는 등의 문제로 추정 결과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6-7] 상수도 사용량을 활용한 빈집 추정과 현황조사 결과 비교 : 사직2구역(좌)과 성북4구역(우) 예시

국토교통부(2017)에서도 PNU 단위로 매칭한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 자료가 건축

물이 아닌 필지 단위의 측정값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한 

필지에 에너지 미사용 주택이 발생하더라도 호 단위로 특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빈집 판정 이후에도 추적 관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2017)가 해당 자

료를 통해 추정한 빈집은 현장 검증에 따른 빈집의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48) 

서울시 해제지역을 상으로 검토한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48)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2017) 135~138쪽, 240~241쪽을 재정리한 것임. 이 보고서에서는 PNU 매칭 방식의 자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체계 자료로 전환하여 빈집 ID를 부여하고 호 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현 
시점에서는 건물번호가 누락된 경우가 많아 공가랑 시스템에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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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물리적·사회경제적 상태 등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공개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자료만을 활용할 경우 빈집 판별에 한계가 있고, 활용

방안에 해 면밀히 검토하기 어렵다.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빈집을 조사·확인

하고, 관련된 공부자료를 연계(join)할 필요가 있다. 

빈집 관리·활용을 위해서는 빈집의 입지특성, 경과연수, 주택유형, 발생 사유 등에 

해 종합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자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빈집 활용도를 높

이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업무 담당자, 빈집 소유자, 사업자·개발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6-8] 관리카드 작성 예시 : 구역(좌) 및 개별 주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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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서울형 빈집뱅크 운영

1) 빈집 관련 정보제공 및 거래 활성화 유도

◦ 빈집 관련 기초자료를 구축·공개하여 정보 접근성 제고

지금까지는 빈집을 활용하고 싶은 수요자가 있다 할지라도 빈집에 한 정보 접근

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현장을 방문해야만 빈집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의 활용 또는 임  의사를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칭)서울형 빈집뱅크’를 

운영하여 빈집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시스템화하여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 마을 부동산 중개업자를 활용해 소유자와 수요자 연계하는 방식

[그림 6-9]는 ‘서울형 빈집뱅크’의 운영(안)이다. 빈집 소유주는 빈집뱅크에 빈집 

활용을 위한 진단과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뱅크는 빈집 소유주에게 빈집 

활용을 위한 맞춤형 정비․운영방안을 제시한다. 빈집을 구매·임차하고자 하는 수요

자는 빈집뱅크에 축적된 자료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6-9] 서울형 빈집뱅크 :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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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빈집을 구매 또는 임차하려는 수요자가 나타나면 빈집뱅크는 수요자와 소유

주를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마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빈집 소

유자와 수요자가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노후주택 소유주를 위한 빈집 활용 컨설팅 제공 필요

빈집뱅크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빈집 소유자가 직접 빈집의 입지, 규모, 

물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유

자가 직접 빈집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도

쿄의 민간 컨설팅업체 ‘空き家-TOKYO’에서는 도쿄도 빈집을 상으로 진단 프로

그램과 컨설팅을 제공49)하고 있는데, 서울형 빈집뱅크 운영에도 해당사례를 적용

해볼 만하다([그림 6-10] 참고). 

‘空き家-TOKYO’는 빈집의 입지, 규모, 주변 환경, 접도조건 등의 진단 결과를 제

공한다. 결과는 매각, 임 , 수익사업으로 활용, 위탁관리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세부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리모델링하는 경우와, 재건축 후 활용하는 경우

로 구분하여 맞춤형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6-10] 도쿄 민간업체 ‘空き家 TOKYO’의 빈집 컨설팅 예시

49) 空き家-TOKYO 홈페이지(http://akiya-tok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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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모기지를 활용하여 빈집 발생에 사전적 대응

◦ 빈집 가능성이 있는 노후주택에 대한 사전 대응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집의 정비·관리와 더불어 빈집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한 예방도 필요하다. 향후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령단독가구가 소

유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 등을 찾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빈집 역모기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검토

빈집뱅크를 통해 노후주택이 상속 후 거래·활용되지 않아 빈집으로 방치되는 사례

에도 선제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 빈집 가능성이 높은 주택 소유자와 공공, 

사회취약계층을 연계하고, 공공에서 빈집을 임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를 상으로 역모기지 신청을 받고, 서울시 또는 SH공사에

서는 노후주택을 담보로 소유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추후 빈집이 될 경우 해당 노후주택을 공공임 주택으로 활용하여 청년 및 사회취

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 할 수 있다.

[그림 6-11] 서울형 빈집뱅크 : 노후주택을 역모기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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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ㅣ 외국의 빈집 관리와 활용 사례 : 교토, 런던

외국의 도시에서도 저성장, 고령화, 구도심 쇠퇴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빈집 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적으로 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

는 일본 교토시와 영국 런던시의 빈집 발생 현황, 제도적·정책적 응 사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1)

1_일본 교토의 빈집 발생 현황과 정책대응

1) 교토시 빈집 발생 현황

◦ 교토시의 빈집은 약 11만 호로 전체 주택의 14% 차지

2017년 발표한 ‘교토시 빈집 등 책계획(京都市空き家等対策計画)’에 따르면, 

일본의 빈집은 819.6만 호로 이는 전체 주택의 13.5%에 해당한다. 이 중 교토에서 

발생한 빈집은 11.4만 호로 빈집이 전체 주택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3.5%) 및 정령시2) 평균(13%)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3)

교토시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방재·방범, 생활환경, 지역 커뮤니티 등의 

측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빈집이 더욱 늘어나는 현상에 응할 필요가 있다.

1) 교토시 사례는 교토시 빈집 종합대책의 추진방침(総合的な空き家対策の取組方針, 2013)과 교토시 빈집 등 대책계획(京都市空
き家等対策計画, 2017)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런던시 사례는 영국 중앙정부에서 운영 중인 빈집 프로그램(Empty Homes 
Programme)과 빈집세(Empty Homes Tax) 등을 포함한 런던과 자치구의 대응시책을 검토하였음

2) 정령시(政令指定都市; 政令市)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교토 등 20개 시가 해당함. 일본 지방자치법
에 따라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에 속하지만 그 권한을 이양받아 도도부현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산하에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두고 있음

3) 교토시, 2017, 교토시 빈집 등 대책계획, p.3; 2013년 주택·토지통계조사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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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빈집 증가세

교토의 빈집은 다른 도시에 비해 주택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빈집 비율이 높아, 

이들이 주택시장에서 유통되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과제

로 꼽힌다.

빈집 합계
2차 
주택 

임대용 매각용
기타주택(빈집 중 차지하는 비율)

단독 연립 단독·연립비율

교토시 114,300 5,400 58,900 4,900 45,100
(39.5%)

29,000 3,100 71.2%

정령시 
평균

91,300 2,000 58,400 4,100 26,800
(29.4%)

13,700 1,500 56.7%

주 : 기타주택은 2차주택(별장 등), 임대용, 매각용 이외의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빈집(2013년 주택·토지통계조사)

자료 : 교토시, 2017, 교토시 빈집 등 대책계획(개요판).

[부록 표 1] 교토시 및 정령시의 유형별 빈집 현황

또한 조례가 시행된 이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管理不全空き家)에 한 신

고가 늘고 있어, 이에 한 후속조치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말 ~2014년 ~2015년

신고 접수 건수 (누계) - 719 1,304

후속 조치 건수* 202 538 953

해결된 건수 - 80 254

* 접수된 빈집 중 관리되지 않는 빈집으로, 교토시의 지원 등 대응이 필요한 건수

[부록 표 2] 방치된 빈집에 대한 신고 건수

◦ 활용·유통되지 않는 빈집에 대한 요인 파악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소유자와 사용자의 의사결정, 법·제도적 문제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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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입장에서는 임 하거나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임 하

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4) 빈집으로 방치될 수 있다. 이와 반 로 활용할 의사는 

있지만 수리비용이 부담되거나, 주택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고 싶지만 주택 용지 

특례5) 해제로 인해 세금이 가중되는 경우 비어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소유

자가 빈집의 활용 방법이나 상담기관을 잘 모르고 있거나, 공공에서 추진 중인 제

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기간 비어있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건축법상 접도조건 등으로 인해 빈집을 재건축 또는 수리하기 어렵

거나, 인접 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급수시설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되기도 한다. 이밖에도 

교토시와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주택 공급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빈집이 추가적

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2) 교토시 빈집 등 대책계획(2017)의 수립배경과 목표

◦ 빈집 대책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빈집 대응책 마련

교토시에서는 늘어나는 빈집에 응하여 2013년 7월 ‘종합적인 빈집 책의 추진 

방침(総合的な空き家対策の取組方針)’을 수립하였다. 2014년부터는 ‘교토시 빈

집 등의 활용, 적정 관리 등에 관한 조례(京都市空き家の活用, 適正管理等に関
する条例)’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5년 ‘빈집 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

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에 근거한 빈집 실태조사와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교토시 빈집 등 책 계획(京都市空き家等対策計画)’을 수립하여 종

합적,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6)

4) 모르는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반환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향이 있음

5) 주택용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 등 세제 혜택 조치에 해당함

6) 학자, 전문가, 사업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교토 빈집 등 대책 협의회’를 통해 빈집 대책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교토시 
빈집 등 대책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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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 교토시 빈집 발생에 따른 대응방향

◦ 2017~2026년간 교토시 빈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

2017년 교토시는 향후 10년을 목표로 ‘교토시 빈집 등 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 교토시는 빈집 발생에 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첫째, 빈집 발생의 

예방, 둘째, 빈집의 활용·유통 촉진, 셋째, 빈집에 한 적절한 관리 및 철거지의 

활용 등 3가지를 선정하였다.

‘교토시 빈집 등 책계획’은 교토시 전역을 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입지 특성에 

맞는 시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연립주택, 공동주택 등 

모든 주택유형의 빈집을 상으로 하되, 빈집의 활용과 유통 촉진에 해서는 빈집 

중에서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상으로 한다.

◦ 주체별 역할과 계획의 목표

빈집 발생에 응하기 위해 빈집 소유주, 지역전문가, 사업시행자, 공공이 협력하

여 마을만들기 자원으로서의 빈집을 살리고, ‘안심·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마을만들기 촉진’, ‘양호한 경관의 보전’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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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 각 주체별 역할과 계획의 목표
자료 : 교토시, 2017, 교토시 빈집 등 대책 계획,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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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집 발생에 대응한 교토시의 주요 시책

(1) 빈집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 권리관계 등에 의한 빈집 발생에 대응하여 소유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좌’ 개최

교토시에서는 시 공무원과 법무사가 직접 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강좌(おしか

け講座)’7)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강좌’는 빈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

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교토의 빈집 활용·적정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중이다. 

‘찾아가는 강좌’는 주택 상속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다

수의 소유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의 소재지나 연락

처를 확인할 수 없어 관리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소개하고 적절한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가?’, ‘지역에 폐를 끼치

지 않는 상속 책은?’, ‘의외로 놓치고 있는 분할 상속 지식’, ‘상속 등기하지 않으

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남기자 쿄마치야(住み継ごう京町家！)’, ‘마을만들

기에 활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 등 빈집 발생에 사전 응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에 

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2) 활용·유통의 촉진

◦ 빈집을 개보수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교토시에서는 소유자가 지역의 빈집 현장조사나 빈집 활용 워크숍 등 빈집 책에 

참여하는 경우 활동경비 등을 보조해주는 ‘지역연계형 빈집 유통 촉진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경우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 활용·유통 지원 등 보조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1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빈

집을 활용·유통시키는 경우 리노베이션과 철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7) ‘찾아가는 강좌’ 소개 홈페이지(http://www.city.kyoto.lg.jp/tokei/page/00001679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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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 빈집 정비·활용 사례 – 장애인 취업 지원 시설로 활용
자료 : 교토시, 2017, 교토시 빈집 등 대책 계획, p.27.

이밖에도 기존에 시행 중인 도시계획 제도인 밀집시가지 정비, 보조가로 책 등과 

연계하여 선택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마을만들기 자원으로서 빈집의 관리·활용 지원

교토시에서는 빈집을 마을만들기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특정 목적 

활용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여 리노베이션 비용과 철거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예컨  

빈집을 정비하여 노인·육아세 의 교류 거점, 교토시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의 

거주지, 젊은 예술가의 거주지 또는 작업실, 학생 거주지, 게스트하우스, 소매음

식점업8),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의 거주 등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원 상

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는 ‘쿄마

치야 마을만들기 크라우드 펀딩’9),  ‘빈집 활용×마을만들기 모델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고 있다. 

8) 교토시 상업집적 가이드플랜에서 정하는 광역형 상업집적지역 내 소매음식점업을 대상으로 함

9) 쿄마치야(京町家)는 교토의 전통가옥으로, 상점과 주거가 복합되어 있는 2층 건물임. 쿄마치야 마을만들기 펀드는 ‘교토시 
경관·마을만들기 센터’의 쿄마치야를 유지, 보수, 활용하기 위한 지원사업 중 하나임(펀드는 2005년부터 교토시와 정부, 시민 
기부에 의해 조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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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4] 이토노와 프로젝트 : 비어있는 2개의 쿄마치야를 개조하여 시장으로 활용
자료 : 교토시, 2017, 교토시 빈집 등 대책 계획, p.28.

◦ 지역의 빈집 상담원 운영

교토시의 연수를 받은 지역 내 부동산 사업자를 ‘지역의 빈집 상담원’으로 등록하

여 빈집 관리·활용을 위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집 

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은 언제나 부담 없이 빈집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토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상담원으로 등록된 부동산업체의 표자, 주소, 

연락처, 상담가능 분야(임 , 매매, 매입, 전 , 물건관리, 빈집관리 등)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 총 259명의 부동산업체 상담원이 등록되어 있다.

(3)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철거 부지의 활용

◦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자의 인식 제고

사회적으로 빈집 정비에 한 필요성이 높다 할지라도, 정작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

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느끼지 못한다면 주택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교토시에서는 ‘빈집 신고제도’를 통해 현재 관리되지 않고 있는 빈집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빈집 특례법 및 조례 등에 의거해 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위한 지도, 

권고, 명령 등을 내린다. 관리가 필요한 빈집에 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빈집 관리 행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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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소유자를 위한 교육·상담 추진

주변의 빈집으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구청 담당자 또는 

빈집 상담원과 연결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무료상담회 등의 행사

를 개최하여 빈집 소유자를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부록 그림 5] 교토시 빈집 관리·활용을 위한 무료상담 안내 예시
자료 : https://www.facebook.com/akiyankyoto

◦ 빈집 철거와 철거 부지 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밀집시가지 내 노후 건축물을 줄이기 위해 노후 목조건축물을 제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10) 특히 방재를 위한 광장으로 정비하는 경우, 방재 광장 

정비사업(まちなかコモンズ)과 연계하여 건축물 철거와 광장 정비를 위한 비용을 

보조한다.11)

10) 철거 시 보조금은 최대 60만 엔까지 지원되며, 2014~2015년간 15건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었음

11) 방재광장 정비에 따른 보조금은 최대 200만 엔, 철거 비용은 최대 100만 엔까지 지원되며, 2014~2015년간 2건이 집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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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6] 빈집 철거 및 방재 광장의 정비 사례

◦ 지역자원(地域力)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지역 주체의 빈집 대책 추진

교토시에서는 주민 수요와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빈집 응을 위해 지역, 전문가와 

코디네이터, 공공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부록 그림 7] 빈집 대책 추진을 위한 주체별 협력 방안
자료 : 교토시, 2017, 교토시 빈집 등 대책 계획,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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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지표

◦ 주택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빈집의 증가 억제

교토시 내 주택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빈집12)은 2013년 4.5만 호에서 2023년 

6.9만 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교토시에서는 2023년까지 1만 

호 이상의 빈집을 활용·유통시켜, 주택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빈집을 5.5만 호 규

모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3) 또한 2015년 현재 지역의 빈집 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군(学区)을 33개에서 2018년 100개 학군, 2023년 전 지역으로 

확 할 예정이다.

[부록 그림 8] 교토시 내 주택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빈집 목표지표
자료 : 교토시, 2017, 교토시 빈집 등 대책 계획, p.44.

◦ 빈집 발생과 대응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교토시는 빈집 책이 잘 적용·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교토 빈집 등 책 

협의회’에서 매년 진척상황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12)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 조사에서 ‘기타 주택’으로 분류되는 빈집

13) 2024년 말에 공표되는 2023년 주택·토지 통계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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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및 시사점

◦ 교토시는 빈집 발생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책 계획 수립

교토시에서는 2015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빈집 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

행됨에 따라 2017년 ‘교토시 빈집 등 책 계획’을 수립하여 응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1) 빈집 발생의 예방, 2) 빈집의 활용·유통 촉진, 3) 빈집에 한 적절

한 관리 및 철거지 활용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10년 후인 2026년 목표연도

까지 빈집 발생에 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토 빈집 등 책 

협의회’에서는 빈집 발생과 응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 빈집 발생에 사전 대응하고, 마을만들기 관점에서 빈집 정비

교토시에서는 빈집이 발생하기 전 예방 차원에서 ‘찾아가는 강좌(おしかけ講座)’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 공무원과 법무사가 직접 지역을 방문하여 주택 상속 

과정,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른 갈등, 소유자 확인 불가 등 빈집이 발생하는 상황

을 소개하고 응방향을 제시한다. 

빈집이 이미 발생했다면, 마을만들기 관점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정 목적 활용 지원 보조금’, ‘쿄마치야 마을만들기 크라우드 펀딩’, ‘빈집 활용

×마을만들기 모델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책을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 지역 주민과 마을 전문가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빈집 대책 추진

교토시에서는 빈집 소유주, 마을 전문가, 사업시행자, 공공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

성에 맞는 빈집 책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빈집 소유자에게는 빈집 관리 인식을 

제고시키고, 주민 수요와 아이디어를 반영한 빈집 책을 추진하여 지역맞춤형 정

비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응하기 위해 ‘빈집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지역 내 부동산 사업자를 ‘지역의 빈집 상담원’으로 

등록·교육하여, 소유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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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영국 런던의 빈집 발생 현황과 정책대응

1) 영국과 런던의 빈집 발생 추이

◦ 영국은 부담가능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빈집 관리 프로그램 운영 추진

영국은 늘어나는 인구에 응하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부담가능주택 공급 프로

그램(Affordable Homes Programme) 등을 운영해왔으며, 빈집 관리 프로그램

(Empty Homes Programme)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한다. 주변 주거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빈집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04년 주택법(Housing Act) 개정 이후 빈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영국과 런던의 빈집은 꾸준히 감소

지방세 자료 기준으로 영국 전역에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은 2008년 약 32만 

호에 달했으나 2016년 20만 호까지 감소하였다([부록 그림 9] 참조). 런던의 경우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은 2004년 4.2만 호에서 2017년 2만 호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그림 10] 참조).

[부록 그림 9] 영국의 빈집 발생 추이(2004~2017년)
주 :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기준

자료 : London Datastore(http://data.london.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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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0] 런던의 빈집 발생 추이(2004~2017년)
주 :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기준

자료 : London Datastore(http://data.london.gov.uk)

◦ 영국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

영국의 빈집 문제에 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단체인 ‘Empty Homes’에서는 2018

년 ‘Empty Homes in England’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여기서는 빈집이 발생

하는 원인에 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또는 공동 소유자)가 상속받은 주택

의 임 ·매매 여부 또는 처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일시적으로 빌 가

능성이 있다. 둘째, 임 용 주택에 한 수리가 필요하나, 소유자가 시간 또는 금

전적인 제약으로 수리를 지연할 경우 비어있을 수 있다. 셋째, 개인이나 단체가 재

개발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했으나 해당 개발에 진전이 없을 때 빈집으로 방치될 

수 있다. 넷째, 주택을 팔기 전 부동산 소유자가 가격 상승에 한 기 를 갖고 

기다리는 경우 빈집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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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부 런던(Inner London)에서는 일반적인 빈집과는 또 다른 원인인 

‘buy-to-leave’에 의해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 ‘buy-to-leave’는 주로 해외 투자

자가 주택을 임 하거나 거주하지 않고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만 구입한 채 장기간 

비워두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비 2017년에는 부담가능주택 공급 및 

‘buy-to-leave’로 인해 빈집이 다소 증가하였다.

2) 중앙정부 차원의 빈집 대응정책

영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빈집의 관리 및 응을 위해 첫째, 뉴 홈 보너스(New 

Home Bonus), 둘째,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 셋째, 빈집세 적용, 넷째, 지방

정부 담당자를 상으로 한 빈집 응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뉴 홈 보너스(New Home Bonus) 제도 운영

◦ 지방정부가 신축 또는 빈집을 활용해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할 경우 보조금 지급

영국의 뉴 홈 보너스 제도는 2011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 수요에 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부담가능주택을 신축하거나 빈집을 활용가능한 주택으로 정비하

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정부가 빈집을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2014년 이후 총 5.3만 호의 빈집 정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2014~2018년간 뉴 홈 보너스 제도를 통해 총 73.9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규 주택 공급량은 68.5만 호이며, 빈집을 정비한 사례는 약 5.4

만 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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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
(Net additions)

정비된 빈집
(Empty homes

brought into use)
합계

소요비용
(Year payments, £)

2014~2015 132,998 38,009 171,007 248,634,234

2015~2016 154,739 10,229 164,968 250,664,436

2016~2017 187,390 2,253 189,643 294,217,342

2017~2018 209,826 3,451 213,277 197,414,861

계
(2014~2018)

684,953 53,942 738,895 990,930,873

자료 : 영국정부 홈페이지(http://www.gov.uk); House of Commons, 2017, New Homes Bonus Briefing Paper.

[부록 표 3] 영국 뉴 홈 보너스(New Home Bonus) 운영 현황

지원받은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해 제약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는 지방세 할인 또는 시설 공급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런던시는 런던 내 자치구들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

인 7천만 파운드(약 1,030억 원)를 런던 기업 패널(London Enterprise Panel, 

이하 LEP)의 일자리 및 성장 프로그램(Jobs and Growth Plan)에 투자하여 실업

률을 낮추는 데 활용하였다.14)

◦ 뉴 홈 보너스는 직접적인 지원 효과가 있으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

뉴 홈 보너스 제도는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투명한 과정을 통해 주택을 효과적으

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영국 의회 감사부(National Audit Office)에서 발간한 뉴 홈 보너

스의 첫 평가 보고서에서는 상 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빈집의 정비보다는 신규 주

택공급을 통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 하거나, 부담가능주택보다 더 많은 보조금

을 받을 수 있는 높은 가격의 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14) House of Commons, 2017, New Homes Bonus Briefing Paper,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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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 프로그램(Empty Homes Programme)을 통한 수리비 지원

영국 정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빈집 프로그램(Empty Homes Programme)’

을 통해 1억 파운드 규모의 예산을 빈집 관리에 투자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정비·활용되기 어려운 빈집을 상으로 한다. 2011년 

보고서에서는, 2015년 3월까지 최소 3,300개의 빈집을 부담가능주택으로 재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15)

빈집 프로그램은 주로 HCA(Homes and Communities Agency)에 등록된 주택 

공급자나 주택조합을 상으로 한다. 또한 커뮤니티 주도형 주거지 정비사업 단체

(Community-led housing organizations)에 해서도 1천만 ~ 3천만 파운드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빈집세(Empty Homes Tax) 부과

2013년 4월 이후 다수 지방정부는 빈집에 한 지방세 감세 정책을 폐지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빈집세(Empty Homes Tax 또는 Empty Homes Premium)

를 부과하면서 빈집의 활용 및 관리에 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빈집세는 2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에 해 기존 지방세에 50%의 프리미엄세를 추

가하여 최  150%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2018년 3월부터 중앙정부는 

빈집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100%의 프리미엄세를 부과하여 총 200%의 지

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빈집세가 도입되면서 지방 정부와 자치구의 

재량하에 더욱 강화된 빈집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5) Home and Communities Agency, 2011, Bring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Bidding Guidance,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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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빈집 대응책 마련

◦ 강제매수명령(CPO, Compulsory Purchase Orders)

강제매수명령(CPO)은 빈집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거부하거나,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빈집이 주변 주거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해당 빈집을 강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는 지방

정부가 해당 빈집에 한 소유권을 갖기 위해 매수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제3자

가 법적 합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 강제매매(Enforced Sales and Enforced Sale Procedure)

강제매매 또는 강제매도는 강제매수명령보다 조금 더 강경한 응으로, 법적 권한

을 활용하여 빈집을 강제로 매매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빈집으로 인해 주변 환경

에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빈집 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빈집 활용계획(Empty Homes Strategy)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빈집 정비가 시

급하거나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해당 빈집을 강제 매입할 수 있다. 매매 절차가 

완료되기 전 주택 소유자가 미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자발적으로 빈집을 매도하게 

되면 강제매매 절차를 중단하고 기존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준다.

◦ 빈집 관리명령(EDMOs, Empty Dwelling Management Orders)16)

강제매수명령이나 강제매매가 빈집의 소유권을 지방정부에게 이전하는 방식인 것

에 비해, 빈집 관리명령은 빈집 소유자가 지방정부 빈집 관리 관계자와 함께 협력

하여 빈집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빈집 관리명령제도는 다른 조치들이 효과적이

지 않을 경우에만 활용되는 방식이며,17)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 적용된 빈

집은 108건 정도이다.18)

16) House of Commons, 2016, Empty Dwelling Management Orders Briefing Paper; http://en.wikipedia.org/

17) Guide to Empty Dwelling Management Orders(The Empty Homes Agency, 2009) 및 Empty Dwelling Management 
Orders Briefing Paper(House of Commons, 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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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EDMOs를 활용하고 싶은 경우, 주거자산 조사위원회(Residential 

Property Tribunal)에 지원해야 한다. 해당 빈집이 방치된 채로 2년이 경과하여 

심하게 파손된 상태, 해당 빈집으로 인해 범죄가 우려되거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동의·지지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방정

부는 주거자산 조사위원회의 승인 시점부터 12개월간 빈집 소유자와 협의하여 활

용방안을 논의한다.19)

EDMO를 진행하는 동안 빈집에 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지방정부

에 7년간 빈집 관리·보수에 한 권한이 주어지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20)

3) 런던 정부와 자치구 차원의 빈집 대응정책

(1) 런던시 내 빈집 발생 현황

런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런던의 빈집은 총 20,237호이다. 33개 자치구 

중 1,000호 이상 빈집이 발생한 자치구는 켄싱턴 첼시(Kensington and 

Chelsea), 크로이던(Croydon), 캠던(Camden), 바닛(Barnet), 엔필드(Enfield), 

해크니(Hackney) 등 6개 지역이다.21) 

18) 런던에 적용된 빈집관리명령 사례는 1건에 불과함

19) 이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권은 지방정부에 있으나,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빈집 소유자에게 남아있으므로 지방정부가 
주택을 강제로 팔 수 있는 권한은 없음

20) 만일 지방정부가 해당 기간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원래 소유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반환해야 함. 세입자를 성공적으로 
찾은 경우 임차료는 지방정부에 귀속되며, 이는 빈집 보수에 쓰인 경비를 충당하는 데 쓰임. 임차료 이외에 해당 주택으로 
발생된 수익은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됨

21) Greater London Authority, 2018, London Housing Strategy,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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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1] 런던 자치구별 6개월 이상 빈집수와 주택가격 합계(2016)
주 : 지방세를 근거로 집계한 자료임

해당지역은 주로 ‘buy-to-leave’로 인해 빈집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된 주택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에서 발생한 빈집은 부분 매우 높

은 가격 를 형성하고 있다.22)

22) “Map reveals shocking number of empty homes across London”, Metro, 2017.5.11.(https://metro.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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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2] 런던 자치구별 6개월 이상 빈집 분포(2016)
주 : 지방세를 근거로 집계한 자료임

자료 : “Map reveals shocking number of empty homes across London”, Metro, 2017.5.11.(https://metro.co.uk)

(2) 런던시 차원의 빈집 대응 정책 

뉴 홈 보너스나 자금 지원 등의 정책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운영되는 

빈집 관리 프로그램은 부분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필요한 제도

를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런던정부는 자치구가 빈집 발생에 응하는 과

정에 거의 개입하지 않으며, 자치구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런던정부는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London Housing Strategy(2011)’을 통해 중

앙정부와 협력하여 빈집을 관리하고 주거재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였다.

- 런던 내 6개월 이상 장기 빈집의 수는 전체 주택 수 대비 1% 이하 유지

- 빈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런던 내 모든 자치구가 빈집 감세정책을 폐지할 수 있도록 유도

-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빈집 관리와 활용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제고

- 런던시 지원으로 빈집이 정비된 후, 부담가능주택으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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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런던시 정부는 빈집 관리를 위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천만 파운

드(약 89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이 펀딩은 자치구 또는 자치구 연합

(Partnerships)에 전달하여 지역별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치구 차원의 빈집 대응 정책 사례  : 크로이던구(London Borough of Croydon)

크로이던(Croydon)은 남쪽 외부 런던(Outer London)에 속해있는 자치구로, 

규모 상업지역 중 하나이다. 쇼핑 구역과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많은 

사업체가 입지해 있어 런던의 경제적, 예술적 중심지 역할을 담당한다.

크로이던구에서는 2017년 4월 기준 5,770만 파운드(약 828억 원 규모)에 달하는 

총 1,216호의 빈집이 확인되었다. 이는 켄싱턴 첼시에 이어 런던에서 두 번째로 많

은 빈집 규모이다. ‘buy-to-leave’로 인한 빈집은 많지 않고, 주로 저소득층 지역

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크로이던구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앞서 

언급했던 강제매수명령(CPO)과 빈집 관리 명령(EDMOs)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 빈집세(Empty Homes Tax)

크로이던구는 2년 이상 방치된 장기적 빈집을 상으로 50% 프리미엄세를 부과하

는 방식의 빈집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빈집세 개정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세율을 높이지 않았는데, 이 지역에는 부유한 해외투자자의 ‘buy-to-leave’로 

인한 빈집보다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빈집이 더 많기 때문이다.

◦ 빈집 신고 제도(Reporting of Empty Properties)

빈집 신고 제도는 주민들이 빈집을 발견했을 때 직접 자치구 홈페이지에 빈집을 

신고하거나, 빈집 상담 전화(Empty Homes Hotline) 또는 자치구 앱을 통해 신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를 받은 자치구의회나 빈집 관리자(Empty 

Property Officer)는 빈집 여부를 확인한 뒤 빈집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더욱 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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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자금 지원(Empty Property Grants)

빈집 자금 지원은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장기적 빈집(6개월 이상)의 소유자들을 

위해 자치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치구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거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상이 되는 빈집 소유자 중 지원자에게 선착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신, 자치

구는 최소 5년 동안의 세입자 선택 권한을 갖는다.23)

[부록 그림 13] Croydon 내에서 빈집 자금 지원 제도 활용 사례
자료 : Croydon Council, 2014, Empty Homes Cabinet Report, p.4.

◦ 빈집 자금 대출(Empty Property Loans)

빈집 자금 출 프로그램은 빈집 소유주가 자치구로부터 2년간 최  4만 파운드

(약 6천만 원)를 출받을 수 있는 빈집 응 프로그램이다.24) 해당 프로그램은 

자치구의 한정된 지원 자금 내에서 필요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23) 대부분 주거안정이 필요한 주택청약 대기자들에게 우선 제공됨

24)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기준으로 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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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 주선 제도(Landlord Scheme)

주택 임  주선 제도는 자치구에서 단기임 , 장기임  등 다양한 옵션의 주택 임

를 중개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복잡한 임  과정을 지원하여 주택이 비어

있는 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이 조건에 맞는 주택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

록 돕는다. 자치구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은 역할을 하며 세입자 소개, 서류 작성 

및 계약 등의 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 제도는 런던 내 다른 자치구인 일링

(London Borough of Ealing)에서도 ‘Matchmaker Scheme’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크로이던구에서는 2015년부터 부담가능주택 수요25)에 응하고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관리 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2017

년까지 총 137건의 빈집을 정비·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 종합 및 시사점

◦ 영국은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고 빈집을 줄이기 위해 빈집 대응정책 추진

영국은 늘어나는 인구에 응하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부담가능주택 공급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빈집 관리 프로그램, 뉴 홈 보너스 

제도 등을 통해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고 빈집 정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

진하고 있다.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

영국에서는 빈집의 물리적 상태나 주변에 끼치는 영향 등 지방정부가 지역별 특성

을 고려해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응책을 다양화하고 있다. 강제매수

명령(Compulsory Purchase Orders), 강제매매(Enforced Sales and Enforced 

Sale Procedure), 빈집 관리명령(Empty Dwelling Management Orders) 등이 

25) 주택 청약 대기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는 약 5,000가구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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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운영하는 빈집 관리 프로그램은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지

역 특성에 맞게 필요한 제도를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다. 런던정부도 자치구의 빈

집 응 과정에 거의 개입하지 않으며, 이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자치구 차원의 제도 운영, 빈집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

런던 내 자치구에서는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에 해 분석하고 맞춤형 응을 추진

하고 있다. 사례로 살펴본 크로이던구에서는 2015년부터 부담가능주택 수요에 

응하고,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빈집 발생에 응

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거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빈집에 응하기 위해 빈집세율을 적정 수준

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빈집 자금 지원(Empty Property Grants), 빈집 자금 출

(Empty Property Loans) 등을 통해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택 임

 주선 제도(Landlord Scheme) 등을 통해 주민들이 부담가능 주택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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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us and Management of Seoul’s Empty Homes for 

Neighborhood Regeneration

Nam-Jong JangㆍSu-Youn Seong

Recently, the number of empty homes has been increased in the New 

Town and Redevelopment-Cancelled Areas of Seoul. In general, the 

presence of empty homes in local cities is caused by social aging, 

housing damage, and the decline of the original town center, but 

these empty homes in Seoul are the result of the lifting of the New 

Town and Re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number of empty homes in Seoul stood at 9.5 

million in 2016(this accounts for more than 3% of total housing).

With the passag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upport for 

Empty Homes Management’, the conditions of policies for the 

regeneration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are changing. The Act 

defines an empty home as a ‘home that is not occupied or not used 

for more than one year from the date when the mayor or district 

director confirms whether it is occupied or used’.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around 3,000 such empty homes in Seoul, 

which need to be managed with some policy, but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exact number. It is thus necessary to identify the number of empty 

homes through an empty homes survey, and when investigating this 

number, local characteristics and usability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as well. In particular, a detailed review of the cancelled area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are empty homes in some parts of 

cancelled area in Seoul, with 76% of these being old and deterio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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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structures that could collapse. Further, 79% of roads were 

exposed to a narrow width fewer than two meters. In addition, more 

than 70% of empty homes are left unattended for a long time, which 

can negatively affect the surrounding area.

In order to improve these empty homes, it is necessary to apply 

type-by-type methods that take into account the distribution of these 

homes, the ownership status of these homes, and the availability of 

building permits. In addition,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n empty 

homes management plan need to be specific,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pty homes and the urgency of improvement 

in each area. 

For the sake of community regeneration, the issue of empty homes 

needs to be addressed. For example, there is a need to provide 

affordable housing for young people, facilities that the residents 

need, and facilities that boost the vitality of communities by utilizing 

homes or vacant lots.

In addition, the operation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structure that is operated and managed by the Neighborhood 

Regeneration Corporation(NRC). For example, an empty home owner 

may lease land to the NRC for a long time, while the NRC pays the 

owner land use fee every month.

Meanwhile, statistics alone lead to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status 

of empty homes, and it is difficult to closely examine how to manage 

and utilise them. Thus statistical data shall be reviewed in conjunction 

with the building register in order to further clarify the estimated 

empty homes and to finalize the empty homes by checking the sites 

of the estimated empty homes and their surrounding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empty home information 

through ‘Seoul’s Empty Home Bank’ and encourage the active trading 

of empty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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