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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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마을재생 위한 서울시 빈집의 실태와 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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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