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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원정책 및 지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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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a growing tendency within old towns to analyze spatial characteristics to initiate various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s and systems to make high-quality small-medium local cities.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ions in Korea are looking for

new guidance into making housing regeneration policies and for trying to merge different functions.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support indicators and legal systems for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ill analyzed the support systems and indicators of Japan for declined residential blocks in urban.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have developed the policy for declined housing blocks. And they are establishing support

system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resettlement of existing residents.

First, this research study the condition of declined housing blocks in Japan. Secondly, support systems and policies of

municipal level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irdly, physical and economic support indicators for rehabilitation are analyzed.

Finally, a case is analyzed to derive the strength of this system.

As a result, this study will help to make support indicators and systems for the urban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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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2000년 이후 국내에서는 주거지 재생 및 주거환경 개

선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이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도시주거의 형태 및 가격 다양성 확보, 기성시가지의 주

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거점 확산 개발 및 소필지 단위

의 소규모 블록형 주거지 계획 등도 제도적으로 장려되

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후 주거지의 물리적 재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지원기준 및 지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물리적 복

구를 위한 도시재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

서는 일본을 비롯하여 해외 선진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지원시스템,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노후 주거지 재생 시 적용 가능한 물리적·경제적

지원지표 및 기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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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2년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자사업(여성과학자)

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명 : 저층주거지 재

생을 위한 지원정책 및 계획방향, 과제번호 : 201217220148)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노후주거지 및 노후주택의 물

리적 재생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 및 지원지

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향후 국내 노후주거

지 재생을 위한 ‘지원기준 및 지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및 실제 사례

를 분석하였다.

구 분 연구자 주 요 내 용

도시
재생
정책
방향

양재섭(2006)
영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시사점을 도출

김영환 외 (2003)
주관수(2008)

국내 물리적 재생의 문제점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언급, 국내 도시재생 정책방향 제안

도시
재생
지원
체계
재원
조달

양재섭(2007)
영국의 도시재생정책 동향과 함께 통합보조금의
변화와 제도적 기반

최막중(2009)
종합적․통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통합보조금
과 근린재생기금정리

도시재생사업단
(2007-2011)

해외 도시재생을 비롯한 보조금 및 제도적 측면
을 포괄적으로 서술 / 국내 쇠퇴도시 중심의 지
역자력재생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도시
재생
추진
체제

유학열(2008)
일본지역재생사업의 실태와 문제 밝힘, 지역재생
을 위한 시사점

염철호 외(2008)
일본의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프
로그램지원 네트워크 구축

최정민(2008) 일본도시재생 정책목표에 따른 중앙정부역할

도시
재생
사례
연구

김영환(2001)/박천보외
( 2 0 0 4 ) / 임 양 빈
( 2 0 0 3- 0 5 ) /최민아
(2008)/한지형(2008)/
서수정(2007)

사례연구를 통해 도시재생 정책 분석, 시사점 도
출 및 도시재정비 관련제도 고찰(독일/미국/프랑
스/유럽 등)

박세훈(2008)/서종균
(2011)/유해연(2011)

홍콩의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기구, 도시재생
정책 변화 등을 논의

표 1. 도시재생 정책 및 지원체계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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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재 2012년

기본
안전성의
확보

내진 기준(1981년 기준)을 달성하는 주택
스톡의 비율

79%
(2008)

95%

지진시 특히나 위험한 밀집 시가지의 면적
약6,000ha
(2005)

대부분
해소

고령자
안정

고령자 인구에 대응한 고령자용 주택 비율
0.9%
(2005)

3~5%

지역복지
거점시책

생활지원시설을 병설한 공적임대주택단지
(100호 이상) 비율

16%
(2009)

25%

환경문제
대응

신축 주택의 저에너지 기준 달성율
42%
(2010)

100%

유니버설
디자인화

공동주택 중 도로에서 각 호 현관까지 휠
체어,유모차 통행이 가능한 주택스톡 비율

16%
(2008)

28%

주택장기
사용사회
실현

전체 주택 스톡 중 리폼1) 실행 주택이 차
지하는 비율

3.5%
(2008)

6%

맨션의
적절한
유지 관리

스톡: 25년 이상 장기간 수선 계획에 의거
하여 수선 적립금액을 설정 하고 있는 분
양 맨션 관리조합의 비율

37%
(2008)

70%

플로우: 신축 주택에서 30년 이상의 장기
수선 계획을 세워 수선 적립금액을 설정한
분양 맨션의 비율

51%
(2008)

100%

환경형
시장 형성

기존 주택의 유통 쉐어(기존 주택의 유통
호수가 신축을 포함한 전 유통호수에 대한
비율)

14%
(2008)

25%

리폼
시장정비

리폼시 하자담보책임보험에 가입한 주택의
전 리폼 실시 호수·동수가 차지하는 비율

0.2% 10%

주택을
장기간
사용하는
사회실현

주택
활용
기간

멸실주택의 평균 건축후 년수
약 27년
(2008)

약40년

주택 멸실량(5년간 멸실된 주택
호수 대 주택스톡호수 비율)

약7%
(2008)

약 6%

신축주택의 주택 성능표시 실행률
19%
(2009)

50%

신축주택의 인정, 장기우량주택의 비율 8.8% 20%
주거니즈와
주택스톡의
부적합해소

육아 세대의 유도 주거 면적 수준 달성률
전국 40% 50%
대도시권
35%

50%

고령자
배려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 배리어프리화
일반37%
(2008)

75%

고도9.5% 25%

출처:住生活基本 計画(全国計画)(2011), 国土交通省, pp.2~13, 재구성

표 2. 주생활 안정의 확보 및 향상 촉진계획

세부목표(국토교통성)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에는 이미 일본의 도시재생

추진배경 및 정책동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충분히 이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

고 노후주거지 및 주택의 물리적 지원정책 및 지표에 초

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일본 현지의 문헌자료, 기관

웹사이트, 내부 보고서가 활용되었다. 또한 2012년 6월부

터 8월까지 기관방문 및 이메일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하였다.

2. 일본의 주거현황 및 개선과제

현재 일본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와 그에 따라 나타나

는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특히 기존 주택 스톡의

적정한 관리와 재생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 감

소에 따른 주택 스톡의 재고량 증가와 노후화된 맨션 증

가, 내진 설비 및 오래된 목조 주택 등 안전성 문제,

1948년을 전후한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주택

설비, 환경 정비의 필요 등을 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

2006년 제정된 국토교통성의 주생활 기본법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주거 정책은 주택 세이프티 넷(safety net)의

확보와 건전한 주택 시장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주생활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안전한 주생활을 지지하는 생활환경의 구축,

노후 주택에 대한 적절한 관리·재생, 다양한 거주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신축·기존 주택 쌍방의 주택

시장의 정비, 주택을 자력으로 확보하는 것이 힘든 사람

에 대해서 거주의 안정을 확보하는 주택 세이프티 넷

(safety net)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잉 공급된 기존 주택 스톡 및 노후 주거지의

정비를 통해 “건축→운용→해체→재건축”으로 연결되었던

기존 사이클이 “건축→운용→재생”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제도적 관심도 “재정비·재생·리폼”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

따라서 주거 재정비 시 기존 거주자의 거처 마련, 맨션

거주자 전체의 합의 형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3. 지원정책 및 제도

주생활의 질(Quality) 향상과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돕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 노후주거지 재생과 관련된 사업은 국토

교통성의 도시정비사업체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적으로 ‘밀집 시가지 등의 주환경 정비’의 주택시가지 총

합정비사업과 ‘기존 스톡을 활용한 주택정비지원’을 중심

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국토교통성의 도시정비 사업 체계
출처: 大阪府都市整備局(2008)住宅市街地総合整備事業　 実施状況説

明資料 및 国土交通省(2011)、中心市街地活性化ハンドブック 재구성

1) 리폼: 증개축, 수선, 형태 변환 중 하나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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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이 정비되지 않
았으며, 노후한 건축물
이 빽빽이 들어선 밀집
주택시가지

공동·협조개축에 의한 노후건축물 개선

지원시설
정비

광장정비 생활도로
정비

사회복지센터 포함된 
도시재생주택(정비는 
주택시가지정비조합 
지원사업에서 실행)

그림 2. 밀집 시가지 정비형 주택시가지 종합정비사업

그림 3. 세이프티 넷 (http://www.pref.osaka.jp/jumachi/kison-sn/)

3.1 주택시가지 총합 정비 사업

주택시가지 총합 정비 사업은 기존 시가지의 쾌적한

거주 환경을 확보하고, 도시 기능 향상, 밀집 시가지 정비

개선 및 거주 촉진 등을 위해 주택 건설, 공공시설의 정

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좀 더 세분

화되어 거점 개발형, 밀집주택 시가지 정비형, 내진 개선

촉진형, 연도정비형의 네 가지 지원 형태로 나뉜다.

특히 밀집주택시가지 정비형 사업은 노후주택 밀집지

역이나 공공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주택시가지

를 대상으로 거주환경 확보개선을 목표로 하며, 노후건축

물의 제거 및 개축, 지구시설 정비 실시, 양호한 주거환경

을 갖춘 주택공급 촉진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한다.

지원

목표

노후 주택 밀집지역이나 공공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

나는 주택시가지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와 거주환경 개

선을 목표로 함

사업

주체

지방 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UR), 지방 주

택 공급공사, 민간 사업자 등

정비

지구

요건

환산 노후 주택 호수가 50호 이상(중점 공급 지역은 25호

이상)이며 주택 호수 밀도와 노후 주택의 비율이 일정 이

상이 되어야 함

사업

내용

노후 건축물의 제거, 개축 / 지구 시설 정비 실시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춘 주택 공급 촉진

사업

추진

절차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작성 / 노후한 건축물 등을 매수·제

거 / 교체추진(건물제거, 조사설계계획, 공동시설정비 등)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집회소 등 생활환경시설 정비 /

내진성에 문제가 있는 주택 내진 보강

표 3. 밀집 주택 시가지 정비형 종합정비 사업 내용 및 절차

3.2 스톡활용형 주택 세이프티넷 정비추진사업

스톡활용형 주택 세이프티넷 정비추진사업은 비어있는

노후 민간 주택 스톡의 개선 공사비용을 주택 확보 배려

자2)를 일정 기간 입주시키는 조건으로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이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유형에 상관없이

1호 이상의 빈 집이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바닥 면적

이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수리를 위한 공사 대상

은 내진 수리 공사, 배리어 프리 수리 공사, 에너지 절약

수리 공사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3)

2) 저소득자, 재해 피해자, 고령자, 장애자 및 그 밖에 주택 확보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자

3) 내진수리공사는 현행 내진기준을 따라야하며, 배리어 프리 수리

공사는 난간설치, 단차해소, 복도폭원 등의 확장, 엘리베이터 설치

수리 공사를 실시한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10년간 다

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리폼 후 최초의 입주자를 주택 확보 배려자로 해야 한다.

단, 모집 개시 후 3개월 이상의 사이 입주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그 이외의 사람을 입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주택 확보 배려자의 입주를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지방공공단체 또는 거주 지원 협의회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요청과 관련되는 사람을 우선 입주시

켜야 한다. 관리상 사업자가 임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임

대인과 약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리 공사 시의 보조금액

은 수리공사비용4)의 1/3이며, 빈집 호수 당 100만 엔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매년 국토교통성이 정하는 기간에 응모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 국토교통성의 [고령자 세대 등

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민간 임대 주택 안내]에 주택

상세 정보5)가 등재되어 온라인6), 오프라인으로 안내된다.

1. 수리공사도급계약·(임차인과의)협정체

결
2. 응모 및 교부신청

3. 교부결정

4. 공사착공

5. 공사완료

6. 완료 및 실적보고

7. 입주자 결정통지

8. 관리상황 보고

수리공사 후 

입주자 모집

그림 4. 사업흐름도

그림 5.

시공예(베리어프리)
不動産中央情報センタ (htt
p://www.demand.co.jp/owner/

참고)

3.3 주택 리폼 조성 제도

주택 리폼 조성 제도는 주로 앞선 두 정책사업과 달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기존 주택의

판매 및 분양공동주택의 대규모 수리 공사 시에 ‘주택 하

자 담보 책임 보험 법인에 의한 검사’, ‘하자 보험의 가입

등의 공사가 포함되었다. 에너지 절약 수리 공사는 주로 창문, 외벽,

옥외, 천장 및 마루 등의 단열공사가 주가 된다.

4) 내진수리공사, 배리어프리 수리공사 또는 에너지 절약 수리공사

중 하나를 포함한 수리공사 전체에 드는 비용

5) 주소, 최단거리 역, 역까지 걸리는 시간, 주택명, 주택호수, 면적,

내부구조, 건축년월, 월세(참고), 입주시 문의담당자 및 연락처 등

6) http://www.mlit.go.jp/jutakukentiku/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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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상
호수

주택 리폼 긴급 지원 사업 예상 호수: 11,500호

안전 안심 리폼 추진 사업 예상 호수: 500호

현내

사업
예산

총 예산액 (2012) 15억 5250만 엔

1 사업 당 사업 지원비 조성률 전체 공사의 10%

1 사업 당 상한 한도 20만 엔

대
상

자

아키타 현 내에 사는 사람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자기 집을 가진 사람으로서(자기소유, 거주주택) 주택 개축
또는 리폼을 하려는 자

2. 부모 또는 자식이 있으며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을 증개축,
리폼 하려는 자

3. 부모 또는 자식의 소유 주택을 증개축, 리폼 하려는 자

4.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며 부모 또는 자식이 거주
하는 집을 증개축, 리폼 하려는 자

대상
주택

- 단독주택(병용주택의 경우는 주택 부분이 1/2 이상일 것)
- 맨션 또는 공동주택(전유専有부분만)

대상
공사

1. 증개축, 리폼에 필요한 비용이
50만엔 이상

2. 아키타 현내에 본점을 가지고 있는

건축업자 등과 공사청원계약을 맺은
경우

3. 2012년 4월 1일 이후 공사가 완료

되어야 하며, 2013년 3월 15일까지
완료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

이 외에
내진에 유효한 개축, 단
열, 저에너지 개선 수리

공사 및 배리어프리 개
선 공사에 필요한 비용
합계가 증개축에 필요

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
사비용의 1/2 이상인 것

표 4. 아키타 현 주택 리폼 조성 제도

구
분

주택시가지
총합 정비 사업

스톡활용형 주택
세이프티 넷
정비추진사업

주택 리폼 조성
제도

추
진
주
체

지방 자치단체, 독립행정
법인, 도시재생기구(UR),
지방주택 공급공사,
민간 사업자 등

국토교통성,
사업시행자(민간)

지자체,
사업시행자(민간)

목
적

주거 안전성 향상, 거주지
환경 개선, 양호한 주택

공급 촉진 등

기존 스톡의
정비 후 활용

기존 스톡의 민간
정비시 지원

지
원
대
상

노후주택이 50호 이상인
주택 시가지(지구) 대상

1호 이상 빈집이
있는 임대 주택
(바닥면적
25㎡이상)

개인 주택 대상

사
업
내
용

노후 건축물의 제거·개축,
지구 시설 정비 실시,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춘

주택 공급 촉진

내진 개선공사,
배리어 프리공사,
에너지 절약 공사

주민 거주환경의
향상

표 5. 각 지원 제도의 특징 비교

1978 주환경 모델 사업 창설(비법정)

1982 목조 임대 주택 지구 종합 정비 사업 창설(비법정)

1994
위의 2가지 사업을 통합 하여
“밀집 주택 시가지 정비 촉진 사업” 창설(법정)

1997
밀집 시가지에 있어서의
방재 가구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법정)

2003
개정 밀집 시가지에 있어서의

방재 가구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법정)

2004 밀집 사업을 “주택 시가지 종합정비사업”에 통합(법정)

표 6. 밀집주택 시가지 정비사업의 변천과정

등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사비용의 일부를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보조 대상이 되는 사업은 지자체별로 적용 기

준이 다르며 보조 금액 즉, 보조금 조성률도 지자체에 따

라 매우 다르다.

아키타 현 리폼추진사업의 예를 살펴보면 리폼조성제

도도 주택리폼 긴급지원사업과 안전 안심 리폼추진사업

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3.4. 소결

3장의 연구결과 일본의 노후 주거지 재생 지원 정책의

경우 주거지의 노후 정도 및 사업 주체 등에 따라 지원

제도가 세분화되어 각 주거지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 스톡의 정비 시 배리어프리 공사 지원 및

주택보호 배려자 입주 의무 조건 규정 등 단순 정비 지

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의 사

회적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지원제도를 구축 시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다.

4. 노후주거지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지표

4.1 국토교통성의 지원시스템 및 지표의 특성

기존 노후 시가지의 재생에 있어 국토교통성은 각 주

거의 성격 및 정비 목표에 따른 정비 수법을 채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앞서 지원정책에서 밝혔듯이 대표적 수

법으로 주택 지구 개량 사업, 주택 시가지 총합 정비 사

업 등이 있다.

이 중 주택 지구 개량 사업은 1960년 제정된 주택 지

구 개량법에 의해 실시되며 해당 사업 지구 내 불량 주

택의 전면 철거 후 개량주택 즉, 공동주택 건설 및 공공

시설 등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지구개량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0.15ha 이상,

불량주택호수 50호 이상, 불량주택7)률 80% 이상, 주택밀

도 80호/ha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 사업은 기

성 시가지의 주 환경 향상, 도시 기능 갱신 및 도시 경관

형성을 위한 주택 정비 및 공공시설 정비 사업에 해당하

며, 주택 정비, 공공시설 정비 등의 종합적 실시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및 도시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주택시가지 정비 총합 지원 사업

과 밀집 주택 시가지 정비 촉진 사업으로 다시 세분화

할 수 있다.

그림 6. 국토교통성의 노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체계

이때 주택 시가지 정비 총합 사업의 정비 지구 요건은

첫째, 중점 정비 지구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지구,

둘째, 정비 지구의 면적이 5ha이상일 것(중점 공급 지역

은 2ha이상), 셋째, 원칙적으로 주택 호수 밀도가 30호/ha

이상 지역에 해당할 경우로 정리될 수 있다.

2004년 주택 시가지 총합 정비 사업으로 통합된 밀집

주택 시가지 정비 촉진 사업의 경우 노후 밀집 주거지,

공공시설이 부족한 주택 시가지를 대상으로 부분 철거

및 재정비를 통해 주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7) 정령으로 정해진 구조 및 설비의 불량도가 100 이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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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대상사업 내용 직접보조 간접보조
주요
보조율

대상

거점형 연도형 밀집형내진형

정비 계획
제정 사업

정비계획작성 정비 계획 작성을 위한 현황 조사, 기본 구상 작성
지방공공단체
도시재생기구
지방주택공사

- 1/3 ○ ○ ○ ○

사업계획작성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현장 측량, 권리 관계 조사, 사업계획 작성 -
1/3
1/2

○ ○ ○ ○

개발추진계획작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행자 간 사업시행 조정 - 1/3 ○ ○

마치즈쿠리협의회
등 활동 지원

마치즈쿠리 협의회의 활동 지원 - 마치즈쿠리 협의회 ○ ○

추진사업

블록 단위 실행 계획 작성 / 방재 가구 경과구 정비조합, 지역 협
의회 등의 사업 보급 활동 촉진 / 시행자 등이 실시하는 관계자와
의 조정업무 및 현재 사무소 설치 / 재건축 촉진 사업 계획 작성
재평가 등 사업 평가

지방공공단체
도시재생기구
지방주택공사

방재 가구 계획 정비
조합, 방재 가구 정비
추진 기구, 지역 주민
협의회 , 민간 사업자

1/2
1/3

○ ○

저·미 이용지 유효
이용추진계획 작성

저·미 이용지 유효 이용 및 도시 재생의 민간 유도를 위한 조사,
코디네이트 등 도시재생기구

-
1/2
3/4

한정하지 않음
추진 계획 작성 밀집 시가지 조사, 코디네이트 등 - 2/3

도시, 거주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작성

도시, 거주 환경
조정기본계획작성

도시, 거주 환경 조정 기본 계획 작성 지방공공공사 - 1/2

사업추진
코디네이터

도시, 거주 환경 조정 중점 구역의 코디네이트
지방공공단체
도시재생기구

지방주택공사 1/2

시가
지
주택
정비
사업

공동
시설
정비

조사설계계획 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지반 조사, 기본 설계 및 건축 설계

지방공공단체
도시재생기구

지방 주택 공사
민간 사업자

1/3 ○ ○

토지정비
이전부터 있었던 건축물 및 이에 부속하는 공작물의 제거 및 이전
또는 가설 점포 설치 등

1/3 ○ ○

공동시설정비
주택 등에 연계된 통로, 주차시설, 아동 보육 시설, 녹지 및 광장,
급수 시설, 배수 시설 및 그 외 공급처리시설, 공용 통행 부분 등

1/3 ○ ○

공공
공간
정비

공공공간정비
주택 건설에 수반하는 시가지 주택 등의 정비 사업자가 실시하는
관리상의 담보 조치가 있는 도로, 공원, 급배수 시설 등의 정비

1/3 ○

공개공지정비
주택 건설에 수반하는 시가지 주택 등의 정비 사업자가 실시하는
관리상의 담보 조치가 있는 공지 정비

1/3 ○

역 시설 정비 역의 신설/개량에 필요한 시가지 주택 등 정비사업자 부담 1/3 ○

거주
환경
형성
시설
정비
사업

노후 건축물 제거 밀집 시가지의 노후 건축물 제거

지방공공단체
도시재생기구
지방주택공사

지방 주택 공사
1/2
1/3

○

지구
공공
시설
정비

시가지경관
형성시설

전선류의 지하 매설, 전파장해 방제 시설, 역냉난방 시설, 지역 생
활 기반 시설 및 지구 공공 시설에 부속된 재배·녹화 시설,캐스케
이드, 색조 포장·석층계, 조명 시설 및 스트리트 퍼니처·기념비등

민간 사업자

1/2
1/3

○ ○

환경공생시설
빗물 침투 시설, 컴포스트(compost)등 , 빗물 등 유효 이용 시설,
태양 에너지 이용 시스템

1/2
1/3

○ ○ ○

복지공간
형성시설

지역생활기반시설 및 지구공공시설에 포함되는 보행지원시설/장애
인 유도시설, 옥외/옥내 이동시스템, 이동시스템과 함께 정비되는
광장, 공지, 아트리움, 홀, 라운지, 화장실 등 공공을 위해 공개된
공간, 이동네트워크의 일부를 형성하는 신체장애인용 주차 시설 등

1/2
1/3

○ ○

표 7. 주택 시가지 총합 정비 사업 보조 내용

대상 구역 면적 환산노후주택호수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얻은 정비 계획 구역 내
1ha 50호 이상

중점 공급 지역
0.5ha이상 25호 이상

유도 정비 지구

표 9. 밀집 주택 시가지 정비 촉진 사업 대상 지구 기준

주택호수밀도(호/ha) 30~40 40~50 50~60 60~70 70~

환산 노후 주택
호수 비율 (%)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표 8. 밀집시가지사업 해당 지역의 주택밀도 당
노후주택환산 기준원칙상 주택 호수 밀도8)가 30호/ha 이상인 지역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3대 도시권인 수도권, 중경권

(나고야·아이치현), 케이한신(쿄토·오사카·코베)은 20/ha이

상, 중점 공급 지역9) 및 지방권의 경우 약 5/ha 이상, 방

재 재개발 촉진지구10)를 위한 별도 기준이 존재한다.

또한 주택 호수 밀도 구분에 따라 지구 내의 주택 호

수에 대한 환산 노후 주택 호수 비율이 다음 단계에서

제시하는 비율 이상이라는 기준도 있다. 2010년 이후에는

기존 마치즈쿠리 교부금제도가 사회종합정비교부금제도

로 변경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재량으로 시가지 정비 및

지역 주택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8) 구역 내 주택의 호수를 면적(ha)로 나눈 값

9)「대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및 주택지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1975년 법률 제 67호) 제3조의 3 제 2항 제 4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 및 주택지의 공급을 중점적으로 도모해야 할 지역

10)「밀집 시가지의 방재 가구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1997년 법

률 제 49호)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밀집 시가지의 토지 구역 내의 각

가구의 방재 가구로서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시가지

의 재개발을 촉진해야 하는 지구

4.2 물리적·경제적 지원 시스템 및 지표

1) 주택 개량 사업

주택 개량 사업의 경우 주 사업 시행 주체가 지방 공

공 단체가 되며, 각 사업에 대한 물리적 보조율은 사업

내용에 따라 차별화된다. 그러나 주택 지구 개량법 제 25

조-28조의 항목(비용의 부담 및 보조)에 따르면, 사업 시

행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시행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가 필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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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계획 제정 시가지 주택 정비 거주 환경 형성 시설 정비

정비 계획 작성
사업 계획 작성
개발 추진 계획 작성
추진 사업 계획 작성
저이용지, 미 이용지
유효이용 추진 계획
작성
시가지 조사

조사 설계 계획
토지 정비
공동 시설 정비
공공 공간 정비
공개 공지 정비
역 시설 정비

노후 건축물 제거
시가지경관 관련시설 정비
환경 공생 시설
복지 공간 형성 시설
지역 생활 기반 시설
지구 공공시설
밀집주택 시가지정비
관련시설
가설 주택 설치

표 11. 주택 시가지 총합 정비 사업의 물리적 지원 지표

보조항목 보조율 한도액

정비

계획
책정
사업

A조사(정비계획 작성)직접 1/2 210천 엔/ha
B조사(사업계획 작성)직접 1/2,간접 1/3 5,000천 엔/ha

추진
사업

협의회 지원 직접, 간접 1/3
방재재개발촉진
지구 연6,000천엔

/ha*10년
그 외 연 3,000천
엔/ha*5년

재건축 촉진
사업 계획 작성

직접 1/2,
간접 1/3

추진계획작성(도시기반
정비공단에 한정)

간접 2/3 1,500천 엔/ha

지구

정비
사업

노후건축물 제거
직접 1/2,1/3
간접 1/3

표준 제거비
있음

토지정비/도로정비
보육시설 정비/지구

기설등 용지취득작성
/집회소 설치공사/
방재관련 시설 정비

측량/조사/설계

직접 1/2,1/3
간접 1/3

일부 한도액
있음

가설주택 설치 직접, 간접 1/3 한도액 있음

재건축
촉진사업

조사설계계획,
공동시설정비

직접, 간접 1/3
건물 타입에 따라
보조 내용 한정

집세대책보조 직접, 1/2, 1/4 -
내진개선
촉진사업

간접 1/3 한도액 있음 -

임대주택
집세대책
보조사업

직접, 간접 1/2 - -

표 13. 주택시가지 총합정비사업(밀집주택 시가지 정비형)

경제적 지원 지표

정비 계획 수립 정비 계획, 사업 계획

시가지주택등 정비 조사 설계 계획, 공동시설의 정비,
공공 공간 정비, 공개 공지 정비

거주환경형성 시설정비 노후 건축물 제거, 지구공공시설 정비

건축 촉진 제거, 조사설계 계획, 공동시설 정비

내진성 개선 촉진 내진 설비 등

방재 가구 정비 조사설계 계획, 토지정비, 공동시설 정비

관련 공공시설정비 도로, 도시 공원, 하수도, 하천 등

도시재생 주택정비 조사설계계획, 종전 거주자용 임대주택정비

거리 환경 정비 지구시설, 경관 시설 정비

공영 주택 정비 공영주택, 특정우량임대주택,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정비

주택지구 개량사업 주택지구 개량사업, 개량주택등의 개선사업

표 12. 주택 시가지 총합 정비 사업의 교부금 지원

그림 7. 사회총합정비교부금 신청 흐름

용의 일부를 보조율 한도액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또

한 불량 주택 제거를 통해 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

을 경우 수익자 부담금 형식으로 필요비용 전부 또는 일

부 부담을 시킬 수 있다.

경제적 지원측면의 경우 불량 주택 및 부지 매수부터

주택 건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가 보조가 이루어지

며, 건설된 개량 주택은 지방 공공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지표 내 용 국가 지방공공단체

물
리
적

불량 주택 철거 1/2 1/2

분양개량주택의 공공시설정비
조사 설계 계획

1/3 2/3

정기차지권 형식의 분양 개량주택의

부지정비 공공시설, 지구 시설 정비
2/3 1/3

경
제
적

불량주택매수/일시수용시설 설치 1/2 1/2

개량 주택(임대)건설
개량 주택 건설 용지 취득 조성

2/3 1/3

표 10. 주택 개량 사업의 물리적·경제적 지원 지표

2) 주택 시가지 총합 정비 사업

주택시가지 총합정비사업의 시행 시 사업 주체는 지방

공공 단체, 도시 기반 정비 공단, 지방 주택 공급 공사,

민간 사업자(NPO 법인 포함) 등이 해당되지만, 정비 계

획의 책정은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게 된다.

경제적 지원측면에서는 각 사업추진 시 정비계획 및

시행 전반에 걸쳐 국가보조 및 지방공공단체의 보조율이

정해져 있으며, 사업형태에 따라 지원지표가 다르다.

특히 노후거주지의 재생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밀

집 주택 시가지 정비형의 경우 주민에 의한 마치즈쿠리

협의회의 지원은 교부금 대상이 아니며 공동 주택 건설

시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가설 주택의 설치가 지원된다.

또한 재건축 촉진비 및 월세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4.3 사회종합정비교부금의 지원

4.1장에서 밝힌 ‘사회종합정비교부금’ 제도는 시가지 정

비, 도시 안전성, 지역 주택 지원 등의 정책 목적을 가진

경우 지방 공공 단체가 작성한 정비계획에 기초하여 사

회 자본 정비(Hard) 및 소프트(Soft)한 사업을 종합적, 일

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즉 교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0년 3월 첫 시행되었으며 전체 예산은 2.2조엔

(2010, 일반회계), 2011년 예산 1조 7,539억 엔, 2012년 예

산 1조 4,359억 엔11)으로 개별로 지급되었던 보조금을 하

나의 교부금에 원칙 일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월금

등에 대한 절차나 수속 등의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지방

공공단체의 자유도가 높아져 각 지방에 적합한 사업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지역 정책 과제의 해결을 위해 각 지방

자치단체 등이 새로이 작성한 정비 계획에 기초하여 394

억엔을 배분하였으며, 192개 사회 자본 종합 정비 계획이

11)国土交通省(2012)、社会資本整備総合交付金関係予算配分概要、p.1



일본의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원정책 및 지표연구

大韓建築學會論文集 計劃系 제28권 제11호(통권289호) 2012년 11월 191

지 표 정 의
종전
2010

목표치
2015

배리어프리화된
부(府)영주택 비율

부영주택 전체에 대해 배리어
프리화된 주택 비율

41% 50%

내진성을 달성한

부영주택 비율

부영주택에 있어 내진성을

달성하는 주택 비율
74% 90%

내진성을 달성한
주택 비율

전체 주택에 대한 내진성
달성 주택 비율

78% 90%

주택 시가지 기반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 호수

주택시가지기반정비사업의 대
상 단지에서의 주택공급호수

3,900호 7,800호

표 14. 오사카부지역의 지역주택게획 목표 정량화 수치

그림 9. 사회총합정비교부금 지원에 의한
오사카부 주택총합정비계획

그림 8. 사회총합정비교부금의 개요

제출되었고 이중 신규 사업에 관한 계획이 129개, 미 배

분된 신규 사업과 지속사업 등이 합쳐진 계획이 63건 제

출되었으며 계획을 제정한 지자체는 총 418단체12)이다.

교부 대상은 각 지방 자치단체이며, 교부금 지급기간은

3~5년 내외로 교부대상 사업 등은 교부금 요강으로 정해

져 있으며, 기간 사업, 관련 사회 자본 정비사업 등이 주

요 대상13)이다.

기간 사업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그 효과를 증진시키

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효과촉진사업)에도 교부되는데,

이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등 경상비용

은 제외하며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이 중 주거 환경의 개선에 관련된 사업의 경우 국토 교

통성에서 제시하는 교부 요강의 기간 사업에 해당하며,

총 16개의 세부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4)

2010년 첫 시행된 사회종합정비교부금 제도는 각 계획

당 소요 기간으로 통상 3~5년을 예상하고 있어 2012년

현재 아직 개별 사례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으

나, 2011년 사업 실시를 시작한 오사카 부의 제출 계획서

(예)의 경우 계획 명칭, 사업 주체, 기간, 현황, 과제, 목

표, 목표의 평가지표,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개요, 경비,

관련 도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표와 방향

을 살펴볼 수 있다.

12) 2010년 계획제정 지자체수는 도도부현이 43, 정령시가 13, 시정

촌이 362로 총 418단체이다. - 국토교통성,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체계 예산 배분 (2010)

13) 国土交通省(2010),社会資本 整備総合交付金（仮称）について、p.2

14) 国土交通省(2012)、社会資本整備総合交付金交付要綱 附属第１編　

基幹事業 p.20~23

사회자본총합정비계획에 따라 지역주택계획을 시작하

게 된 오사카부는 고도성장기 시기에 인구가 대거 유입

되어 공적 주택의 대량 공급을 우선 목표로 하였으나 도

시 기반의 정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밀집

시가지 증가, 급증한 목조 임대 주택의 노후, 내진성 향

상, 인구 고령화, 거주의 질 향상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안

전하며, 친환경적인 거주지, 활력과 매력이 있는 거주지

를 위한 목표를 달성코자 정량화된 수치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세이프티 넷을 구축하고, 주택이 필요

한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응하고, 공적 임대주택과 기존

스톡의 활용을 확대코자 함이다. 더불어 건축물과 주택의

내진화, 환경을 배려한 주택, 건전한 주거환경 관련 사업

을 활성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도록 정량화되어 있다.

4.4 기타 지원 시스템

물리적, 경제적 지원 외에도 밀집 주택 시가지 정비 촉

진 사업 구역 내에서 주택의 재건축 등을 하려는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 자금 계획, 조성 제도 등을 조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거주환경 만들기/마을 만들기

협력원 제도(住まいづくり・まちづくり協力員制度)”로 무

료이며, 협력원으로 등록된 민간 기업 등이 어드바이저가

되는 것이다.

도쿄도 방재, 건축 마치즈쿠리 센터와 오사카부의 마치

즈쿠리 센터 및 전국 시가지 재개발 협의회 등에서 민간

회사의 모집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오사카부의 경우 한

신 아와지 대지진 이후 목조 건물의 내진성 정비 추진에

주목하고 있으며, 본 제도에 대한 요강을 제정하는 등 적

극적인 태도로 활동하고 있다.15)

그러나 무료 상담이 유료 영업 행위로 이어지는 사례

가 나타나거나, 협력원 등록시에 필요한 강습회, 강연회

횟수 및 등록 금액 4만엔에 불만을 가지는 민간 기업이

생기는 등의 문제점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15)- 마치즈쿠리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 재건축에 관한 법령, 조성, 융자, 세제 등 상담 및 정보 제공

- 재건축 목표가 되는 건물계획 및 자금계획 등 대략적인 안작성

- 가구단위에서의 정비와 연결되는 경우 추진 센터와의 연계조정

- 공동 재건축에 관한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의 조정

- 앞 항목의 내용 이외의 재건축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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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주택16) 14동 152호 ※건축시기(1961~1966) / 빈 집(전체 약 60%)
목조
아파트 12동 239호

단독
주택 5동 5호

연립
주택 2동 3호

계 33동 399호

표 15. 사업 전 주택 형식

그림 10. 일본의 노후 주거 환경 정비 제도

이 외에도 “하우징 어드바이저(Housing Adviser)제도

가 있는데, 오사카 등 지방 공공단체의 재량으로 설치된

제도로서 오사카 민간 노후화주택 재건축 지원 사업(타테

카에 서포팅 21)에 도입된 것이다. 지역 내 민간 노후 주

택의 재건축 지원 사업 시행 시 파견된 전문가에게 조언

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오사카의 경우 지역 내 단

독 재건축의 경우 최대 2번까지, 공동주택이나 협동 건축

의 경우 기본 구상 작성까지 최대 6번, 파견된 전문가에

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5. 소결

비법정 사업17)과 철거 중심의 법정 사업18)과의 병용

형태로 이루어졌던 일본의 노후주거지 정비 사업은 기반

법률의 제정19)과 그에 따른 사업의 도입을 통해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책임 소재의 명확화와 계획 중심의 정

비 사업20)이 가능해졌다. 정비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목조 주택21)이나 재난의 방지22) 등 특정 대상 또는 목표

를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에서 점차 다양한 형태의 노후

주거지 대상23)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상을 세

분화하여 제도 내에 명시함으로써 각 대상의 특성에 적

합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비 방향의 경우 전면 철거 위주의 사업에서 부분 철

거 및 재정비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한 기존 스톡

을 재정비하여 활용하는 등의 사업이 최근의 노후 주거

정비 경향이다. 또한 가장 최근 제정된 사회 총합 정비

교부금 제도를 통해 점차 지자체의 재량을 인정하는 형

16) 관서지방에서 전후 및 고도성장기 (1950~1960년대)에 주로 건설

된 집합주택을 말하며 2층 목조주택 형태다. 현재는 노후화 및 방재

문제 등이 관서지방 주택 정책의 주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1995

년 한신·아와지 지진 당시 많은 문화주택이 붕괴하는 일이 발생했다.

17) 住環境整備モデル事業 (1978）

18) 不良住宅地区改良法(1927), 住宅地区改良法 (1960) 등

19) 密集住宅市街地整備促進事業制度要綱 (1994)

20) 密集住宅市街地整備促進事業 (1995)

21) 木造賃貸住宅地区総合整備事業 (1982)등

22) 耐火建築促進法(1952), 密集市街地における防災街区の整備の促進

に関する法律 (1997) 등

23) 住宅市街地総合整備事業 (2004)의 연도형, 거점형, 밀집형, 내진

형 사업을 의미한다.

태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노후 주거지 지원 시스템은 지원 대상을 세분

화하여 각 주거의 형태, 특성 등에 적합한 정비를 적용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사업 시행 시 주체별 역할 분담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비 전 정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물리적 현황

조사 뿐 아니라 민간 유도와 관계 조정 등 통합적 지원

책을 마련하여 계획 단계에서 현실성 있는 판단이 가능

하며, 특히 실제 정비 과정에 있어 물리적,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주민을 위한 어드바이저 제도 등 사회적 지원

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이다.

5. 히가시 오오토시 지구 사례를 통한 시사점

앞서 연구된 정책 및 지표가 실제 적용된 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성과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밀집 주택시가지 정비 사업(현재 밀집형으로 통

합)의 예를 분석하고자 하며, 사업의 과정 및 특징을 파

악하기 위해 제도 대표성, 실제 정비 시의 제도의 적용

및 평가(법정 사업 중심), 단독 정비가 아닌 일체적 정비

를 실시한 지구인지를 기준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오사카부 히가시 오오토시 지구는 1983년 정비 사업

제도의 도입 이래 처음으로 목조 임대 주택 밀집지구 정

비사업으로 건설 대신의 승인을 받은 지역이다. 1986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지구면적 7,000㎡(0.7ha),

사업비 총액이 396,021,000엔 규모로 ‘네야가와시’가 사업

주체였다. 그러나 정부, 공단, 민간 등 모두가 참여하였으

며, 각 주체가 역할 분담을 통해 의견 조정을 실시하여

정비를 마친 사업으로 노후화된 주택뿐 아니라 공공시설

을 포함한 주 환경의 일체적 정비를 이룬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24)

오사카부 네야가와시 히가시 오오토시지구는 1950~60
년대 고도경제성장시기에 오사카로 대량 유입된 노동 인

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목조 아파트 30동, 약 400호

가 사회 기반 정비 미흡인 채 노후화, 스프롤화 되어 있

는 상태였으며, 이 중 공실율은 60%에 달했다. 따라서 사

업의 목적은 공공시설 정비와 목조임대주택의 양호한 재

건축 촉진 등 종합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24) ‘정부’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정비와 기존 노후건물의 철

거 및 재건축을 담당했고, ‘공단’은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를 취득
하여 공단임대주택과 민간과의 공동 재건축을 실시했다. 주택 또
는 토지소유주로서 민간은 적극적인 공동 재건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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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정비 전 정비 후

시설
관련

도로(m2) 900 1,350
공원 0 500
택지 6,200 5,250

계(사업구역) 약 7,100 약 7,100
공용
면적

공공용지율(%) 12.7 26.1
택지율(%) 87.3 73.9

주택

관련
호수(호) 399

① 공단재건축 존: 30
② 민간재건축 존:
1 존 26 / 2 존 19
4 존 14 / 그외 28
소계 87

117

호수밀도(호/ha) 562 165

표 16. 정비 후 전후 대조

그림 14. 사업 후 건물 배치도 및 공동 재건축 후

출처: 全国市町村再開発連絡協議会(http://www.saikaihatsu.gr.jp/)

그림 13. 사업 진행에 따른 지구 변화 과정
출처: UR 都市機構(2007), UR 都市機構の密集市街地整備

그림 11. 사업 진행 순서 (zone)

총 5개 사업 단계 ZONE(4개의 존과 1개의 공공시설

구역/예산문제 포함)으로 나누어 연쇄적으로 진행되었는

데, 지구 내 주택・토지 소유주 몇 명이 공동 재건축을

상담하기 위하여 시를 방문하면서 사업이 결정되었다.

시, 도시 공단(현 UR도시기구), 주택・토지 소유주의

세 주체로부터 사업 진행이 합의되었으며, 목표는 생활

도로 정비 및 보도 확보, 광장이 전체의 60%에 달했다.

사업의 진행은 순

차적으로 이루어졌

다. 먼저, 연합회에

서 공동화 협의와

함께 시에서 0.7ha

정비 계획을 작성하

였고, 밀집 사업의

지구 지정 및 정비

계획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지구 중

심부의 전출희망용지를 공단이 일괄 구매하여, 철거한 후

공단 zone으로 하여, 도중 임대주택경영으로 전환한 일부

주택 토지 소유주와 공동화 계획을 시행하였다. 이 당시

최초로 2중벽(합벽)형식을 적용하게 된다. 앞서 계획된

사례가 모델이 되어 제 1존의 3명이 토지 교환 분합을

통해 공동화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뒤이어 제 2 존의 3명

이 공동화작업을, 제 4존이 이어 단독, 협동 재건축을 착

수하였다. 이후 공원이 완성되었는데, 이 사이 순차적으

로 가로, 상하수도 정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끝으로 제 3

존의 2명이 공동화를 이루었다.

그림 12. 사업 진행도

사업진행 결과 같은 구역 면적 내에 도로, 공원 등이

새로 정비되고 택지 비율은 줄어들면서 공용 사용 비율

이 증가(12.7%→26.1%)되었으며, 주택 호수는 기존 399호

에서 117호로 축소, 호수밀도(호/ha)는 562에서 165로 감

소하게 되었다. 또한 공동건축 방식으로 2중벽, 합벽 형

식의 재건축이 이루어졌다.

정비 사업의 진행에 있어 히가시 오오토시 지구의 가

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노후 연립 목조 주택 블록

이 공동·협조 형식으로 재건축되면서, 초기 목적이었던

재해 방지 이외에도 주민 및 지자체간의 마찰이 감소되

는 등의 효과가 있었으며, 주민이 요구했던 부족한 공공

공간 등이 정비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히가시 오오토시 지구 사례는 지구 내 일부 주민의 요

청으로 시작하였으나, 지구 내 노후 목조 주택이 밀집되

어있는 상황에서 재정비를 시행할 경우 주택 소유주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했으며, 재정적 부담 역시 주요 과제였

다. 이에 사업 지구가 각 주체별 즉, 지자체, 공단, 민간사

업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정비가 추진되었다.

먼저 공단이 선행 정비를 시행하였고, 이를 모델로 하여

주민간의 의견 수렴 및 건체 공동화가 이루어졌다. 정비

계획 추진 및 실제 정비 사업의 시행 과정에 있어 밀집

시가지 정비형 주택시가지 종합정비사업(밀집형)의 내용

에 기초하여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재

정적 책임 역시 정비사업제도에 기반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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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구흐름도 및 시사점

6. 결 론

주거환경의 질 향상과 노후 주거지 재생, 기존 거주자

의 재정착 등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관

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였다. 국내에서는 점차 저층주거

지 재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물리적 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거주민을 위한 지원지

표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노후 주거지 및 노후 주택의

물리적 재생을 위한 지원정책 및 지표를 분석하여 시사

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향후 국내 노후 주거

지 재생을 위한 지원지표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주거현황 및 개선과제를 선 고찰 하

였으며,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사업을 살펴보았

다. 대표적으로 ‘밀집 시가지 등의 주 환경정비’의 주택시

가지 총합정비사업과 ‘기존 스톡을 활용한 주택정비지원’

정책, 지자체 차원의 ‘주택 리폼 지원 사업’을 연구하였다.

노후 주거지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지표는 물리적·경

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 지구 개량 사업, 주택

시가지 총합 정비 사업. 밀집 주택 시가지 정비형 사업을

고찰하였으며, 이 외에도 거주환경 만들기/마을 만들기

협력원 제도 및 하우징 어드바이저 제도를 통해 보다 효

과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앞서 정리한 지원정책과 지표를 적용한 실제 사

례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실현성 있는 정비 계획 작성을 통한 정비 목표의

달성이 가능했고 둘째,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지표

가 수립되었으며, 셋째, 이에 따라 국가, 지방 공공단체,

관련 공단 및 민간 사업자 등 각 주체가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여, 의견교환 및 재정적 분담을 명확히 하게 되었

다. 넷째,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및 주택 정비시에 나타

날 수 있는 소주유 간, 또는 소유주 대 지자체나 국가 사

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감소, 유연한 주거지 정비가

가능해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노후 주거지 및 노후 주택의 보다 합

리적이고 현실적인 재생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마련

해야할 지원정책 및 지표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국

내 거주자의 주거수준과 거주 환경을 고려한 지원시스템

을 구축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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