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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interest in Modular Prefabricated Housing for the residential regeneration has increased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types of modular housing system in various aspects and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cases of the modular housings in Japan, which are made by Daiwa, and to examine the application directions to the 
modular housing for the for the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First, the policy and status of the modular housing in Japan and  the 
characteristics were understood through representative cases. Finally, we proposed the direction and possibility of domestic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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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도시화로 인해 도심 속 주택보급에 대한 요구(needs)가 확대되고, 보다 저렴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주택유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적 현상에 따라 1~2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0년 이후 국내·외 모듈러 주택(Modular 

House, Prefabricated House)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SH) 도시연구원과 건설기술평가원(KICT)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 연구진이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기술개발 및 실증단지구축(2013-2017)’과제가 진행되기도 하

였다. 또한 향후 3년 동안 중·고층 모듈러주택에 대한 연구는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제작

(Prefabricated)과 유지보수(Management), 재활용(Reuse)이 중요한데 국내 시스템(공장제작)은 이를 뒷받침해 주기에 미흡

한 상황이며, 주택 수요자의 인식 전환도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와 달리 일본은 다이

와(Daiwa), 세키수이(Sekisui), 미사와(Misawa) 등 모듈러 주택사업에 오랜 기간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며, 이들이 만

든 자체브랜드와 유지보수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거주자들의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주택을 사고팔며, 거주하는데 익숙하

고 자신의 모듈러 주택에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주택시장이 국내 상황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분

명 모듈러주택은 소형주택과 저렴주택, 노후화된 기성주거지의 재생 등에 적용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일

본의 모듈러 주택 사례를 분석하여 건축적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1.2 선행연구

최근 일본의 주택 제작업체들은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주택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

식하고, 모듈화된 공간을 조합하여 구매하는데 익숙해진 소비자의 의식구조변화도 큰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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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본의 모듈러 주택회사로는 세키수이(Sekisui Chemical) 즉, 1971부터 세키수이 하임(Sekisui Heim)이라는 브랜드로 알

려진 회사가 있다. 또 다른 회사로 1967년 창립된 미사와(Misawa Homes), 1963년부터 파나소닉 그룹에 속해있던 파나홈

(PanaHome)등이 있다. 이외에도 산요(Sanyo Homes), 다이와(Daiwa) 등이 있는데, 최근까지 모두 첨단 자동화시스템으로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발전하고 있다. (Noguchi, M. 2011)   

2. 일본의 모듈러 주택의 사례개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일본의 다양한 모듈러 주택회사 중 다이와(Daiwa)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이

후 시공된 사례 12개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모듈러 주택의 특성상 지어진 대지위치 및 규모보다는 내부공간의 조합

방식 및 특성과 규모별 특장점 등을 분석하였다. 

Daiwa가 공급한 주택의 상품명은 xevoΣ(지보시구마)로 2015~2016년에 시공된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대상은 아래 [표1]과 같다. 아래 9개의 사례는 1~2층 규모로 구조는 대부분 경량철골이나 목재패널 공법으로 만들어졌다. 

모듈러 주택의 특성상 시공된 지역이 매우 다양하며, 대지 면적 또한 158~487 까지 격차가 있었으며, 용적률 또한 지역

의 제도적 특징 및 층(규모)에 따라 약 30%~78%까지 다양했다. 모듈러 주택은 단독 주택형으로만 제공되지는 않는다. 

Division Daiwa 01 Daiwa 02 Daiwa 03 Daiwa 04 Daiwa 05 Daiwa 06 Daiwa 07 Daiwa 08 Daiwa 09
Site 훗카이도 오카야마 아이치 야마쿠치 도쿄 치바 오카야마 와카야마 치바현

Residents 부부
부부+자녀

3
부부+자녀

2
부부

부부+자녀
2

부부+자녀
2

부부 5인가족

Construction Dec.2015 Aug.2016 April.2016 Aug.2015. Mar.2016. April.2016 Jan.2015. April.2016. July.2016.

Custom xevoΣ xevoΣ xevoΣ xevoΣ xevoΣ xevoΣ xevoΣ xevoΣ 
沼台II 

분양주택

개요

Site 
Area
( )

391.95 ㎡ 486.88 ㎡ 248.76 ㎡ 369.63 ㎡ 195.16 ㎡ 284.34 ㎡ 409.08 ㎡ 330.34 ㎡ 157.68 ㎡

연면적
(㎡)

1층 : 
97.45㎡
2층 : 
58.87㎡

1층: 110.94 
㎡
2층: 76.40 
㎡

1층: 82.96 
㎡
2층: 60.11 
㎡

-

1층: 91.57 
㎡
2층: 80.64 
㎡

1층: 71.79 
㎡
2층: 60.94 
㎡

1층: 109.96 
㎡
2층: 82.89 
㎡

-

156.32㎡ 187.34 ㎡ 143.07 ㎡ 114.26 ㎡ 172.21 ㎡ 132.73 ㎡ 149.19 ㎡ 192.85 ㎡ 122.72 ㎡
용적률

(%)
39.88% 38.47% 57.51% 30.91% 88.24% 48.68% 36.47% 58.38% 77.83 %

규 모 지상2층 지상2층 지상2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2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2층 

표1. 다이와 주택사례(단독주택형)

Case 01 Case 02 Case 03 Division Daiwa 10 Daiwa 11 Daiwa 12
Site 도쿄 치바현

Residents 818.28 ㎡ 797.88 ㎡ 888 ㎡

연면적
(㎡)

30.25 ㎡ ~ 
63.99 ㎡ 
(임대면적)

Stories
(Units) 지상6층, 28호 지상3층, 12호 지상3층Case 04 Case 05 Case 06

Structure 철근콘크리트 중량·경량철골 경량철골

Main
Images

Case 07 Case 08 Case 09

Source Daiwa House Industry Co.Ltd

표2에서 정리된 3개 사례는 앞의 [표1]의 9개 사례와 달리 연립주택타입으로 3층~6층으로 시공되었다. 세대(unit) 또한 

12~28개로 주로 임대주택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세대수를 고려한 구조 또한 목재패널공법이 아닌 철근콘크리트, 중량

경령철골 등으로 이루어져 단독주택 형과는 차별성을 보이며, 특히 주택 외에도 목욕탕, 상점 등의 커뮤니티시설 및 상

업시설을 연계하여 계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다이와 단독주택사례 및 연립주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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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공간 특성

모듈러 주택의 내부공간은 거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성하여 시공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각각의 사례별 공간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요구에 따라 층고(높이), 수납장, 방의 크기, 형식 등등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유형인 10, 11, 12번의 사례는 주택 외에도 목욕탕, 상점 등의 커뮤니티시설 및 상업시설을 연

계하여 계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Case 01 Case 02 Case 03 Case 04

특징
Ÿ 넓은 방과 좋은 채광 조건
Ÿ LDK는 종횡으로 공간이 

확장되어 채광을 확보

Ÿ 수평적 선의 조형미
Ÿ 2m 72cm의 높은 천장

Ÿ 깊은 처마와 수평적 조형성
Ÿ 큰 개구부
Ÿ 내부의 잔디정원
Ÿ 수납을 위한 소형가구
Ÿ 경사천창의 자연광

Ÿ 주택 개축
Ÿ 다다미 공간
Ÿ 테라스 이용
Ÿ 빔을 통한 공간

구분 Case 05 Case 06 Case 07 Case 08

특징
Ÿ LDK + 우드데크
Ÿ 개방적1층 공간
Ÿ 대용량 수납가구

Ÿ 거실과 주방공간을 위한 
칸막이

Ÿ 코너  시이용
Ÿ 발코니 배치

Ÿ 넓은 부지 분할
Ÿ 큰지붕과 실루엣
Ÿ 우드데크 이용
Ÿ 넉넉한 방 계획

Ÿ 2m72cm의 천장

Ÿ 다다미 코너
Ÿ 편리한 수납동선
Ÿ 평면지붕 실루엣

구분 Case 09 Case 10 Case 11 Case 12

특징

Ÿ 3LDK

Ÿ 2.72m의 천장
Ÿ 수납공간증대
Ÿ 효울적 가사동선

Ÿ 임대주택+목욕탕

Ÿ 방타입: 1R+LDK

Ÿ 용이한 접근성

Ÿ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목욕탕

Ÿ 임대주택

Ÿ 입체감있는 외관

Ÿ 지진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

Ÿ -180cm의 발코니

Ÿ 점포 병용형 임대주택

Ÿ 교통접근 편리

Ÿ 회반죽풍 외관

Ÿ 높은 차음, 방음

표3. 다이와 주택 내부공간 프로그램

Case 01 Case 02 Case 03 Case 04

Case 07

Case 05 Case 06 Case 08 Case 09

표3. 다이와 단독주택 평면 사례 (출처 : Daiwa House Group, http://www.daiwahou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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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최근 국내에서는 저층주거지재생의 활성화 방안이 활발히 논의 중이며 저렴주택 공급방안의 일환으로 단독주택형, 중고층 공동

주택형의 모듈러 주택을 개발, 상품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업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 구성의 특징 및 수직/수평적인 구조, 외부공간과의 연계방향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거주자 요구에 따른 공간의 자유로

운 구성, 수납공간의 확대, 상업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결합, 공기단축을 통한 시공비의 절약, 제로에너지 

시스템 등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1. 다이와 주택사례 01(수납공간의 다양화),04(높은 천장 구성),03(외부공간 및 자투리 공간 활용) 

출처 : Daiwa House Group, http://www.daiwahouse.com/

그림2. 다이와 주택사례 10,11,12(공용공간 및 저층부 활용) 출처 : Daiwa House Group, http://www.daiwahouse.com/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모듈러 주택의 상품화를 통해 꾸준히 제로에너지 주택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

으로써 국내 적용 방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국내에서는 일본과 달리 모듈러 주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요원인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단독주택의 경우 고급화와 보급형으로 양분되어 일반적 공급이 어렵다는 점이다. 고급화된 스틸하우스의 경우 인테리어에 

치중하여 도심외곽에 공급되어 왔는데, 도심의 주거지재생을 위한 주택모델로 재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급형의 경우 컨테이

너하우징과 같은 저렴주택으로 인식되어, 소외계층을 위한 임시주택으로 공급되는 등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숙사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의 경우, 초기비용이 기존 건식건축물과 큰 차이가 없어서 공공을 

중심으로 발전, 확대되고 있다. 모듈러주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초기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주택수요자에게 모듈러주택은 저렴하고 거주하기 힘들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내부공간의 자유로운 조합과 구

성, 시공기간의 단축, 유지보수의 편리성 등 장점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인식변화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노후화된 도심의 소필지에 우후죽순으로 재건축되고 있는 임대 주택들은 여전히 기존 RC구조 형태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형성되고 있다. 무분별한 재건축은 주거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향후 개선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기단축, 재료의 재활용, 유지보수의 편리함, 내·외부 공간 구성의 자유로움 등의 장점을 지닌 모듈러 주택의 다양한 주

거유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연구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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