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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한일의 공공 주택은 지금까지 표준 설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 속에서 확립 된 nLDK 

계획은 널리 보급되어있다. nLDK 계획은 핵가족이라는 특정 가족 형태에 대응하는 것이며, 

가족도 라이프 스타일도 다양 화되고 있는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는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독특한 주거 문화가 계승되어 온 제주에서는 다양성과 지역성이 양립 할 수 있는 

공공 주택의 계획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재편이 진행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의 거주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가족과 거주 관계를 만들어 온 오키나와의 

공공 주택 사례 계획 특징을 탐구함으로써 제주의 공공주택 계획을 위한 지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 다른 독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열대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제 2 차 세계 대전 후 1972 년까지 미국에 지배되었고, 다시 1972 년에 

일본에 반환되었다. 오키나와는 제 2 차 대전 때 많은 양질의 목조 주택을 잃고 양질의 주택 

재고 형성이 시급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키나와는 전후 27 년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 

된 독자적인 정책 (류큐 정부)에 의한 주택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을 지니고 있었기에 독자적인 건축계획론적 발전과 이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의 

흐름을 이어올 수 있었다. 1990 년대에는 오키나와 역시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핵가족이라는 특정 가족 형태의 양적 공급에서 저출산 · 고령화라는 사회 

지역성의 인식을 있는 공공 주택 들의 시도가 시작되었다. 또한 2000 년대에는 ‘프라이버시의 

그라데이션’ 이라고 하는 중간 영역의 개념을 건축 계획적으로 실현 한 주택단지 등 저출산 · 

고령화 사회를 단순한 노인이 많은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개인이 

늘어나는 사회로 인식하고 가족과 삶의 다양한 관계 형성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 계획이 

시도되어 왔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키나와 공공 주택 계획 변천을 탐구하는 것으로 공공 주택 정책 속에서 

오키나와의 지역성을 가진 공공 주택의 건축 계획적인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개인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특정 가족 형태 및 소득을 양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주택의 거주 복지 관점과 규모 등 물리적 자산으로만 인식하는 주거 환경 구축 

의 재검토도 향후 한일 공동 주택 계획의 과제로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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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서론 

최근 한일 모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2017 년 현재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를 맞이 하고 있다. 실제 고령화율은 14 %를 넘어 고령화 

사회 (aged society)에 접어 들었다(Fig.1).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율은 아직도 계속 상승하고 향후 

고령화 비율 상승률은 일본을 웃도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Fig.2). 이에 고령 사회에서 가족과 거주의 

관계는 앞으로 한일 양국 공통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주거 연구가 타카다는 "고령 사회"를 "노인이 많은 사회"로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생이 길어지는 사회 , 즉 '장수 사회'로 인식하는 관점이 필요로 하다고 정의 한다. 

개인의 인생이 길어지는 장수화가 진행하면 예를 들어, 정년 후의 기간이나 육아 종료 후 기간이 매우 

길어진다. 이 상황은 취학, 결혼, 육아, 취업 등 의 시기를 개인 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대폭 

확대 해 나가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장수 사회"로서 "고령화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평생 계획, 

라이프 코스를 자기 결정 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가족 · 지역 사회의 재편이 진행 

「고령 사회」에서는 새로운 가족과 거주의 관계를 고려한 주택 계획이 필요하고 nLDK 계획에서 탈피 

한 주택 계획의 방법이 요구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nLDK 계획의 표준 디자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던 공공 주택 계획에서 다양성에 대한 대응이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공공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일본의 주택 정책은 이미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공영 주택 

공급을 시작으로하는 주택 정책은 국가의 역할에서 지자체의 역할로 이동 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을 중시 한 주택 정책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에 관한 연구가 폭넓게 논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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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韓国の合計出産率と65国以上の高国人口比率

Fig.２ 韓国とOECDの65国以上の高国人口比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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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 공공 주택 공급의 중심 역할이 아직도 지자체 보다는 국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공공 주택 공급은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큰 이유로 지적된다. 

원래 한국의 주택 정책은 고도 경제 성장기에 민간의 주택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핵가족을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 할 수 있었지만 향후 주택 계획의 방향의 논의에 있어서는 

공공 주택의 공공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정책적으로도 주택 관련 금융제도, 후 분양제도 등 

직간접적으로 민간 주택 시장의 공급자 측을 응원하고 육성하는 흐름이었다. 이에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시장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일을 쉬운일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주택 보급률 100 %를 넘어서는 등 주택의 양적 충족이 달성 된 양에서 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공공 주택 공급에 의한 공공성 담보와 함께 미래에 양질의 주택 재고 형성이란 

관점에서 지역성의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분권 시대에 도서라고 

비슷한 거주 환경을 가진 오키나와와 제주의 공공 주택을 지역성이란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미래의 

주택 재고 형성이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의 공공 주택은 지금까지 표준 설계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그 속에서 확립 된 nLDK 계획은 널리 

보급되어있다. nLDK 계획은 핵가족이라는 특정 가족 형태에 대응하는 것이며, 가족도 라이프 스타일도 

다양 화되고있는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는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독특한 주거 문화가 

계승되어 온 제주에서는 다양성과 지역성이 양립 할 수있는 공공 주택의 계획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재편이 진행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의 거주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가족과 거주 관계를 만들어 온 오키나와의 공공 주택 사례 계획 특징을 탐구하는 것 제주의 공공 주택 

계획을 위한 지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본의 공공 주택 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일본의 공공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공영 주택법」이 있다. 공영 주택법은 지자체가 건설하는 

공공 임대 주택 건설에 국가가 보조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결정하는 법률이다. 국가의 세금을 직접 주택 

건설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가장 공공성이 요구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종전 직후 전쟁에 의한 주택의 

멸실, 해외에서의 귀환 자 증가, 전시 중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주택 부족 수는 420 만 가구에 

달했다. 이를 위해 1945 년 9 월에 내각에서 결정된 이재민 도시 응급 간이 주택 건설 요강에 따라 

국고 보조 응급 간이 주택 (월동 주택)의 건설이 이루어졌다. 1946 년부터는 주택 재건축 사업은 공공 

사업으로 실시 해야 한다는 의무로 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고 보조 서민 주택의 건설 

제도로 정착하였다. (야기, 2006). 

공영 주택 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주택을 건설 하여야 

하며, 주택에 곤궁 한 저액 소득자에게 임대하는 것 ② 임대료 산정은 건설비의 감가 상각 등에 기반 

원가 방식으로, 제 1 종 공영 주택 외에 임대료를 지불 할 수 없는 정도의 저액 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 2 종 공영 주택을 마련하는 것, ③ 입주 자격으로 일정한 수입을 정할 것, ④ 1952 년 이후 

매 3 년 각 1기로 공영 주택 건설 3 개년 계획을 정하는 것 등이다. 

이에 공영 주택 제도는 당초 제도가 성립 된 때에는 대상자를 국민의 80 % 정도로 폭넓게 설정되어 

있었지만, 그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아래에서 33 % (1/3) 이하의 저 소득자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소득을 기준으로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곤궁에 대한 거주 지원으로 그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공영 주택에는 1 종, 2 종의 구별이 되었고, 1 종은 소득이 33 % (1/3)에서 17 % (1/6)까지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2 종은 17 % (1 / 6) 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 공영 주택의 원가 임대 

제도는 1 동 1 동 경영을 생각하면 이해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지역 단위로 생각하면 다양한 모순을 

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시간이 경과하면 물가 상승에 따라 건설비가 상승, 원가 자체에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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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되고, 새로운 공영 주택의 임대료가 기존 공영 주택의 몇 배나 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임대료가 싼 오래된 공영 주택의 유지 관리 비용은 점점 높아지는 반면 임대료가 높은 새로운 공영 

주택은 유지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모순도 발생했다. 또한 도시의 고밀도 화에 따라 주택 

입지가 교외화로 건설시기가 새로울 수록 입지는 불편한 곳에 지어지지만 임대료는 반대로 높아지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모순의 해소를 목적으로 1966 년 공영 주택법 개정에서는 새로운 임대 

제도가 도입되었다. 능력에 응하는 임대제도는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변하는 방식이다. 

이익에 응하는 임대제도는 주택의 크기와 위치 등의 편익에 따라 임대료가 변하는 방식이다. 이 두 

원리를 결합하여 보다 공정한 임대료 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었다. 또한, 공영 주택 

단지에서 대응할 수 없는 정책 과제에 대해 1993 년부터 '중견 소득자를 위한 특정 우량 임대 

주택'제도 2001 년부터 「고령자 용 우량 임대 주택 '제도 등의 국고 보조 제도가 창설되어 있다 

(다카다 2004). 

이상과 같이 전후의 공공임대 주택 제도는 주택 정책에서 주거 안전망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영 주택 등 공공 임대 주택은 본연의 자세에 대해 공공 주택 공급의 축소 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제도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계획론적 대안마련 역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오키나와의 공공주택에 대한 계획론적 

대안들의 변천은 이러한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오키나와의 공공 주택 계획의 이론적 배경 

 (１) 일본의 공공 주택 계획 

nLDK 계획이라는 도시형 주택 모델은 공영 주택 표준 설계 51C 형의 영향을 받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1 년에 설계된 표준 설계 51C 는 민간 주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nLDK 계획은 

핵가족이라는 특정 가족 형태의 양적 공급이 요구되고 고도 경제 성장기의 일본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모델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획일화 시킨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최근 가족생활이 재편되고 있는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서 공공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보급되어왔던 nLDK 계획의 재검토는 주택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Fig 3. 공영 주택 표준 설계 51C 형 

(２) 전후 오키나와의 공공 주택 계획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 다른 독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열대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있다. 

역사적으로는 제 2 차 세계 대전 후 1972 년까지 미국에 지배되었고, 다시 1972 년에 일본에 

반환되었다. 오키나와는 제 2 차 대전 때 많은 양질의 목조 주택을 잃고 양질의 주택 재고 형성이 시급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키나와는 전후 27 년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 된 독자적인 정책 (류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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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주택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1945 년에는 응급 주택 통칭 "키카쿠야"라는 6.33 

평의 소규모 목조 주택이 건설되었다. 1950 년까지 80,716 채의 재고가 건설되는 등 다량이 

보급되었다. 미군 정부에서 제공 한 2x4 공법의 골조에 초가 지붕을 만들어 올리는 간소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보급된 미국식 목조 주택은 결과적으로 내구성이 부족했으며,  잦은 태풍 등으로 

파괴되게 되었다. 

이후 류큐 정부의 공영 주택법이 1961 년에 제정되게되지만, 나하시는 오키나와현 내에서도 

주택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1956 년 나하시영 와카사주택이 

독자적으로 건설되게 되었다. 공사비는 미국 류큐정부의 보조와 류큐부흥 금융기금에서 차입으로 

조달했다. 이 시영 주택은 부분적으로는 본토의 “식침분리” 이론을 채용하는 등 일본 정부의 공영 

주택의 표준 설계의 요소를 도입했지만 ‘제 3 종’으로 구분해 불려졌다.   

(３) 본토 복귀 후 오키나와의 공공 주택 계획  

본토 복귀 이후 "주택난의 해소'에서 '주택의 질 향상 '으로 목표를 확장하게 되었고 주택 건설 

계획법에 근거한 1972 년도를 초년도로 하는 '오키나와 2 기 주택 건설 4 개년 계획’ 이 시작 되었다. 

이후 「오키나와 현 주택 건설 다섯 개년 계획」을 정해 국가의 목표와 계획에 따라 건설되게 되었다. 

그 결과, 1972 년부터 75 년까지 주택 가구수가 급증했다. 1976 년부터 80 년까지 최저 주거 수준의 

해제를 목표로 주택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현영 주택은 도심에 건설 된 고층화가 진행되어 

아파트와 같은 획일적인 구조가 채용되어왔다. 표준 설계의 51C 형과 51A 형은 복귀 이후에도 현영 

주택에 인계되어 유사한 오키나와72 년형에서 76년형까지 표준 평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진다.   

 

   
Fig 4. 공영 주택 표준 설계 76년 형과 ‘하에바루’ 단지 

 

 

 

 

 

4． 오키나와의 지역성에 대응하는 공공 주택 계획 

 

(１) 오키나와의 ‘남도형’ 현영 주택 계획  

건설성(국토교통부)의 주택국은 1981 년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적인 다양성에 대한 대응"을 새로운 주택 정책을 표명하게 되었다. 그 결과, 51C 형으로 불린다 

nLDK 표준 설계가 가져온 획일화의 문제에서 다양화를 목표로 하는 공공 주택 설계 계획 기준 (NPS : 

New Plannning System) 이 발표되었다.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도입,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매력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오키나와는 NPS 에 근거하여 1982 년에 오키나와의 ‘82 

년도형’ 현영 주택을 설계하고 계속 1984 년에는 ‘84 년도형’ 현영 주택 (일명 ‘남도형 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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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라고 명명됨)의 설계가 이루어졌다.  

또한 ‘양에서 질 시대’ 를 맞이해 지역성의 관점에서 1983 년에는 건설성(국토교통부)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매력 있는 주택의 공급 사업’ 이라고 하는 주택 정책 전환이 천명 되었으며, 지역 주택 

계획 (HOPE : Housing with Proper Environment 계획)이 그 핵심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오키나와 

현에서도 1985 년에 오키나와의 자연, 풍토에 익숙한 주택 경관의 형성을 테마로 한 전통 주택 양식의 

재평가를 바탕으로 오키나와 형 주택 모델이 개발 되었다. 1  

오키나와 ‘84 년형’ 현영 주택의 평면은 아열대 지역의 거주 양식에 맞는 새로운 주거 공간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립 주택 평면 구성은 지금까지의 계단실 형의 3LDK 형 이었지만 북측 

현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의 테라스로 접근해 실내 두 방향으로 나뉘어져 가족은 서양식 

거실 겸 식당으로, 손님은 남쪽의 일본식에 방으로 접근 할 수 있게 동선이 계획 되었다. 남쪽의 

테라스는 전통 민가의 긴 처마와 마찬가지로 반 옥외 공간으로 처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남쪽뿐만 아니라 햇볕이 잘 드는 북쪽에도 발코니를 마련하는 등 오키나와의 지역성을 고려하는 계획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거주후평가를 통해 손님이 이용하는 독립된 현관 등의 요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985 년에는 남쪽으로 진입하지만 현관과 복도가 있는 오키나와 ‘86 년형’ 표준평면이 제안되었다. 

또한  ‘91 년형’ 에서는 세장형 평면에서 채광과 통풍에서 유리한 정방형의 평면 형태로 진화되었다. 

또한 북측의 발코니를 서비스 발코니로 사용하도록 북측에 물쓰는 공간을 집중하여 배치 남쪽의 

테라스가 본래의 2 방향 액세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다. 

   
Fig. 5 沖 84型県営住宅の平面と外間団地 

 
Fig. 6 沖縄県営赤嶺市街地住宅と平面(1988) 

(２) 나하 시영 와카사 개량 주택 

                                                   
1 鈴木雅夫 「南島型住空間の計画」琉球大学教育学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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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는 ‘남도형’으로 불리는 오키나와 현영 주택 ‘84 년형’이나 건설성(국토교통부)의 

‘HOPE사업’보다 앞서는 1979 년에 나하시를 중심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개량 주택이 

건설되었다. 현영 주택은 공영 주택의 공급에 있어 건설성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반면, 개축을 

진행하는 읍면동의 개량 주택은 지역성에 따라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1974 년에 

설계된 나하 시영 와카사 개량 주택은 이런 ‘남도형’과 ‘HOPE사업’보다 앞서 발코니 액세스 플랜을 

적용하는 등 지역성을 적극적으로 도입 한 첫 사례로 평가 할 수 있다. 2 

 

Fig. 7 나하 시영 와카사 개량 주택의 발코니 액세스 

 

 

 

 

 

 

 

 

 

 

 

 

 

5． 오키나와의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공공 주택 계획 

(１) 1990 년대 공공주택 계획 

1990 년대에는 오키나와 역시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핵가족이라는 특정 가족 형태의 양적 공급에서 저출산 · 고령화 사회라고 사회적인 지역성에 대한 

인식을 가진 공공 주택 (아쟈, 무로카와, 쯔보카와 시영 단지 등)의 시도가 시작되었다. ‘아쟈’시영 

주택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 ‘아쟈’ 시영 주택은 1961 년 현재 위치에 철근 콘크리트 블록 구조의 

공동 주택으로 건설되었다. 1993 년에는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아쟈’ 시영 

주택은 1997 년에 재건축되어 현재 주택 총 151 가구로 그 중 일반 연립 주택이 112 호, 실버 주택이 

39 호이다. 부지 내에는 일반 주동, 실버 하우징 동 주택 이외에 개호 노인 복지 시설 (데이 서비스 

센터 (개호 시설) 포함), 탁아소, 아동관, 노인 구릅홈이 병설되어, 실버 하우징 동 1 층과 2 층 일부는 

보육시설과 연계 되는 등 '소셜 믹스'를 시도했다. 또한 인접 지역에는 시립 ‘아쟈’ 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는 등 지역과도 관계도 중요시되었다. ‘아쟈’ 시영 주택의 '소셜 믹스'의 시도는 오키나와의 저출산 · 

고령화 사회 속 가구, 지역간의 교류의 장을 건축으로 실현 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2 清水肇 「日本建築学会住環境小委員会、沖縄研究会 見学資料」琉球大学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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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주거라는 특수한 사업에 의해 진행되점, 노인을 특정 가족 형태로 양적으로 접근해 계획된 

점등 향후의 과제도 파악할 수 있었다. 

 

Fig. 8 나하 시영 아쟈 주택단지 

   
Fig. 9 오키나와 시영 무로카와 단지  

 

 

Fig. 10 나하 시영 쯔보카와 단지 

 

(２) 1990 년대 공공 주택 계획 

2000 년대에는 오키나와의 공공 주택 계획 또한 저출산 · 고령화 사회를 단순한 노인이 많은 사회가 

아니라 장수 사회로 파악하려는 시도 (미야코지마 시영 바바 단지, 현영 히라라 단지, 미야코지마 시영 

키타단지 )도 보이기 시작했다.  2001 년에 재건축된 미야코지마의 오키나와 현영 히라라 단지에서는 

"프라이버시의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중간 영역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족과 거주의 관계를 고려한 

주택 계획이 공공 주택 계획으로 실현 되었다. 3  

 

 

                                                   
3 清水肇 「日本建築学会住環境小委員会、沖縄研究会 見学資料」琉球大学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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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중간적인 영역을 만들어 연속성을 가진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개인의 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주거 환경을 형성 할 수 있었다. 또한 4 개의 평면을 일정한 

모듈 속에서 다양하게 조합하도록 계획하에 건축설계에 의한 '소셜 믹스'를 실현했다. 이러한 단위 연립 

주택 계획은 미래의 가족 변화 등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게 된다. 개방적인 공간의 전통을 

지닌 오키나와는 아파트로 불리는 일반적인 공동 주택의 폐쇄적인 접근은 삶의 모순을 일으켜 가족과 

생활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했다. 오키나와 현영 히라라 단지에서는 입체 가로와 

주택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 중간 영역을 마련함으로써 개인 정보가 단계적으로 변화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제안했다. 

즉, 이전에 지역에서 연구되어온 발코니 액세스 플랜을 입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었다. 연립 주택 내부 

액세스 방향과 거실의 생활 방향을 반대측에 배치하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폐쇄적 인 구조가 아닌 중간 

영역에서 욕실과 거실에 직접 액세스 할 수 있는 대담한 계획 등 일상의 동선과 삶의 방향을 일치 

시킴으로써 전통적인 개방적인 공간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거주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사회와의 관계를 완성하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 할 수 있었다. 

히라라 단지에서 실제로 많은 세대들에서 중간 영역이 거주자의 손에 의해 다양한 장치가 만들어져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의사에 의해 사회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 미야코지마 시영 바바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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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오키나와 현영 히라라단지  

 

 

Fig. 13 미야코지만 시영 키타 단지 

 

 

6． 오키나와의 공공 재고주택 재생 계획 

 

주택계획에 있어 주요한 대상이 되는 인구의 구조 및 가구의 특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일본에서는 

전체 인구가 2010 년, 가구수는 2015 년을 정점으로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오키나와현 인구·일반 가구의 추이와 장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오키나와현의 인구는 2027 년까지 

증가하며, 가구수는 계속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가구별 인원수의 상황은 

추산에 따르면, 가구별 인원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2030 년에는 일본의 평균에 가까운 값이 된다. 또한 

오키나와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가족 분화가 진행되어, 1990 년대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던 가구별 

인원수가 2 명 이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구별 인원수의 비율의 변화를 보면 

1990년도에는 42%였던 비율이 2005년 53.7%로 20년 사이에 1·2인 가구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고, 

2010년부터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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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４ 오키니와의 세대수별 비율의 변화 （오키나와 현 주새활 기본계획 2011~2020より） 

 

오키나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있어 일본 본토와는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여 왔다. 이전까지 

지어진 공영주택은 오키나와의 중심지인 나하시(那覇市)에서 운영하는 시영주택으로 1945 년 전쟁이 

끝난 후 나하시(那覇市)는 100 가구 정도로 밖에 남지 않는 등 제일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거주지를 

잃은 시민들을 위해 미국 정부하에 나하시(那覇市)의 독자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이루어진 시기 

이다. 다음 일본으로의 복귀 이후, 본격적으로 1975 년 토미쿠스쿠시(豊見城市) 우에다(上田)단지 

건설을 시작으로 1979 년부터 1986 년에 걸쳐서는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년간 1000 호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의 사업이 실시되었다.  

1950∼60년대에 지어진 단지는 심한 노후화로 인하여 현재 재생사업이 완료되거나 이루어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건설 최대 시기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은 정비로부터 25~35 년 경과와 함께 2014 년부터 

2025 년까지 대량의 재고주택이 내진연한 1/2(35 년)을 맞이하고 있다. 도시화 속도가 빨랐던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맞이하는 시기 또한 빨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선구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오키나와의 경우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 공공주택법 실시가 늦어지고 

공공주택 건설이 늦어지면서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대량의 재고주택의 재생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면서도 선구적으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치로 보여주듯, 현재 오키나와에서도 ‘단지재생’의 문제가 큰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경우 단지 재생은 ‘단지 재건축’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오키나와에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큰 콘크리트조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건물은 20~30 년 사용으로 심하게 노후화 

되어 재건축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단지 재생의 사정이 다르다. 오키나와현 토목건축부의 

재생계획정책보고서(2013)에 의하면 초기에 건설된 현영주택의 가운데는 본토 복귀에 따른 

사회자본정비에의 집중자본에 의해 양질의 건설자재가 부족한 시기에 건설된 건축물이 많았다. 이에 약 

35 년(내용연한 70 년의 1/2)이 경과한 현재, 염해에 의한 건물의 노후화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콘크리트의 열화가 심해져 외벽 균열이나 발코니와 계단 슬래브의 콘크리트 파편의 탈락, 실내 

슬래브에서 콘크리트 파편의 탈락 등 많은 물리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1981 년 

건축기준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새로운 내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단지 등 재생의 대상이 되는 대량은 

재고주택은 내용연한 70 년이 되는 앞으로의 재고주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 할 수 있다. 이에 

거주자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다음 시기를 위한 재생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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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키나와는 앞으로 이 재고주택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를 해 가기 위해 오키나와의 공영주택의 

실정을 감안하여 공영주택 재고주택의 활용을 위한 재건축 사업 , 개수 사업 , 유지 보전 등 의 

단계적으로 적절한 방법의 선택을 바탕으로 공영 주택 재고주택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빈곤한 가구의 주택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재고주택의 예방보전적인 

유지 관리, 계획적인 수선, 개선, 재건축을 실시하고 스톡의 장수명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오키나와 

공영주택 등 재고주택 종합 활용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재고주택의 종합적인 활용을 위해 적절한 수법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1 단계에서는 재생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판단이 이루어지며, 1 차 판단의 결과, 

지속 판단이 된 주동 및 단지에 대해서 건축 구조적 안전과 피난로 확보, 거주수준 등 기술적인 측면에 

따라 재건축을 할 것인지, 전면적 개수, 개별개수, 지속보전 할 것인가를 판단한다. 이어 1 차, 2 차 

판단의 결과 재건축, 전면적 개수, 개별개수, 유지보전의 판단을 받은 주동이나 단지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의 마을만들기 및 사업주체의 연계 등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적 측면에서 종합 판단을 거치면서 

재고주택 활용 사업의 방향성 설정이 이루어지는 수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7． 오키나와의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공공 주택 계획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재편이 진행되는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의 거주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가족과 거주 관계를 만들어 온 오키나와의 공공 주택 사례 들의 건축 계획적 특징을 살펴볼 수 

수 있었다. 

 오키나와는 전후 1972 년까지 27 년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 된 미국 통치 속에서 자신의 공공 주택 

정책이 진행되어 온 특수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오키나와는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수많은 주택의 

파괴 되었고 주택난이 심각한 가운데, 공영주택법 (1961 년)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지역의 힘으로 공공 

주택을 공급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 본토로의 복귀 이후에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최저 거주 수준의 극복을 목표로 표준 설계에 

의한 양적인 공급이 이어졌지만, 이전 오키나와가 경험했던 자주적인 공공주택 공급의 경험은   

발코니 액세스 플랜 등의 지역성을 지닌 개량 주택 등장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흐름은 

이후 1980 년대의  '남도형 공영주택 평면’이라고 불리는 오키나와 현영 주택 계획 ‘84 년도형’과 

건설성의  ‘HOPE 사업’에 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통 주택의 본질적인 

요소를 현대의 공공 주택으로 성공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전의 획일적인 표준 

설계에서 아열대 지역의 거주 양식이라고 하는 오키나와의 지역성의 가치를 지는 주택 재고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공공 주택 계획의 획기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90 년대에는 오키나와 역시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핵가족이라는 

특정 가족 형태의 양적 공급에서 저출산 · 고령화라는 사회 지역성의 인식을 있는 공공 주택 들의 

시도가 시작되었다. 또한 2000 년대에는 ‘프라이버시의 그라데이션’ 이라고 하는 중간 영역의 개념을 

건축 계획적으로 실현 한 주택단지 등 저출산 · 고령화 사회를 단순한 노인이 많은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개인이 늘어나는 사회로 인식하고 가족과 삶의 다양한 관계 형성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 계획이 시도되어 왔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정책적 계획적 대안마련이 요구되는 있는 상황에서 오키나와 공공 

주택 계획 변천과정을 명확히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오키나와의 지역성을 지닌 공공 주택의 건축 

계획적인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개인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주거 안전 망으로서 특정 가족 형태 및 소득층 만을 양적으로 공급하려는 공공 주택의 ‘거주 

복지 관점’과 규모 등 물리적 환경만을 양질의 잔산으로 파악하려는 ‘주거 환경 구축’ 관점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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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역시 향후 한일 공공 주택 계획의 과제로 밝힐 수 있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찰할 수 있는 유용한 지견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제주에 있어 

선구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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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오키나와 현청, 나하시청 인터뷰 조사 결과 

 

 


	한일의 공공 주택은 지금까지 표준 설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 속에서 확립 된 nLDK 계획은 널리 보급되어있다. nLDK 계획은 핵가족이라는 특정 가족 형태에 대응하는 것이며, 가족도 라이프 스타일도 다양 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는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독특한 주거 문화가 계승되어 온 제주에서는 다양성과 지역성이 양립 할 수 있는 공공 주택의 계획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재편이 진행 저출산...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 다른 독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열대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제 2 차 세계 대전 후 1972 년까지 미국에 지배되었고, 다시 1972 년에 일본에 반환되었다. 오키나와는 제 2 차 대전 때 많은 양질의 목조 주택을 잃고 양질의 주택 재고 형성이 시급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키나와는 전후 27 년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 된 독자적인 정책 (류큐 정부)에 의한 주택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키나와 공공 주택 계획 변천을 탐구하는 것으로 공공 주택 정책 속에서 오키나와의 지역성을 가진 공공 주택의 건축 계획적인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개인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특정 가족 형태 및 소득을 양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주택의 거주 복지 관점과 규모 등 물리적 자산으로만 인식하는 주거 환경 구축 의 재검토도 향후 한일 공동 주택 계획의 과제로 밝힐 수 있었다.
	2000 년대에는 오키나와의 공공 주택 계획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단순한 노인이 많은 사회가 아니라 장수 사회로 파악하려는 시도 (미야코지마 시영 바바 단지, 현영 히라라 단지, 미야코지마 시영 키타단지 )도 보이기 시작했다.  2001 년에 재건축된 미야코지마의 오키나와 현영 히라라 단지에서는 "프라이버시의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중간 영역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족과 거주의 관계를 고려한 주택 계획이 공공 주택 계획으로 실현 되었다. 2F
	주택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중간적인 영역을 만들어 연속성을 가진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개인의 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주거 환경을 형성 할 수 있었다. 또한 4 개의 평면을 일정한 모듈 속에서 다양하게 조합하도록 계획하에 건축설계에 의한 '소셜 믹스'를 실현했다. 이러한 단위 연립 주택 계획은 미래의 가족 변화 등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게 된다. 개방적인 공간의 전통을 지닌 오키나와는 아파트로 불리는 일반적인 공동 주택의 폐...
	즉, 이전에 지역에서 연구되어온 발코니 액세스 플랜을 입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었다. 연립 주택 내부 액세스 방향과 거실의 생활 방향을 반대측에 배치하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폐쇄적 인 구조가 아닌 중간 영역에서 욕실과 거실에 직접 액세스 할 수 있는 대담한 계획 등 일상의 동선과 삶의 방향을 일치 시킴으로써 전통적인 개방적인 공간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거주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사회와의 관계를 완성하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 할 수 있었다. 히라라 단지에서 실제로 많은 세대들에서 중간 영역이 거주자의 손에 의해 다양한 장치가 만들어져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의사에 의해 사회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정책적 계획적 대안마련이 요구되는 있는 상황에서 오키나와 공공 주택 계획 변천과정을 명확히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오키나와의 지역성을 지닌 공공 주택의 건축 계획적인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개인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주거 안전 망으로서 특정 가족 형태 및 소득층 만을 양적으로 공급하려는 공공 주택의 ‘거주 복지 관점’과 규모 등 물리적 환경만을 양질의 잔산으로 파악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