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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일본은 현재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1)로 인해 노동력
감소, 재정긴축, 사회보장 니드의 증가 등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東京(교토), 名古屋(나고야), 大阪(오사카) 등의 대도시
권에서도 마찬가지이나,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
고 있는 곳이 1950년대, 6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에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근로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대안으로 조성된 교토나
오사카 교외에 조성된 대규모교외단지(베드타운)이다.
일본정부가 대도시 교외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 배경은 직주분
리의 원칙하에 통근하는 남편,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가
정을 꾸리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거주하는 공간
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교외 주거단지는 상당기간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거주자들은 나이가 들어갔고, 종
신고용제나 연공서열제 등 일본형 고용모델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
면서 새로운 근로자층이 유입되지 않아 대규모 교외단지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수는 더 이상 늘어날 전망은 없는데, 복지서
비스 공급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결국 주민
일반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
다. 결국 대규모 교외주거단지는 사람도 집도 다 늙어버린 황폐화된
주거지(고스트 타운)2)가 되어, 이를 재개발하는 일이 국가적인 과제가

1)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고령화율이 1970년 7%를 상회한 이래
1994년 14% 초과, 2014년 10월 현재 26.0%를 나타내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 조선일보 2010년 12월 15일자 “잃어버린 20년에서 일본에서 배운다- 일빈집
756만채...뉴타운이 고스트 타운으로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10/12/15/2010121500041.html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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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다음에서는 일본 최초의 뉴타운인 오사카 인근 千里(센리)뉴타운이
고령화 및 노후화에 대응하여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를 세키무라 오리에와 야마모토 시게로의 논
문3) 을 참고로 살펴보고자 한다.

2. 千里(센리) 뉴타운의 계획적 특징
종전이후 일본의 주택부족 문제는 대단히 심각했으나, 경제가 급격
하게 성장하면서 농촌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의 주택문제
가 대단히 심각했다. 大阪市(오사카시)4)의 주택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
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앞서 1952년 大阪府5)가 大阪중
심부에서 12km 떨어진 吹田市와 豊中市의 센리구릉 1,160ha(吹田市
791ha, 豊中市 369ha)에 대규모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결정하였
다6). 계획인구는 15만인이었으며, 12개의 住區(neighborhood)로 구
성7)되었으며, 집합주택과 공원녹지가 각각 21%, 단독주택이 20%로

3)

4)

5)
6)

7)

關村オリエ, 2013. “大規模郊外団地における再開発とまちつくりー千里
ニュータウンの事例”, 山本 茂 2013“建設型都市からマネジメント型都市の
モデルへ－千⾥ニュータウンのこれまでとこれ から－“ 참고
大阪市는 일본의 近畿(킨키)지방 大阪府의 북쪽 중앙에 위치하는 도시로 부청소
재지이다. 인구 50만 이상인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東京都, 横浜市
에 이어 인구가 많은 일본 第3의 대도시이다. 인구는 1970년 298만 명을 정점
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266만 6000명 정도이다.
大阪府는 大阪市를 포함하여 74개의 자치체로 구성된다. 201５년 10월 大阪府의
인구는 883만 8,901인이다.
중앙정부에서 주택건설 10개년 계획을 세운건 1955년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주택
공단을 설립하였다. 주택공단은 도시의 중견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
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12개의 주구란 豊中市의 新千里東町・新千里西町・新千里南町・新千里北町 4개
구와 吹田市의 佐竹台・高野台・津雲台・竹見台・桃山台・古江台・藤白台・
青山台의 8개구 합하여 12개의 지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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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330호8)로 주택중 6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다. 각 주
구마다 초등학교, 근린센터, 진료소군 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보차
분리를 철저하게 하는 등 당시로서는 신선한 새로운 도시를 목표로 하
였으나, 자동차의 증가를 예상하지 않아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후 많은
녹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밖에 필요한 공공시
설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의 대숲과 숲을 전용하였다9).

[그림 1] http://urayasu.meikai.ac.jp/lecture/에서 발췌인용

여러 가지 신개념이 도입되었음에도 인구는 계획인구 15만에는 훨씬
못 미쳐 1975년 13만으로 정점에 달했으나 계속 감소하여 2007년에는
8만 9200인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4년에는 9만 6000인까지 회복
되었는데 이는 재건축으로 젊은 세대가 입주한 덕분이라고 한다 그러
나 아직까지 재건축을 통해 입주가 진행된 단지는 많지 않아 2015년

8) 실제로 건설된 주택은 40,120호이다.
9) 일본 위키피디아 센리뉴타운 자료 참고.
https://ja.wikipedia.org/wiki/%E5%8D%83%E9%87%8C%E3%83%8B%E3%83%A5
%E3%83%BC%E3%82%BF%E3%82%A6%E3%83%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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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 이루어진 것은 大阪府住宅供給公社의 2,374호, 府營주택 3000
호, 市營住宅 36호 정도이다(일본경제신문, 2015.4.28. 기사 참고).
이렇게 센리뉴타운이 계획인구 달성에 이르지 못한 채 쇠퇴하는 도
시의 대표가 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일정
한 시기에 가족 특성이 비슷한 입주자가 집중된 이후 가구구성에 변화
가 없이 세월이 흐르면서 거주자의 고령화, 자녀양육 세대의 감소로
지역의 활력이 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센리뉴타운만
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뉴타운 모두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나,
센리뉴타운에서 더욱 심각했던 것은 센리가 일본 최초의 뉴타운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함이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센리뉴타운의 두 번째 문제는 고도성장기에 대량으로 공급된 주거지
역인 점에서 주택의 수준이 떨어지며 주거환경 역시 좋지 않아10) 현
재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이나 택지 수준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반면
노후화로 인해 개보수 또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센리뉴타운이 지어지던 1960년대에는 공영주택의 표준면적이
42∼43 ㎡로 욕실이 없었다. 부영주택에 처음으로 욕실이 설치된 것
이 1969년이었다, 또한 당시로는 획기적인 남향으로 외곽을 에워싸는
형태의 주동배치는 당시로는 ‘레이 아우트 혁명’으로 불릴 만큼 획
기적이었으나 주자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에는 대단히 적
절하지 않은 형태의 배치였다11).

3. 千里뉴타운 노후화와 마을만들기

10) 승강기가 없거니 계단이나 언덕이 많은 보행환경, 근린상점의 폐점, 심지어는 버
스 등의 대중교통이 폐지되고 있다.
11) 1970-80년대 자가용보유가 늘어나면서 각단지의 불법주차문제, 교통안정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1990년대에 20%였던 주자창 정비율을 60%까지 올
리려고 했으나 외곽을 에워싸는 형태의 주동배치에 내부에 주차장을 넣으면서
보도분리의 원칙이 무너지고 많은 녹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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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리뉴타운은 입주이후 주로 자치회나 공민관, PTA12)와 같은 지역
에 연고를 둔 자치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센리뉴타운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재단법인인 大阪府千里센터가 지역의 관리운영을 담담해왔다. 그
러다가 고령화와 지역쇠퇴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1년에는 대판부
를 비롯하여 지역자치제인 吹田市, 豊中市와 주택사업자인 공단(現UR
도시구)와 大阪府{住宅供給公社와 大阪府千里센터가 센리뉴타운을 재생
을 위한 연락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공공의 활동과 별개로 상점 폐쇄 등 지역활력이 더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전체에서 활동하는 NPO나 시민활동단체가
만들어졌다. 그 중에는 센리 뉴타운의 풍경을 담은 엽서를 만드는
「센리 굿즈(goods)회」13),

「千里市民フォーラム(포럼)」, 「센리

주거학교」까지 다양하다14).
센리시민포럼은 2002년 11월30일 센리 뉴타운이 조성된 지 40년을
계기로 千里中央 요미우리 문화홀에서 40명의 시민이 직접 센리뉴타
운 마을만들기 시민포럼 행사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3년 4월
12일 결성되었다. 포럼의 목적은 센리의 저출산 고령화, 주택노후화에
의한 재건축, 그것에 수반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행정이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생활자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
색한다는 것이었다. 2016년 5월 현재 회원수는 130명에 불과하지만
일상생활의 문제해결과 개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12) 미국의 Parent-Teacher Association과 같이 학생부모와 학교손샹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는 조직으로 미군정의 권유를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13) 센리뉴타운 주민, 마을만들기 전문가 大阪대학 교수와 학생이 중심이 되어 2002
년 7월부터 센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 아름다움을 담은 그림엽서를 제작해
서 판매하는 모임이다. 2005년 이후에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이주자가
들어왔고 2011년에는 豊中市의 지원을 받으면서 엽서 외에 센리뉴타운의 가치
화 매력을 공유하고 외부에 전파하는 「디스카버 센리」의 활동도 하고 있다.
14) 센리뉴타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https://www.vol
untary.jp/portal/senricb/portal.index?CMD=NPOLIS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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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육아나 재건축 등 생활인프라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을 대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금까지 자치체가 중심이 되어
다루던 여러 문제를 거주민이 자치체에게 협동사업으로 제안했다는 점
에 의의가 있다.
「센리 주거학교」란 고령자의 증가로 올드 타운화가 진행되는 가운
데 거주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지원하고 준비해 간다는 목적에
서 2006년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주거에 대한 상담, 고령자 주택 견
학을 주된 활동으로 했지만 집합주택의 재건축에 의해 동네가 변화하
고 있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거리의 좋은 점을 재발견하는 활동을 시
작하였다. 이후 12개 주구에서 “센리발견, 동네를 걸어보자”라는 활
동을 개시했고 외부에서 센리견학을 오면 안내하는 등의 활동, 초등학
생 대상으로 그림책을 만들고 읽도록 함으로써 센리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센리뉴타운의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한 배경에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
원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센리뉴타운 지역에 거
주하는 주민을 포함하여 약 40만 인구를 포함한 豊中市에서는 2000년
대부터 실시된 행재정개혁 이전부터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관민협동으
로 실시한다는 원칙이 있었으며 그 대표적인 협동사업의 한 가지인 제
안공모형위탁제도인데 이 제도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
다. 동제도는 NPO나 시민이 구상한 아이디어를 시가 채용하는 형태로
위탁하는 제도로 시는 사업에 대한 노하우에 관해 조언을 행하고, 실
질적인 담당자는 아이디억를 낸 민간주체가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것
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센리 굿즈의 활동중 디스커버 센리15)가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의 한 가지 사례이다. 또한 공원이나 화

15) 센리뉴타운 개발 이후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센리의 변천과정에 대한 인터뷰를
행하고, 뉴타운 지역사로서 아카이브로 보존할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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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천 부지의 청소를 정기적으로 행하는 등록단체에 대해서는 경비
를 지원하거나 청소용구 구입 비용을 대신 내주기도 하는 등 시민공익
활동추진조성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힘으로 지역을 지키는 활
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도 시민단체도 사업추진
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도 갖추어져 있다.
즉, 특정한 활동을 하는 단체의 사업에 대한 지원기간과 회수에 제한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시
민단체 스스로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나가며
센리뉴타운의 쇠퇴와 노후화에 대응하는 한 가지 축은 지역에 뿌리
를 둔 시민사회단체인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공가가 발생하고 문을
닫아버린 상점가를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주민
들의 동참을 이끌고 있고 이러한 힘이 지역을 되살리는 것에 미력하지
만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센리뉴타운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5년 현재
10,000호 정도 주택이 새롭게 지어짐16)으로써 새로운 거주자가 센리
뉴타운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노후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새

16) 가장 활발하게 재건축이 행해진 사례는 대판부주택공급공사나 대판부영 임대주
택단지의 재건축으로, 동 사업이 활발했던 것은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지의
일부를 민간에게 매각했기 때문이었다. 대판부주택공급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의 재건축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또한 주요역에서 가까운 분양맨션 단지로
소유권자의 합의 형성에 시간이 걸렸지만 10개 정도의 단지에서 재건축이 이루
어졌으며, 사택이나 기숙사,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 등도 부지의 일부 매각을 통
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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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택을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세입자가 센리뉴타운을 자기 동네로
애향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의 역할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처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1기 뉴타운
이 이미 30년 경과된 점에서 지역 전체가 일시에 노후화된 센리뉴타
운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과연 우리가 일본처럼 지역에 뿌리를 둔
시민사회단체가 존재하는지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친화적이면서 공
익적 활동을 하기 쉬운 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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