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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using stability of the disadvantaged exacerbates by economic downturn; furthermore, the lack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and service is a major housing policy issue which existing public rental housing bears. To resolve this
housing issue the central government begins to consider social housing that could respond to various rental housing
demands. As a means of establishing social housing in rental housing market,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mall-scale
private enterprises participate in the market with financial supports and tax incentives. Also, the central government
makes tenants criteria reasonable to accommodate rental housings for diverse households such as students and
newlyweds. This study focuses on such emerging change in rental housing policy and market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social housing in Korea. As a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 plans to support privat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for
rental housing supply. Second,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the concept of life cycle management blend into tenants
criteria which heavily centered on income levels before. Diversifying rental housing suppliers and making reasonable
tenants criteria show potential for social housing. Lastly, the market paradigm of rental housing needs to transform from
supply-oriented to actively demand-respo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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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주택수급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택시장의 안
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택정책이 꾸준히 이어
지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시장에서 취약한 저소득계층의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저소득계층의 주택난에 관한 담론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주택’은 기존 공공주택정책의 한계를 되짚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주택수급의 여건 변화를 모색하는 단
초가 되고 있다(Kim, Hwang, & Ryu, 2015).
사회주택이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공공주택의 형태
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비용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
춘 임대주택을 말한다(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of Europe, 이하 Rosenfeld, 2015).
유럽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주택에 관한
논의는 주택조합, 비영리 법인 등과 같이 공익을 추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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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주체(responsible housing providers)가 주도하는 사
회주택 수급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Rosenfeld, 2015).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수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다양
한 공공임대주택정책 및 제도와 사회주택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정책적 혼선이 예상된다.
본 연구는 사회주택의 정책적제도적 도입이 실효성을
갖고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구분되어 상호 보완관계를 구
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구에서 발전한 사회주택의 의의를 국내 주택시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첫째, 사회주택 개념을 국내 여건을 고
려하여 재해석하고 둘째, 공공임대주택 등 국내의 사회주
택 유사정책사례와 개념적정책적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의 고찰
을 통해서 한국형 사회주택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정립한 한국형 사회주택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형
사회주택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국내 주택수급환경에서 실
현 가능한 사회주택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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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형 사회주택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을
제안하기 위해서 4단계의 연구과정을 거친다.
첫째, 사회주택의 구성요소와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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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택(Social Housing)’을 주제어로 하는 국내학술지 및
국내외 연구보고서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한다. 둘째, 정
립한 구성요소와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주택이 추구하는
주택수급모델을 살펴보고 기존의 공공주택정책과 비교분
석한다. 셋째, 기존 공공주택정책 중 사회주택개념의 적용
이 가능한 사례를 정립된 사회주택의 구성요소와 개념에
따라서 유형화한다. 사회주택 유형화의 이론적 토대는
Harloe(1995)와 UN ECE의 사회주택 연구를 근거로 한다.
끝으로 한국형 사회주택의 유형화 과정을 통해서 국내 사
회주택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도록 한다.

II. 국내외 사회주택 동향 고찰
1. 국내 사회주택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

국내에서 사회주택에 관한 초기의 학술적 연구는 사회
주택이 주택정책의 일부로 자리 잡은 유럽의 선례를 연
구하여 국내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Ha(1987)의 ‘영국의 사회주택과 금융지원’에 관한 연구
부터 Lee and Choi(2016)의 ‘2000년 이후 프랑스 사회주
택 지원제도 및 공급특성연구’ 등 서구 사회주택의 이해
에 초점을 맞춘 학술적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
이후 2000년대부터는 주택협동조합, 공동체 주거 등의
국내 관련 유사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주택에 관한 토착적
인 논의가 시작되었다(Park, 2007; Lee & Park, 2012;
Kim, 2014; Kang, Jin & Lee, 2015).
또한 Choi and Choi(2015)는 공공임대주택의 실내외 평
면배치, 주택의 유지관리 시스템 등을 분석하여 사회경제
적 취약계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간적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한국형 사회주택’이라 하였다.
국내의 사회주택에 관한 연구는 첫째, 사회주택을 공공
임대주택과 동일선상에서 해석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의 학술적 시각은 사회주택을 주택의 부동산 가치추
구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시장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있다. 즉, 사회주택이
주택시장진입장벽이 높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주거
대안을 제공하는 정책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은 사회주택의 학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임대주택수급 여건을 살펴보면 1982년
임대주택육성방안이 발표되고, 1984년에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88년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중 60만호를 임대주택
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Alog, 2013).
공공임대주택은 1960년대 제정된 대한주택공사법과 공
영주택법을 근간으로 1980년대 이루어진 국가차원의 임
대주택사업에서 처음 공급되었다. 당시부터 공공임대주택
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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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80년대부터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이 계속되며 공공 공급자중심 수급체계, 양적재고 부족,
시설 노후화, 열악한 관리체계 등의 문제가 축적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수급환경이 지닌 이 같
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주택수급 패러다임을 조성하
기 위한 사회주택의 정책적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국내에서 사회주택의 정책적 도입이 이루어진 첫 사례
는 2015년 1월 제정된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서울시 사회주택조례’)이다. 서울
시 사회주택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
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육성 및 주택시장 참여를 활성
화하기 위한 제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조례를 근거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체 주거사업과 빈집 정비사업과 같
은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회주택조례의 취지를 담
는 노력을 시작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와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협력하여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사회경제적 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시흥시도 2016년 토지임대부 사
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였다.
이 같은 지자체의 사회주택 활성화 노력과 함께 국토
교통부 주거복지과에서는 2016년 9월 ‘사회적 주택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은 수도권 내 매입임대주택
을 개보수하여 1인 청년가구에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주택 시범사업은 기존에
공공이 주도한 임대주택사업시장에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참여를 유도지원하는데 집중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택수급
및 관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주택시범사업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민간
으로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수요를 충족하
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의 저변은 향후 임대주택시장에서
민간 주택공급주체의 역량을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주택시장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임대주
택공급이 활성화되면 적정한 임차비용과 생활환경을 갖춘
임대주택 수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이 주도하
던 임대주택공급이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다원화되면 소득
과 가구특성에 따라 다양해지는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주
택공급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요컨대 국내의 사회주택도입 움직임은 기존 공공임대주
택수급이 지닌 한계를 민간주택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개
선하려는 의도이다. 정책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회주택
활성화를 모색하려면 사회주택이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자
리 잡은 국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국외 사회주택의 고찰

국외의 사회주택에 관한 논의는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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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되고 있다. UN ECE는 EU회원국 중 4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주택의 정책현황 및 동향을 종합한 ‘유럽지
역의 사회주택 모델과 동향 그리고 도전(Social Housing
in the UN ECE Region Models, Trends, and Challenges
2015, 이하 UN ECE 보고서)’을 발간하였다.
UN ECE 보고서는 다양한 소득과 가구특성을 고려한
주거대안이 필요하며, 주택점유형태에 무관한 주택가격의
중립성(tenure neutral)을 추구하는 주택수급환경 조성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경직된 주택점유(housing tenure)형태
가 사회주택 입주자의 정주권(home ownership) 형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UN ECE 보고서는 조사국의 주거불평등 실태에
주목하였다. 총 47개 조사국 대부분에서 사회주택 임차인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위소득계층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는 저소득계층일수록 안정적
인 정주환경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UN ECE 보고서는 사회주택 확대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를 논의하였다.
먼저 사회주택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가격
과 비용의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였다. 이 같은 사회주택
의 경제성 확보는 주택의 건설개발비 절감을 필요로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이익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
정이다.
따라서 UN ECE 보고서는 사회주택 공급주체로서 합
리적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책임감 있는 주택사업자
(Responsible Housing Provider)’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덧
붙여 ‘책임감 있는 주택사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공
공의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사회주택 공급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새로운 사회주택 거버넌스를 형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합하면, 유럽 대다수 국가에서는 사회주택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첫째, 주택공급자와 수요
자가 부담하는 주거수급비용의 균형과 형평성 확보에 노
력하고 있다. 둘째, 공공에서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회주
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끝으로 유럽 대다수 국가는 사회주택공급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주택사업자’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3. 국내외 사회주택 문헌고찰 종합

국내외 사회주택에 관한 학술적, 정책적 문헌을 고찰한
결과, 우리나라와 유럽 모두 주택수급불균형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택난이 심각한 주거문제로 나타
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주체 혹은 ‘책임
감 있는 주택사업자’와 같은 민간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의 정책적제도적 움직임이 우리나라
와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에 의존하는 임대주택수급여건과 사회적 경제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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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층이 얕은 여건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사회주택 활성화는 공공임대주택
을 비롯한 임대주택제도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주택의 정책적 구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사회주택과 관련된 학술적, 정책적 이론을
살펴보고 이와 연계하여 한국형 사회주택의 개념을 제시
하기로 한다.

III. 한국형 사회주택의 정립
1. 한국형 사회주택의 개념구성요소

한국형 사회주택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사회주택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학술적으
로 논의되고 있는 주택모델(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Ha(2004)는 Harloe(1995)의 세 가지 사회주택모델(모형)과
Bourne(1981)의 다섯 가지 주택모델(모형)을 정리하였다.
Harloe(1995)는 유럽과 미국의 여건을 중심으로 사회주택
모델(모형)을 제한모형(residual model), 일반대중모형(mass
model), 노동자협동모델(workers’ cooperative model)로 분
류하였다(Ha, 2004). 세 가지 주택모델(모형)은 각 모형이
대상으로 하는 주택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된다.
첫째, 제한모형은 사회주택 수요자를 주택구매력이 없
거나 시장 참여가 불가능한 집단으로 한정한다. 장애인,
노인, 빈민 등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집단
을 사회주택수요자로 하는 주택공급모형이다. 둘째, 일반
대중모형은 명칭과 같이 주택공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
은 공급모델이다.
셋째, 노동자협동모델은 주택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집
단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택구매 혹은 생산, 판매와
소비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협동조합개념을 적용한 주택모
델(모형)이다.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이 노동자협동모델의 대
표적 사례로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적조직인 주택협
회(Woningcorporaties, 보닝포코라시)가 사회주택의 공급,
운영,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Kim, 2014, p.1). 이러한 네
덜란드 주택협회는 19세기 도시화로 인한 주택문제를 자
본가, 종교인, 노동자 등이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성된 주택협동조합이다(Kim, 2014).
한편, UN ECE 보고서는 사회주택모델(모형)을 유니버
셜모델(universal model), 제너럴리스트모델(generalist
model), 잔여모델(residual model)로 분류하였다.
유니버셜모델은 Harloe(1995)의 일반대중모형과 같이 사
회주택 수요자를 전 계층으로 한다. 반면에 제너럴리스트
모델은 주택구매력이 부족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잔여모델은 주택시장 참여가 어려운 난민,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UN ECE, 2015).
UN ECE보고서가 분류한 사회주택모델(모형)은 각 모
델(모형)이 주택을 공급(배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유니버셜모델은 사회주택공급기준의 제한 없이 대기자
명단(waiting lists)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한다. 제너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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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모델과 잔여모델은 사회주택공급기준으로 수요자의 소
득수준과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Harloe(1995)와 UN ECE보고서가 제시한 사회주택모델
(모형)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형 사회주택의 개념
을 구성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첫째 요소는 공급주체이다. Harloe(1995)가 제시한 세
가지 모델인 제한모형, 일반대중모형, 노동자협동모델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급주체의 상이함이다. 제한모형과 일
반대중모형은 국가, 지자체 등 공공이 사회주택공급을 주
도하지만 노동자협동모델은 사회주택의 실수요자인 민간
이 수급을 주도한다.
두 번째는 사회주택수요자의 범위이다. UN ECE보고서
가 제시한 세 가지 사회주택모델은 주택수요자이자 주택
공급대상을 주택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구, 소득여건으로
주택구매력이 낮거나 없는 가구, 가구의 특수한 여건에
의해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가구로 특정하였다.
세 번째 요소는 사회주택공급기준이다. 이는 각 모델이
사회주택수요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상호관계를 맺는다. 즉,
현실적으로 사회주택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공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주체가 정하는 기준(소득수준, 가
구특성)을 말한다. 사회주택의 수요자 선정기준과 공급기
준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수요에 근거해 공급량과 방식
을 결정하거나 공급여건에 따라 결정하는 차이라 할 수
있다.
한국형 사회주택정립을 위한 개념의 구성요소는 공급주
체, 수요자범위, 공급기준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한국형
사회주택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요소
와 함께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여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에서는 국내의 임대주택 수급환경이 지닌 문제점과
관련 연구 및 정책을 살펴본 뒤, 한국형 사회주택의 개념
을 정립하도록 한다.
2.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사회주택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려는 주된 이유는 공
공임대주택 수급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국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공공임대주택현황은 <Table 1>과 같다. 2010년
부터 2015년까지 임대주택공급의 변화를 살펴보면, 장기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장기임대주택(영구/50년/국민임대주택 포함)과 매입임대
주택의 꾸준한 증가는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의 양적 증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Choi(2015)은 전월세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중
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한 저성장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안정성 낮아지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으로 인한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은 임대주택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전망
이다.
한국주거학회논문집

Table 1. The Annual Change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Total

1,399

1,460

1,487

1,616

1,709

1,938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Permanent/fifty
years/Citizen
housings)

667

723

748

783

820

980

Five-year
constructed
housing including
rental housing for
employees

472

462

464

507

531

498

Purchased rental
housing

260

275

275

326

358

4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비율(5.9%)은
국제사회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
다<Table 2>.
Table 2. The Ratio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in Korea
and Western Countries

The ratio of public
rental housing (%)

South
Korea

UK

5.9

19.2

Netherlands Germany France
3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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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한국형 사회주택은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양
적 공급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임대주택수요자
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
Sohn and Park(2004)는 2000년대 초 일부 국민임대주
택에서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능력에 비해 높은 임대료가
책정된 점을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입주자 선정기준의 마
련을 강조했다. 2004년도에 제기된 공공임대주택의 수급
기준에 관한 문제는 2017년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지 관
련 정책동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4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거
급여, 뉴스테이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주거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MOLIT, 2016, p.4). 이러한 현황은 2004년 지
적된 공공임대주택의 수급기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이
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6년 국토교통부의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은 “현재 국
내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재원과 역량
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MOLIT, 2016, p.2). 이 같
은 정책적 문제의식은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
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주택공급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수요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
거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MOLIT,
2016).
민간임대주택공급주체의 육성과 수요대상 확대를 추구
하는 국내 임대주택정책은 UN ECE보고서에서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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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의 발전방향과 일치한다. 즉, 국내의 임대주택정
책은 이미 사회주택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의 내용을 사회주택
의 개념 구성요소인 공급주체, 수요자범위, 공급기준 측면
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의 주요 사업은 다섯 가지이다. 첫
째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 둘째 수요자 맞춤형 공
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셋째 민간 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넷째 주거비 지원강화, 다섯째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시장 인프라 개선이다(MOLIT, 2016,
p.1, 16).
주요 사업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수급주체의 다양화와
공공임대주택의 분배방식인 공급기준의 정교화이다. 이는
사회주택의 세 가지 개념요소인 공급주체와 수요자범위
그리고 공급기준 전반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므로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의 내용은 사회주택 핵심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3. 한국형 사회주택의 유형화

본 연구는 맞춤형 주거지원대책과 사회주택 간에 관계
정립을 위해 유럽사회주택, 국내공공임대주택, 맞춤형 주
거지원대책의 세 가지 주택정책이 담고 있는 사회주택 개
념구성요소의 정도를 <Table 3>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세 가지 정책에 나타난 공급주체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럽사회주택 공급주체는 중앙지자체의 주택
담당기관이거나 사회주택의 실수요자(노동자, 저소득층, 상
공업자 등)가 주축이 되어 형성한 비영리 조직이다(UN
ECE, 2015). 특히 비영리 조직은 사회주택의 실수요자와
공공의 지원을 연결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공공임대주택은 1980년대 처음 공급되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업 및 관계 기관의 주
도로 공급되고 있다.
한편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은 변화하는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주택정책이다. 맞춤형 주거지
원대책은 기존 임대주택이 지닌 양적 공급과 질적 만족
도 측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전략을 담
고 있다.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공급주체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사업은 각각 영세 민
간주택사업자와 대규모 민간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공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는 기존에 공공이 전적으로 공급을 주도하던 임대주택시
장에 민간공급주체를 참여시켜 임대주택대안을 다양화하
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민간참여를 지원하는 정책방향은
유럽사회주택의 공급주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춤형 주거지원대책과 유럽사회주택이 추구하는 공급
주체 다양화는 두 가지 개념구성요소인 수요자 선정기준
과 공급기준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두 번째 개념 구성요소인 수요자범위를 유럽사회주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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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살펴보기로 한다. 유럽사회주택의 입주대상은 저소득
계층, 장애인, 노년층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부터
일반가구까지 다양하다(UN ECE, 2015). 이와 같이 사회
주택이나 임대주택 수요자범위는 주택공급정책이 추구하
는 주택모델(모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UN ECE 보고서의 유럽국가 대부분은 사회주택 공급모
델로 잔여모델(residual model)을 채택하고 있다(UN ECE,
2015). 잔여모델(residual model)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제외한 소득범위에서 적정 주거비를 산정하여 주택의 입
주대상과 선발기준을 구성한다. 또한 소득기준과 함께 가
구특성 혹은 사회적 취약성(장애인, 저소득 노인, 피난민
등)을 고려하여 주택수급방안을 마련하는 주택모델이다.
잔여모델을 지향하는 유럽사회주택의 수요자범위는 소
득기준과 가구특성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사회주택
수요자를 특정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공공임대주택도 소득수준과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일
정 소득수준 이하의 계층 내 다양한 특성을 지닌 가구가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범위와 동
일한 틀을 유지하지만 주택공급기준과 수요대상의 범위를
각각의 정책사업 성격에 맞게 다각화하였다.
공급확대를 계획 중인 행복주택의 수요자범위는 소득수
준을 기본기준으로 하지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가구 등 입주희망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
다. 이 같이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범위는 소득분위, 기초
생활수급여부 등 소득을 주요 기준으로 하지만, 행복주택
은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수요대상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
택필요를 고려하는 점에서 수요자범위를 보다 정교화 하
였다.
한편, 뉴스테이는 소득기준 중산층에 속하는 주택수요
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최대 8년간
의 임차 자격을 보장하며 임차기간 이후 분양도 가능도
록 한다. 뉴스테이는 민간주택사업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토지
매입비용과 저리대출 등 다양한 금융세재혜택 제공을 계
획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세재 혜택은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뉴스테이의 주거비를 시세보
다 저렴하게 유지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개념구성요소인 공급기준은 수요자범위와 밀접
한 상호관계를 가진다. 공급기준과 수요자범위의 사회주
택개념요소는 주택정책이 지향하는 주택모델(모형)을 고려
하며 주택모델(모형)은 나라별지역별 경제여건과 인구변화
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럽사회
주택, 국내공공임대주택,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의 공급기준
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유럽사회주택은 현재 저성장으로 인한 고용불안정과 전
쟁난민유입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사회주택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저성장으로 사회주택과 같
은 공적자산의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
제28권 제6호 (2017. 12)

26 신서경·윤영호·권오정·최병숙

다. 이로 인해서 사회주택공급은 특정 소득수준과 가구특
성을 지닌 대상에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잔여모델을 추구
하고 있다.
국내공공임대주택도 유럽사회주택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임대주택수급의 한계
를 겪고 있다.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은 이러한 공공임대주
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
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임대주택 수요자의 생애
주기에 따라 변하는 소득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부응하는 임대주택수급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전략을 기본
으로 한다.
임대주택 수요자의 소득과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는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은 공공임대주택에서 포함하지 못했
던 대상인 저소득 청년층, 신혼부부 등 생산가능인구의
주택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주택개념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따라서 유럽사회주
택, 국내공공임대주택,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을 살펴본 결
과, 유럽사회주택과 국내공공임대주택맞춤형 주거지원대책
은 광의의 개념적용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특히, 유럽사회주택과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수요자범위 및 공급기준을 임대주
택 수급환경을 고려하여 다각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일하다. 또한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이 지
닌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세 가지 사회주택 개념구성요소에 따라서 비교한 대상
별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을 맞춤형 주거
지원대책에 초점을 맞춰 유럽 사회주택과 국내공공임대주
택을 비교한 결과 ⓐ, ⓑ, ⓒ, ⓓ, ⓔ, ⓕ, ⓖ, ⓗ 구간으
로 그 차이를 표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각 구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한국형 사회
주택 개념을 정립하기로 한다.
4. 한국형 사회주택 개념 정립

한국형 사회주택 개념을 정립제시하기 위해서 <Table
3>에 나타난 8개 구간을 분석하였다.
첫째, ⓐ와 ⓕ 구간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사업의 확
대를 통해서 임대주택공급량을 확보하며 공급주체를 공공
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국외에 비해

Table 3. The Comparison of Social Housing Characteristics between European Social Housing, Domestic Public Rental Housing, and
Responsive Housing Policy for Affordable Housing Cost in 2016
The major components of
social housing

Suppliers’ characteristics

Housing consumers’ characteristics

Public Non-profit Private Income
groups
Housing programs

Selection criteria and standards of
tenants in (public) rental housing

Household Special need Income
characteristics groups (e.g. levels
refugees, the
disabled, etc.)

Household
characteristics

Social housing in Western Countries
Social housing based on European
countries' examples
Domestic Public Rental Housing
Existing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New Rental Housing Policy
Responsive housing policy for affordable
housing cost
Increasing the supply of Happy House
and New Stay

ⓐ

Considering the life cycle of housing
consumers to supply rental housings
Expanding the eligibility of rental
housing suppliers to privat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

ⓒ

ⓓ

ⓔ

ⓕ

Reinforcing housing policy that supports
the housing cost of low- and moderate
income populations
Improving housing welfare programs for
very low-income populations

ⓖ
ⓗ

Advancing the system and infrastructure
of rental housing market
: The Characteristic of Social Housing Components in Western Countries
: The Characteristic of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in Terms of Social Housing Components
: The Characteristic of Responsive Housing Policy for Affordable Housing Cost in Terms of Social Housing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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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need
groups’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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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적은 국내의 공공임대주택<Table 2>이 가진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적 공급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전
략으로 공급주체의 다각화(공공에서 민간 그리고 민관협
력)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 ⓒ와 ⓓ, ⓔ 구간은 소득기준과 가구특성을
단편적으로 적용하던 국내임대주택의 수요자 선정기준을
임대주택수요자의 생애주기별 주거수요에 초점을 맞춰 다
각화하는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의 내용을 의미한다.
셋째, ⓖ와 ⓗ 구간은 국내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보
다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 구간은 매입임대, 집주인 임대주택의 수
요대상에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수요자선정대상
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세분화된 정책의무
사항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포용하지 못했던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간은 국내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보다 정교화
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최극빈층의 주택난을 해
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내용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수요자 맞춤형 복지, 휴먼케어시스템 도입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말한다.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지닌 문
제점을 개선하고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가능하게 하는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정책의 골자는 첫째, 공공임대
주택 공급의 양적,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서 임대주
택의 공급주체를 민간영리비영리 조직과 실수요자로 구성
된 주택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 수요자범위와 공급기준인 소득과 가구특성에 생
애주기별 주거요구를 접목하여 임대주택 수급을 보다 체
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의 두 가지 주요 내용은 유
럽사회주택이 추구하는 수급방향과 일치한다. 나아가 뉴
스테이와 같이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소득수준을 지닌 수요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은 유럽보
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주택 범위를 확대하려는 국가차
원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형 사회주택은 공급주체, 수요자범위, 공급기준의
다각화를 통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수급이 충족하지 못했
던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주택정책(맞
춤형 주거지원대책) 그 자체로 이해하여야 한다.

IV. 한국형 사회주택 제안
1. 국내 사회주택 여건 고찰

한국형 사회주택의 특징은 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수요자
범위 및 공급기준을 다각화하여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형 사회주택이 지향하는 공
급주체와 수요자의 다양성 확보에 한계를 가진다.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은 집주인 임대주택프로그램과 매입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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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통해서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참여를 지원하며 공공
임대주택의 한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민간에서는 실수요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
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성을 추구하는 임대주택
수급환경을 구축해가고 있다. 비영리의 중소규모 민간임
대주택사업자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두꺼비하우징, 소
행주, 아이부키, 하우징쿱, 안테나, 배꼽친구 등이 대표적
이다. 이들은 사회초년생, 한부모 가구, 가정폭력피해자 등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주거취약계층부터 일반적인 중저소
득 계층의 임대주택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임대주택공급주체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택난 해소를 목표로 임대주택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하
지만 민간사업자의 경우 자력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 경
험이 짧아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하다. 한편, 공
공공급주체는 장기간의 임대주택공급 경험을 가지고 있지
만 수요자 친화적 공급체계가 미흡하다.
공공과 민간사업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려면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에서는 민
관의 협력적 임대주택공급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먼저 민관의 협력을 통한 한국형 사회주택 공급 가능
성을 살펴보고자 한국형 사회주택이라 할 수 있는 임대
주택사업을 공급주체에 따라 <Table 4>와 같이 구분하였다.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사
회초년생,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의 가구에 시세보다 저렴
하게 제공하는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프로그램이다.
Table 4. The Suppliers' Traits by Rental Housing Programs
Private- and/or
Suppliers’ traits Public-led Public-private
social partnership for non-profit institutions
Program
housing social housing For-profit Non-profit
categories
Happy House

○

New Stay

○

Home owners’
rental housing

○

Purchased property
for rental housing
Small-scale private
rental housing by
social economy
actors*

○

○

* For example, Min Snail Housing Union, Toad Housing, Soheangju
cooperative housing, etc.

집주인 임대주택은 영리목적의 중소규모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여기서 공공은 민간사업자
가 본인이 소유한 건물을 개보수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금융세재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매입임대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물이나 토지 등
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한다. 기존의 건설개발
형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공급구조를 갖는다.
한편,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국내의 영세민
제28권 제6호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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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준을 통해 수급모델을 구상하기로 한다.
먼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주택사업자별 공급된
임대주택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주목할 점은 2015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
업자가 임대주택통계에 집계되기 시작한 것이다. 준공공임
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통칭하며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일반형임대사업자라고 한다. 일반형임
대사업자는 반드시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에 있어야 한다. 일반형임대사업자는 기업형 임대
사업자(뉴스테이 공급주체)와 달리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
급하는 개인이나 중소규모의 영리비영리 조직이다. 민달팽
이 주택협동조합, 두꺼비 하우징 등이 일반형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같은 일반형임대사업자는 주택공급경험이 짧
아 집계된 주택공급량이 총 3,069호에 머물렀다.
매입임대사업자, 건설임대사업자로 분류되는 임대사업자
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사업자수의 증감 폭이 컸다.
하지만 장기간의 임대주택 공급경험을 가진 매입건설임대
사업자는 일반형임대사업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임대주택공급현황을 민간과 공공으로 나누어 살
펴본 결과 중앙정부의 임대주택공급이 예상한 바와 같이
전체 임대주택공급에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
타났다<Table 6>. 반면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2013년 전
체 공급비율의 25%를 차지하였지만 이후 감소하여 2015
년에는 전체 임대주택 공급율의 14%를 차지하였다.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각 해당연도별로 가장

간 주택사업자와 실수요자가 주축이 된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주체로 불리는
이 같은 영세민간주택사업자는 중앙정부, 서울도시주택공
사 등의 정부조직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
급주체에 따라서 살펴본 한국형 사회주택은 공공주도형과
민관협력형 공급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이어진 중앙정부주도의 공공임대
주택공급환경에 민관협력형 사회주택공급방식이 자리 잡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공급주체가 사회주택수급수요
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
다. 즉, 지금까지 양적공급에 집중했던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 가진 경직된 공급기준과 수요자 선정기준에 대한 문
제를 민간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2. 한국형 사회주택 수급모델 구상

공공임대주택이 지닌 수급의 한계를 개선하며 한국형
사회주택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수급환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택난에 부응하기 위함을 목적
으로 하는 한국형 사회주택은 그 목적에서 공공임대주택
과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형 사회주택은 민간주택사업자
와 실수요자의 보다 적극적인 주택공급참여를 필요로 하
는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수급주체에 대한 범위와 기
준 변화를 요구하는 한국형 사회주택 수급여건을 앞서 정
립한 사회주택 개념구성요소인 공급주체, 수요자 범위, 공

Table 5. The Change of Rental Housing Suppliers and Stocks from 2001 to 2015
2001

Suppliers

Housing stocks

Suppliers

Housing stocks

Suppliers

Housing stocks

Suppliers

616

718

87,858

6,845

60,286

5,702

27,908

25,872

Housing stocks 128,800

Suppliers

6,719

Housing stocks -30,301

Housing stocks

2,798

23,918

92,495

34,303

-100

3,573

-72

12,025

-111

86,029

294

44,084

495

17,306

78

76,743

92

86,358

93

Housing stocks 228,969 100,442

947

19,065

-132

-51,065

443

15,062

1,762

1,913

-693

10,481

2,875

592

247

-25,844

1,511

23,084

1,951

-15,919

820

8,739

386

-13,233

4,789

14,289

5,900

121

22,919

51,465

23,453

31,480

32,329

102,374

-

-

-

-

-

-

-

-

-

-

-

-

-

-

-

-

331

2,344

39

725

Suppliers

Housing stocks

Suppliers

Suppliers

744

-

Suppliers by
purchasing
rental
properties
Suppliers by
purchasing
rental
properties
Suppliers by
housing
construc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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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6,377

-

2014

-7,419

-

2013

-1,907

-

2012

8

-

2011

-34,211

-

2010

4,747

1,271

18,771

-

2009

-1,155

494

64,034

-

2008

Housing stocks

-266

-

2007
Suppliers

1,499

Housing stocks 315,842 233,037

4,260

35,518

-

Suppliers

13,787

3,360

51,449

Housing stocks 182,965 129,758

1,134

4,829

39,643

Housing stocks 100,754

88

763

8,412

29,228

4,582

144

48,112

3,480

18,937

1,009

Suppliers

5,736

96,167

1,480

22,635

23,979

Housing stocks

65

48,924

108

Suppliers

5,025

90,496

3,737

23,508
-

2006

5,377

Housing stocks

832

10,241

-

2005
Suppliers

Suppliers

257

38,200

Semi-public
rental housing

4,826

Purchased
rental housing
suppliers

71,949

Constructed
Suppliers
rental housing
designated
by
suppliers
the
Architectural
Laws

2004

Housing stocks

Suppliers by
housing
construction

2003

Suppliers
Tot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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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임대주택 수급환경은 중앙정부주도의 공공사업자중
심이다. 하지만 맞춤형 주거지원대책을 비롯해 최근 논의
되기 시작한 주거정책은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권한을 민
간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민관협력으로 운
영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Table 6. The Rental Housing Supply by Suppliers' Characteristics
Categories

2013

2014

(%)

2015

(%)

(%)

Private

18,825

25

19,381

24

12,917

14

Public in central
government

46,626

62

48,345

60

65,577

73

Public in local
government

10,327

14

12,903

16

11,650

13

Total

75,778

100

80,629

100

90,144

100

이와 같이 임대주택수급환경의 변화를 예고한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사회주택모델(모형)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형 사회주택모델(모형)을 구상하기 위해
서 공급주체, 수요자범위, 공급기준(사회주택개념구성요소)
측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Harloe(1995)
와 UN ECE(2015)가 제시한 주택모델(모형)에 따라서
<Figure 1>과 같이 유형화했다.
유형화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행복주택, 뉴스테이, 매
입임대주택, 집주인임대주택, 민간비영리 조직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다섯 가지 사업을 각 사업의 주택공급방식에 따라서 주
택공급모델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Figure 1>의 그래프
좌표는 각각 가구특성(X축)과 소득(Y축)으로 하였다.

Figure 1. Social Housing Supply Models in South Korea

각 사업의 공급기준이 소득과 가구특성을 고려하는 정
도에 따라서 제너럴리스트모델(가구특성 −, 소득 +), 잔여
모델(가구특성 +, 소득 −), 유니버셜모델(가구특성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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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 일반대중모델(가구특성 +, 소득 −)로 분류하였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청년층, 신혼부부 등의 가구특
성을 소득수준과 함께 고려하여 수요자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수요자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던 가구특성이 행복
주택의 주요 수요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임대주택
의 수요범위를 다양화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기준과 함께 보다 다양한 가구특성을 고려한 행
복주택은 잔여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뉴스테이는 2017년 5월 이후 정책방향성에 재검토를 진
행 중이지만, 최초 사업은 전월세난을 겪는 중산층을 대
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위주의 임대주
택사업을 상위소득계층으로 확대하며 소득기준의 확대를
시도한 제너럴리스트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집주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나 민간사업자
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운영하는 사
업으로 소득과 가구특성을 사업자의 자유재량으로 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이 공급주체인 매입임대주택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을 주요 수요대상로 하는 점에서 가구
특성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주인임대주택은
유니버셜 모델을 지향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일반대중모
형을 취한다 할 수 있다.
중소규모의 민간비영리조직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임대주택사
업자가 서로의 목적을 공유하여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
서 노동자협동조합형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
요자가 구성한 주택조합이 아닌 비영리조직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특정 소득수준과 가구특성에 해당되는 집단을
주요 수요자범위로 하는 점에서 잔여모델의 성격을 동시
에 나타내고 있다.
다섯 가지 임대주택공급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형 사회주
택이 추구하는 주택모델(모형)을 <Figure 1>과 같이 도출
하였다. 국내에서 새로이 추진 중인 임대주택사업은 다양
한 주택모델(모형)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
양한 임대주택수급환경을 조성해가려는 정책의도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들 사업 중 행복주택과 민간비영리 조직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의 주택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수급환경에서<Table
6> 민간비영리 조직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적절한 자리
매김이 시급하다. 공공이 한계를 갖는 임대주택수요에 대
응하는 중소규모 민간주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내의 중소규모 민간주택사업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규모 민간주택사업자의 조직력
을 확보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력을 통
해서 임대주택정책에 한 목소리를 내는 정책참여루트를
만들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한 기금형성으로 민간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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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대주택공급에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구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공
공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수급환경을 점진적으로
민간에 확대하는 공공의 제도 및 재정지원체계 개선이 선
행되어야 한다.

V. 결 론
2013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임대주택 시장 현황 및 활성
화 방안’ 보고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사적(私的) 시장으로 방치
되어 있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함
을 강조했다.
본 연구의 한국형 사회주택과 사회주택을 지향하는 국
내임대주택정책은 기존 임대주택수급환경을 공급주체, 수
요자범위, 공급기준에서 보다 다양화하는데 집중하고 있
다. 이 같은 정책과 시장여건의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
은 공공에 공급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 임대주택수급
환경이 임대주택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수급환경에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
한 현재의 임대주택정책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임대주택
공급주체의 다양화와 수요대상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유럽
을 비롯한 국외의 사회주택이 추구하는 방향에 상응한다.
2016년 맞춤형 주거지원대책 이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주
거취약계층의 주택문제에 대응해온 국내의 임대주택 수급
패러다임은 민간의 수요와 공급여건에 보다 민감하게 반
응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Table 2>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임대주택공급비
율이 낮은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임대주택수요에 따라 다
양화되고 있는 임대주택 수요대상을 보다 다양한 소득계
층과 가구특성을 기준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
하다. 또한 행복주택, 뉴스테이, 집주인임대주택, 민간비영
리 조직이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같이 다양한 임대주택수
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
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확보 되어야 한다.
끝으로 민간사업자에 의한 임대주택수급환경을 육성확
대하기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UN ECE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양질의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주택사업자
(Responsible Housing Provider)’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
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이미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중소규모의 영세주택사업자가 임
대주택공급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해당 사업자는 사
회적 경제육성을 목표로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중심의
지자체 정책에 힘입어 사업역량을 제고하고 임대주택공급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주도의 임대주택공급체계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 주택정책의 움직임은 한국형 사회주택을 구현하는
첫 걸음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수요대상을
한국주거학회논문집

보다 면밀히 고려하고 양적 공급방식에 다각화를 가능하
게 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
요하다. 또한 민관협력이 한국형 사회주택 구현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Figure 1>의 사업별 주택모델(모형)
을 바탕으로 향후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서 임대주택수급
에 민관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토대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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