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

한국 사회주택의 잔여적 성격의 원인에 관한 연구 5

文>

주택연구 제26권 2호 2018. 05.: 05~40
http://dx.doi.org/10.24957/hsr.2018.26.2.05

Housing Studies Review Vol. 26, No. 2: 05~40

한국 사회주택의 잔여적 성격의 원인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ause of Residual Character of Social Housing in Korea
1)

고 정 희 (Jung-Hi Ko)**ㆍ서 용 석 (Yong-Sug Suh)***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causes of social housing’s residual character in Korea. To this
end, the causes of residualization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theories of Harloe and
Kemeny, who presented two major views on housing research. In the West, a mass model
was formed by providing a massive supply of social housing during the “abnormal” post-war
period. However, the situation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e West.
In Korea, a massive supply of social housing during the abnormal time, as Harloe suggested,
could not be achieved, and the supply of social housing based on strong ideology, as Kemeny
proposed, was not proven. Nevertheless, it is considered that one of the main reasons for
social housing’s residual character in Korea is ‘the existence of the jeonse system’, which
is a unique private rental system that exists only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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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사회주택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급하거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의 목
적을 가진 주택이다. 이러한 사회주택은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까지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
주택을 지칭하는 용어 또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며1),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임
대주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1914년 이전, 사회주택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시작되었을 때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선적인 활동이었다. 그러나 1918년 제1차 대전으로
인한 긴급한 시기 동안 사회주택은 저소득층만이 아닌 일반대중 모두를 대상으로 보편적으
로 공급되었고, 그 이후 1920년대 후반부터 1939년까지의 기간에는 저소득층과 같은 사
회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잔여적으로 공급되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전후 재건 기간
동안 ‘슬럼(slum)’ 주택과의 씨름으로 사회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다시 보편적 공급의 형
태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며 사회주택의 황금기(golden age)를 누렸다. 하지만 1970년
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들의 경제상황 악화와 재정적자 증가로 인해 잔여주의(residualis
m)2)가 등장하면서 사회주택의 보편적 공급은 후퇴하게 되었다(Malpass, 2008). 이렇듯
서구에서의 사회주택은 시기별로 보편적 공급의 형태와 잔여적 공급의 형태를 반복하며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보편적 공급의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 사회주택은 국가의 주도 아래 더 나은 주택으로의
이동을 위한 ’주거 사다리(housing ladder)‘로써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잔여
1) 사회주택은 영국은 ‘council housing’, 미국은 ‘public housing’, 독일에서 ‘housing promotion’,
또는 ‘sozialwhonung’으로 불리워지고 있다(Michela Braga and Pietro Palvarini, 2013).
2) 잔여주의(residualism)는 복지행정 이념중 하나로 윌렌스키(Wilensky, H)와 르보(Lebeaux, C)에
의해 제시되었다. 잔여주의는 사회기능의 정상적인 공급원으로서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사회복지가 이를 보완 또는 해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정치ㆍ경제ㆍ가족 등과 같은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로 보는 제
도주의(institutionalism)와 상반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잔여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선택주의 입장을 취하는 반면, 제
도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하동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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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급의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 국가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공급만 유지하기
때문에 주거 사다리로써 사회주택의 기능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
사다리의 역할은 국가 대신 민간영역이 담당하게 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럽 복지국가들
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민간임대주택이 도시의 주된 주거수단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후 복지국가 확장기에 주택시장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으며 심각한 주택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사회주택을 확대하면서 탈상품화된 주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진보적인
정당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정당도 주택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 안정과 경제부흥의 필요성
에 공감했고, 그 결과 1970년대 초중반까지 영국 29%, 네덜란드 39%, 프랑스 13% 등 상
당한 수준의 사회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다(김수현, 2011). 그러나 한국의 사회주택은 그동
안 자산조사에 기반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잔여적으로만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서
구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 왔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주택은 왜 이렇게 서구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잔여적인 형태로 공급
되었고 존재해 왔는가?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나서기 시작하면
서 그야말로 ‘압축 성장’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수록 주택문제
는 오히려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80년대 이래로 주택문제가 핵심적인 사회문제의 하
나로 자리 잡게 되자 주택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80년대 말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과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택적 성격을 갖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90년대 들어 문민정부 수립 후 신경제5개
년계획을 거치면서 사회주택적 성격을 갖는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 왔
고(이영환, 1995), 철저하게 상품화된 주택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잔여적 성격으로 공급되
고 발전되어 왔다. 한국 사회주택의 이러한 양상은 정치적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회주택
공급의 확장 및 축소를 반복하며 발전해 온 서구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는 지속적인 잔여화
의 형태였다. 따라서 한국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민간의 영역에 존재
해 왔다.
이러한 주택의 잔여화 현상은 과거에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성장 속도와 맞먹을 정
도로 빠르게 시행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범위가 확대되어 외형상 제도적으로는 이미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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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이루었고, 특히 한국의 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1989년 전 국민
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확립되어 많은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실제로
미국의 오바마케어 도입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경제성장 시기에 서구는 국가가 사회주
택을 대량 공급하였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장기 공
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6년 기준 6.3%로 OECD의 평균(11.5%)3)에 비해 아직 낮은 수
준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사회주택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사회주택의 논의에 있어
서 한국의 사회주택이 왜 이처럼 잔여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
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의 사회주택의 성격이 잔여적이라는 선행연
구들의 주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 의해 잔여적인 형태로 수렴
되어 왔는지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처럼 건국초기부터 강력
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잔여적인 것을 지속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
치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에 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성장 시기에 한국의 사회주택이 왜 사회복지의 영역 밖에 있었는지 또
한 왜 잔여적인 성격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지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담론적 논의에 기반한 이론적 연구로써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회주택에 관한 국내외 학술지 및 연구보고서에 대한 문헌고찰 후 사회주택의 개념 및 선
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할로(Harloe)와 케미니
(Kemeny)의 사회주택 이론을 통해 한국 사회주택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둘째, 한국 사회
주택의 형성과정 및 성격에 관해 논의하면서 잔여화의 하나의 원인으로 전세제도의 존재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세제도의 개념 및 발달과정, 전세의 역할에 관해 검토하였다. 끝
으로 그동안 한국의 사회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지속적인 사회주택 공급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3) 한국 재고율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2017.08.29). 선진국의 사회주택 재고율: 영국('06)
17.7%, 스웨덴('04) 21%, 네덜란드('03) 34.6%, 미국('05) 1.2%, 일본('03) 6.6%, OECD('05)
1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0호(2010-13), 2010, p.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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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사회주택의 개념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개념으로, 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라는 용
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는 각국의 주거여건 및 주택정책의 다양성에 따라 폭넓게 사용되
고 있다(Pittini and Laino, 2011). 주택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소유자, 건설ㆍ공급자,
임대료의 수준, 재원의 출처 및 공급목적 등에 따라 사회주택을 정의하는데 국내외의 사회주
택에 관한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는 사회주택에 관해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임대되는 주택’ 또는 ‘행정절차를 통해 비시장적 기제에
의해 배분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of
Europe에서는 사회주택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공공주택의 형태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
거비용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신서경 외, 2017). 대부
분 서구의 사회주택은 주택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대한 인식 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ㆍ관
리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통제ㆍ주택 개보수 및 보조금 정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즉, OECD 등의 국제기구 및 연구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는
공공임대주택, 협의의 사회주택, 세제우대주택 모두를 포괄하는 ‘광의의 사회주택’으로 사용
되고 있다(박은철 외, 2017).
국내의 경우 사회주택은 1980년대 후반 이래 공공임대주택의 맥락 속에서 논의가 진행
되어왔다. 물론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사회주택의 개념이 서구처럼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
어 정의되고 있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불리며 이를 중심으
로 공급 및 발전되어왔다(박은철 외, 2017). 국내 연구자들의 사회주택 개념정의를 살펴보
면, 서종균(2012b)은 사회주택은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영리조직 혹
은 그것에 준하는 조직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더 넓은 뜻을 가진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의 영리조직이나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공 등이 보유
하고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천현숙(2016)
은 사회주택을 공공주체, 혹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체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시장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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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거빈곤층에게 배분하는 주택으로 정의하였고, 박은철 외(2017)는
사회주택은 국가별 주택정책의 목표ㆍ내용, 사회주택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 따라 개념이
다양하며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부담가능하고, 주택소요에 따라 주택이 배분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주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신서경 외(2017)는 한국형 사회주택 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형 사회주택은 공급주체, 수요자 범위, 공급기준의 다각화를 통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수급이 충족하지 못했던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주택정책(맞춤형 주거지원대책) 그 자체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201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주택의 개념을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정의는 사회주택의 공급주체를 ‘사
회적 경제주체’로 한정하여 공공에 의해 직접 공급되는 주택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
지가 있어 매우 협소한 개념정의로 평가되고 있다(강세진, 2015). 더구나 이것은 그동안
한국에서 사회주택의 공급이 거의 전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 이루어져 온 점과 이미 오랫
동안 국내외 여러 학자들을 통해 정의되어 온 학술적인 개념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사회주택의 개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반영된 폭
넓은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봉인식ㆍ최혜진(2016)은 서울시의 사회주
택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회주택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공익주택’으로 정의하였다.
공익주택은 시장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재원과 금융지원을 기초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영
리, 비영리)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통칭할 수 있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택은 국가별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개념정의도 다양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되
고 있다는 사실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택은 그 특징이 주로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되며, 재정 지원을 통해 주택을 자력으
로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장임
대료보다 매우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이념이나 배분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으나
유럽의 사회주택과 대부분 국가의 공공임대주택은 유사개념으로 볼 수 있다(진미윤,
200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택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의미(서종균,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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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외, 2011)로써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비영리의 임대목적으
로 건설ㆍ관리ㆍ운영되는 주택’으로 국가 등의 지원에 의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
는 임대주택(임숙녀, 2015)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한국의 사회주택에 관한 선행연구를 주제별로 나누어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
의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사회주택이 잔여적 성격을 갖게 된 이유에 관
해 질문을 하였던 연구들이 있었는가? 둘째, 한국 사회주택이 잔여적 성격이라고 제시하였
던 연구들은 있었는가? 이다. 먼저 한국의 사회주택이 잔여적 성격을 갖게 된 이유에 관한
연구의 검토이다. 남원석(2014)은 ‘한국공공임대주택의 미래’에서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은 잔여모델에 가깝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에 관해서는 역사적 경로를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자는 동아시아 주택정책의 특수성에 대한 거시적
인 논의로 갈음하였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 잔여적 성격을 갖게 된 이유로 첫째, 주택정
책이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로서 주택의 개발 및 건설과정에 대한 국가개입 둘째, 전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극대화되며 자가 소유가 강조되었고 셋째, 복지국가의 저발전과 관련있는
것으로 가족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복지의 저발전 상황에 대한 대처를 들었다.
다음으로, 한국의 사회주택이 잔여적이라고 제시하였던 연구의 검토이다. 김수현(2010)
은 할로와 케미니의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연구자
는 주요 선진국들의 임대주택 성격과 비교하여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자가
비중, 공공임대 비중,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분포’의 세 가지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임
대주택의 위치를 살펴보였다. 그 결과 낮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비중, 높은 저소득층 집중
도, 비공식적인 민간임대시장과 임대차 규제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볼 때,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은 할로의 분류에 따라 전형적인 잔여적 모델이라고 제시하였다. 진미윤(2011)은 할로
와 케미니 두 학자의 이론을 가장 구체적으로 적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들
의 이론으로 10개국의 임대주택 시스템 및 최근 20년간의 정책 변화의 영향을 분석함으로
써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전망하였다. 그러나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연구
가 진행된 만큼 이 연구에서도 한국은 잔여적인 성격을 취하고 있다고만 제시되었을 뿐 그
이유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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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그동안 한국에서 사회주택에 관한 논의는 사회주택의 정의를 내리고 특성을 밝히
는 연구만 일부 진행되었고, 왜 한국이 이렇게 잔여적인 성격으로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대부분 국가의 주택보급, 자가점유율, 사
회주택 재고율과 같은 현상만을 가지고 언급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택과 관련하여
왜 한국은 서구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나 왜 한국은 지속적으로
잔여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이 간과되어왔다. 따라서 기존의 연
구된 틀로 한국 사회주택의 성격을 이해하고 제시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지
금은 한국 사회주택의 성격과 그 이유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사회주택 부문 유형론
그동안 사회주택 부문의 유형화를 시도한 대표적인 학자들은 Donnision(1967), Harloe
(1995), Kemeny(1995), Andrews et al.(2011) 등을 들 수 있다(남원석, 2014). Donnision
(1967)은 사회주택의 유형을 사회주택시스템과 포괄적 주택시스템으로 구분하였고,
Harloe와 Kemeny는 1995년 같은 해에 사회주택을 각각 잔여적모델과 대중모델, 이중임
대모델과 단일임대모델로 유형화하였다. 이후 Andrews et al.(2011)는 표적모델과 일반모
델로 구분하였다<표 1>.

<표 1> 사회주택 부문 유형론
연구자

사회주택 부문 유형론

Donnison(1967)

사회주택 시스템

포괄적 주택시스템

Harloe(1995)

잔여적 모델

대중모델

Kemeny(1995)

이중임대 모델

단일임대 모델

Andrews et al.(2011)

표적모델

일반모델

이 중 할로와 케미니의 이론은 비교 주택연구의 양대 시각으로 사회주택 이론의 고전적
분석틀로써 많은 국가들의 사회주택 성격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일
부 학자들에 의해 할로와 케미니의 이론이 소개되었다(이은주, 2010; 김수현, 2010; 진미
윤, 2011; 남원석, 2014). 그러나 두 학자의 이론을 통해 한국 사회주택의 성격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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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물론 이들의 이론이 과거의 주택시스템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시장에도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진미윤, 2011). 그러나
사회주택의 가장 최근 연구라고 할 수 있는 Andrews et al.(2011)4) 이론의 기본적인 틀
역시 할로와 케미니의 이론과 유사하므로 이들의 이론을 통해 한 국가의 사회주택의 성격
을 가늠해 보는 것은 아직까지 유효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이론에 근거하여 사
회주택의 모델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주택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4. 할로(Harloe)와 케미니(Kemeny)의 사회주택 모델
1) 할로(Harloe)의 사회주택 모델
할로는 1995년 그의 저서 “People’s Home”에서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변화에 기반
하여 6개 나라(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의 사회주택의 발전을 설명하였
다. 그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다른 복지 재화들과 차이가 있고 그 자체로 매우 강한 상품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복지국가의 다른 핵심 제도들인 교육, 의료, 연금과는 달리 쉽게 상품
화 되며(Harloe, 1995),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기둥 중에서 ‘흔들리는 기둥(wobbly pillar)’
이라고 하였다(O’Neill, 2008). 따라서 모든 국가는 결국 상품화(commodification), 탈상
품화(decommodification),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의 동일한 단계를 지나게 된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그는 사회주택을 ‘대중 모델(mass model)’과 ‘잔여
적 모델(residual model)’, ‘노동자 협동모델(workers’ cooperative model)’로 구분하였
다5). 이러한 세 모델은 경험적으로 각 나라의 사회주택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데, 노동자
협동모델은 이후에 국가의 규제와 재정 속에서 억제되거나 흡수되었다(Harloe, 1995).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중 모델’과 ‘잔여적 모델’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4) Andrews et al.(2011)은 사회주택 부문을 사회주택 재고율과 주택배분기준에 따라 일반모델
(broad-based model)과 표적모델(targeted model)로 구분하였다. 일반모델은 모든 가구들에게
개방적이며, 표적모델은 자력으로 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Ghekiere, L(2008)의 연구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는 보편적모델(Universal model)과 표적모델
(targeted model)로 구분하였는데 표적모델은 다시 일반모델과 잔여모델로 구분된다. 이는 할로의
대중모델과 잔여모델, 케미니의 단일임대모델, 이중임대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5) 노동자 협동모델(workers’ cooperative model)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자조정신과 상호부조에
바탕을 두고 각종협동조합들에 의해 자구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의미한다(Harlo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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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모델은 주택을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써 사회주택의 입주대상을 저소득
층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중간소득 그룹(middle-income groups)’까지 포괄하는 것을 의
미한다(Harloe, 1995). 즉, 이 모델은 일부 특수한 상황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
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1918년 이후 서유럽 국가들에서 채택된 사회주택의
확대 공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잔여적 모델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한계 계층만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서비스로
서 이들의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위해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시장
매커니즘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의 주택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며, 사회주택은 특수한 소수집
단에 제한적으로 공급된다(Harloe, 1995). 이는 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보조에 의존하
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전시 혹은 전후와 같은 심각한 주택문제에 직면한 상태가 아닌 평상시
의 경우 사회주택의 공급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이처럼 잔여적 공급의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 국가는 ‘응급 서비스(ambulance service)’로서 기능하며(Thornhill, 2010), 주택은
‘개인의 책임’으로 여긴다. 이와 같이 할로가 제시한 사회주택 모델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Harloe의 사회주택 모델의 특성
유형

대중 모델(mass model)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

성격

적극적이며 보편적인 복지정책

사회안전망 차원

입주대상

중소득층까지 입주

저소득층 대상(자산조사 기반)

사회주택 비중

높음

낮음

자가소유 비중

낮음

높음

복지국가 체제

사회민주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

특성

사회주택은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
서유럽의 경우 1918년 이후 실현
대표적인 국가는 1960-70년대 영국

시장메커니즘을 중시
사회주택의 최소화

자료: Harloe(1995), 김수현(2010).

그렇다면 이러한 두 모델은 왜 어느 시기에는 대중적인 형태로 공급되었고 또 어느 시기
에는 잔여적인 형태로 공급되었는가? 이와 관련하여 그는 사회주택 발달을 둘러 싼 ‘네 시
기’를 구조화 하여 이 물음에 답하였다. 그 첫 번째 두 시기는 1차대전 이후의 짧았던 기간
과 2차대전 이후의 좀 더 긴 기간 동안으로 이 때 대중 모델이 보편화되었다. 또 다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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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1920∼1930년 대공황 이후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이 기간은 잔여적 모델
이 우세하였다(Harloe, 1995)<표 3>.

<표 3> 사회주택 발달의 네 시기
시기 구분
1918년 이후
1920년∼1939년
1945년∼1970년 중반
197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택 공급 형태
The temporary solution: after the Great War
→ 전후 회복기간 동안 대중 모델(mass model)이 우세함
Social housing in the Depression
→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이 다시 주장됨
Social housing in an era of reconstruction and growth
→ 사회주택의 황금기(golden age): 대중모델 우세함
Residualism revived
→ 잔여주의가 발전됨에 따라 대중 모델이 후퇴하게 됨

자료: Harloe(1995)의 The People’s Home의 내용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이렇듯 두 모델에 대한 할로의 주장의 핵심은 잔여적 모델이 평상시의 사회주택의 일반
적인 형태이며, 대중 모델은 전시와 같은 단지 ‘비정상적인 시기(abnormal time)’에 등장
한다는 것이다. 대중 모델의 주요한 기능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회복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각 나라에서 이행된 대중 모델의 형성은 다음의 ‘두 가지 일반적인 조건’이 더욱
중요했다. 첫째, 민간주택시장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주택의 해결책을 제공하는데
다양한 이유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둘째, 1차대전과 같은 사회적 긴장 고조의 기간과 위기
의 순간 또는 1945년 이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택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회와
경제를 위해 사회주택의 확대공급이 필요했다는 것이다(Harloe, 1995). 하지만 할로는 자
본주의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택의 대중 모델이 존속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잔여
적으로 수렴된다고 보았다.
할로에 따르면 한국 사회주택의 성격은 저소득층과 같은 일부 소수계층에게 제한적으로
공급되었다는 측면에서 잔여적 모델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주택은 왜 대중화를
이루지 못했는가? 할로가 제시했던 대중모델 형성을 위한 ‘두 가지 일반적 조건(민간시장의
실패와 전후와 같은 특정 시기의 존재)’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인가?
서구에서 사회주택의 공급은 ‘정상적인’ 시기와 ‘비정상적인’ 시기에 따라 대량공급과 잔
여적 공급의 형태가 반복되며 공급되어왔고, ‘비정상적인 시기’에는 국가가 앞장서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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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할로가 제시한 ‘비정상적인 시기‘에 정부 주도의 대량공
급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시장을 통해 주택의 대량공급이 이루어져 주택부족 문제
에 대응하였기 때문에 민간시장이 실패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사회주
택 잔여화에 관해 할로가 던지는 이 물음에 관한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2) 케미니(Kemeny)의 임대주택 모델
케미니는 주택연구에서 사회구조의 성격 차이에 의한 다양성을 강조하며 1992년 그의
저서 “Housing and Social Theory” 이후 다양한 논문을 통해 주택체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95년 그는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
형에 기초하여 임대주택 유형론을 제시하였다(Kemeny, 1995). 에스핑-앤더슨이 세 가지
복지체제(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보수-조합주의)를 식별한 반면, 케미니는 두 가지(자유
주의 및 조합주의)로 식별하고, 사회구조 속에서 집산주의-개인주의(collectivism-privatism)
연속체를 도입하여 단일임대(unitary rental model) 및 이중임대 모델(dualist rental
model)로 변환하였다(Heijden, 2013).
이러한 유형론은 주택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 사이의 유사한 연관성에 관한 것으로, 그는
‘각국의 주택시스템은 복지국가의 특별한 유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Kemeny, 1995).
따라서 그는 국가가 어떠한 임대주택 시스템이 되는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이데올
로기와 정책적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에 주택 발달에서 이데올로기의 역
할을 강조하였고,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복지국가 또는 주택 시스템 발달의 차이를 설명하
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믿었다(Heijden, 2013).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는 사회민주
주의ㆍ보수조합주의 복지국가 유형이 단일임대 모델에 해당되며, 잔여적 복지체제를 취하
고 있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은 이중임대 모델에 해당된다고 규정하였다(Kemeny,
2006). 두 모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일임대 모델은 1930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6)을 시작으로 한다. 단일임대는
사회임대(cost renting)7)와 민간임대(profit renting)가 서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임대주택
6) 이 개념은 경제적 우선순위와 사회적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제3의 길로, 1930년대 당시 독일의
대혼란 과정에서 채택된 중도 전략이다. 이는 시장개입은 필수적이며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시장 순
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진미윤, 2011).
7) 케미니는 ‘사회임대’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는 임대주택을 ‘사회임대(social 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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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영리와 비영리 공급자 간의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없는 시장’으로 정의된
다(Kemeny et al., 2005). 단일임대 모델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사회임대를 장려하며, 주
로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나타난다. 사회임대가 민간임대와 경쟁하려면 일정한 시
기가 필요한데 그 시기가 지나면 두 임대의 형태가 단일한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 이
러한 시기를 그는 ‘성숙과정(maturation process)’이라 하였다. 성숙과정은 케미니 이론
의 핵심으로 임대시장에서 사회임대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성숙기가 되면 사회임대는
민간임대와 경쟁을 하게 되어 전체 임대주택의 시장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
서 전체적으로 주택의 임대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 개별 주거비가 안정되고 주택소유
장려 정책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Kemeny, 1995).
이와는 반대로 이중임대 모델은 사회임대와 민간임대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지 못할 정도
로 민간임대가 지배적이며 사회임대는 소수에 머물고 잔여화 되는 임대구조를 의미한다
(Kemeny, 1995). 이러한 이중임대 모델은 국가가 사회임대를 장려하지 않는 나라에서 나타
난다. 이때 사회임대는 국영화되거나 민간임대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민간임대와 직접적이며
개방적인 경쟁에 놓이지 않게 되고 서로 다른 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이 모델에서 사회임
대는 보통 상대적으로 작으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에게 공급되어 잔여화된다.
그 결과 사회임대는 ‘빈곤층의 안전망’ 역할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이중임대 모델을 채택한
국가들은 자가보유(owner occupation)를 강력하게 선호하게 되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
국, 영국, 아일랜드 등이 해당된다. 그가 제시한 임대주택의 모델과 특징은 <표 4>와 같다.
이러한 주장은 2005년 그의 논문 ‘자가 소유와 복지의 맞교환(The really big tradeoff between home-ownership and welfare)’을 통해 높은 자가 보유율이 개인의 복지
재원이 될 것이라는 ‘자산기반 복지(Asset-based welfare)’의 강조에서도 잘 나타난다. 케
미니는 이러한 두 모델이 할로처럼 어느 한 방향으로 수렴되기 보다는 서로 함께 발전될
것이라고 보면서, 단일임대 모델을 이상적인 임대모델로 간주하였다(Kemeny, 1995).
케미니에 따르면 한국 사회주택은 민간임대가 지배적이고 사회임대가 잔여화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중임대모델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국의 사회주택은 왜 그동안 성숙화를 이루지
못하고 잔여적인 성격을 따르게 되었는가? 그의 이론처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문제인가

와 ‘민간임대(private renting)’로 구분하지 않고 ‘cost renting’과 ‘profit renting’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18 住宅硏究 제 26 권 제 2 호

아니면 강력한 다른 원인이 있었는가? 한국은 서구처럼 전후에 사회주택이 크게 정치적 이슈
가 되지 않았고, 미국처럼 처음부터 일관된 강력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주택의
공급이 결정되지 않았다. 물론 한국의 주택시장은 시장 중심적 성격이 강했고 주택을 통한
자산형성이 강조되는 사회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건국초기부터 강력한 시장경제
중심의 풍조가 강했고 사회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혜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미국은 주택정책에 이익집단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공적개입에 대한 반감과 우려
의 전통이 강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오승은, 2003).

<표 4> Kemeny의 임대주택 모델 특징
구분

단일임대 모델

이중임대 모델

이데올로기

집산주의(collectivist)

사유주의(privatist)

사회주택
정책 목표

영리와 비영리 임대부문 사이의
직접적인 경쟁을 가진 통합시장

비영리와 영리임대 사이의 직접적인
경쟁 없음

사회주택 기능

광범위한 주택계층에 주택공급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Safety net)

두 부문간
분절 정도 및
특성
대표 국가

타점유형태(자가, 민간)와 분리가 심하지
점유형태 간 시장 분리가 명확함
않음. 자가점유 시장이 뚜렷하게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만이 거주하여
우세하지 않은 점유의 중립성(tenure
주거지 차별과 낙인, 슬럼화, 잔여화
neutrality)을 보임
현상이 뚜렷함
네덜란드, 스웨덴 등

미국, 영국(70년대 후반이후)8) 등

자료: Kemeny(1995),(2006), 진미윤(2011)에서 발췌.

III. 한국 사회주택의 형성과 성격
1. 한국 사회주택의 형성과정
우리나라는 1960년대 들어서서 주택이 경제정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면서 ‘제1차ㆍ2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71)’에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당시 경제개발계획의 주된
8) 영국은 제2차대전 이후 사회주택을 확장하며 대표적인 할로의 대중모델을 형성한 국가이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주택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면서 현재는 할로의 잔여적 모델/케
미니의 이중임대모델을 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학자들 역시 영국이 자가소유를 촉진하며 사회
주택이 잔여적 성격을 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김수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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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경제성장 기반 조성’에 있었던 만큼 주택정책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일 수 밖에 없었
다. 따라서 정책의 주요대상 역시 저소득층보다는 지불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중산층 이
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62년 7월 1일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되었다. 당시
정부는 재정의 한계로 인해 민간의 자력건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건설은 제한적 이었다. 그런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의 아파트가 불경
기로 인해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이자 1971년 4월 청와대 연석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민주택 건설 자금 확보방안’을 지시하면서 주택임대제9)가 시행되었다. 이 시책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개봉지구에 13평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임대
주택’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대한주택공사, 2009). 하지만 이것은 1년 후
분양을 받는 형태였기 때문에 서구의 사회주택과 같은 성격의 임대주택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택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어 잠시나마 대량공급을 시도
하며 국가가 주거 사다리를 형성하고자 했던 적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노태우 정부 시기
이며, 두 번째는 김대중 정부 시기이다. 1987년 노태우 정부는 당시의 3저 호황(저환율ㆍ
저유가ㆍ저금리)을 배경으로 경제성장률은 10%에 이르렀고, 1인당 국민소득은 1987년
3,110달러에서 1991년 6,518달러로 상승하였다(이종권 외, 2013). 그러나 소비자 물가상
승률이 연평균 7.4%에 이를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극심하였고 부동산 투기 또한 성행하게
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며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로 등장하였다. 특히 1988년 서
울올림픽 이후 민간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급상승하면서10), 삶의 터전인 주택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이들의 내 집마련의 기회가 더욱 줄어들게 되
면서 민심이 동요하게 되었고, 급등하는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일가족이 자살하는 경우
가 발생하였다. 이는 권력 지배층 내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11).
이러한 상황에서 1988년 4월 26일 총선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되어 정국이 불안정하게
되자 노태우 정부는 시급하게 정치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들이 필요했다.
종전 무허가 정착지가 담당하던 저렴주택의 제공이 더 이상 어려워지자 당시 지배 권력의
9)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7만8천원에 월임대료가 6,500원으로서 당시 시세에 비해 월등히 저렴했다.
10) 집값 상승은 1988년 13.2%, 1989년 14,6%, 1990년 21% 등 집권 3년만에 56%가량 오르면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11) 전세값 역시 크게 상승하였는데 1987년은 전년대비 19.4%가 증가하였고, 1988년에는 13.2%가
상승하여 2년간 상승률이 32.6%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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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엘리트들은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1989년 2월 민
정당이 주최한 취임 1주년 기념 ‘보통사람들의 밤’행사에서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
하였다(이영환, 1995). 이에 정부는 근로자와 도시영세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획기적인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영구임대주택 2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영구임대주택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사회주택의 시작이 되었다12).
그러나 정부의 재정난과 경제둔화 조짐, 민주화세력의 결집력 약화 등 보수적 경향이 강화
됨에 따라 공급 목표 역시 25만호에서 19만호로 대폭 축소 공급됨을 끝으로 1992년 공급
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 도입의 결정적 배경은 철거민ㆍ도시빈민들이 주택운
동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중간평가를 앞둔 노태우 대통령이 사회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정
치적 목적(하성규, 2006)으로 “통치권 차원의 위기와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했다고 평가되고 있다(이영환, 1995; 하성규, 2007).
이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는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신경
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며 주택정책도 민간부문의 자율화를 더 강조하였다. 그 결과 공공
임대주택 정책은 ‘신경제 5개년계획’과 함께 퇴보하는 경향을 보이며 영구임대주택의 대안
으로 5년ㆍ50년 공공임대주택이 새로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5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높아 주택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민영화의 추세 속에서 1994년 중단되었다. 그 이후 선진국
과 같이 영구임대로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저소득층과 근로자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만 담당하고, 중산층 이상의 주
<표 5> 신경제계획기간의 주택건설 실적
(단위: 천호)

구분

계획

건설실적
‘93∼‘96

‘97

계

목표대비
실적(%)

계

2,850

2,529

596

3,125

109

공공부문

1,350

945

219

1,164

86

민간부문

1,500

1,584

377

1,961

131

자료: 이종권 외(2013)

12)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의 대상은 서구처럼 일반대중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공급이 아닌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잔여적인 형태로 공급되었고, 보증금 및 임대료가 당시 입주 대상자에게 부담
스러운 금액(보증금 170만원, 임대료 월 3만5천원)이 되자 상당수 사람들이 입주를 포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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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문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아래 민간부문에 의한 주
거 사다리가 형성되었다. <표 5>는 신경제계획기간 중 주택건설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대량공급의 시기는 김대중 정부시기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말
갑자기 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대규모의 실직이 발생되면서 IMF 구제
금융 조건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대폭 축소되며 집권 중반기부터 ‘생산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영구임대주택 건설 대신 정부
의 재정부담을 낮추면서 저소득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입안되었다(이
종권 외, 2013). 그러나 ‘깡통 전세’가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와 분양권의 전매허용 등 다양한 경기부양 대책들을 추진하
였다. 하지만 점점 국민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이 악화됨에 따
라 주거복지사업이 공공부문의 주요 역할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대한주택공사, 2009). 이에
정부는 2001년 8ㆍ15 경축사를 계기로 국민임대주택을 20만호로 건설물량을 확대하였으
며, 2012년까지 10년 동안 100만호를 건설하기로 하였다(하성규ㆍ배문호, 2004)13). 이
시기 국민임대 건설실적은 1998∼2002년까지 118,782호(사업승인 기준)가 공급되었다
(이종권 외, 2013).
이후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을 그대로 계승하여 건설계획을 추진하
였다. 이를 위해 2003년 5월 소득2∼4분위 저소득층에게 200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한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또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
대주택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임대주택의 유형과 대상을 다양화하
였다. 이 시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2003∼2007년간 545,882호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도 많은 임대주택이 건설되었고, 특히 30년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466,519호의 건설로 장
기임대주택의 건설이 크게 증가하여 당초 계획 50만호를 대부분 달성하게 되어 국민 주거
안정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표 6>.

13) 이처럼 김대중 정부가 2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2000년 4ㆍ13
총선에서 여소야대에 따른 민심 수습과 사회ㆍ경제적으로 2001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
기 시작한 주택 및 전세가격이 크게 폭등한 것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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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노무현 정부 임대주택 건설실적
(단위: 호)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84,768

97,226

105,787

111,536

146,565

공공임대(5/10/50년)

12,977

5,803

9,604

14,551

34,639

영구임대(50년)

-

-

-

사원임대(50년/10년/5년)

-

-

-

국민임대(30년)

71,791

91,423

96,183

-

-

173

1,616

96,812

110,310

자료: e-나라지표

이밖에도 노무현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임대주택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1년 말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강남의 14평형
대 주공아파트가 2003년 무려 6억 원 이상을 호가했고, 전세가격 역시 서울 9.8%, 수도권
10.4%를 기록하며 집권기간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다(이종권 외, 2013). 그 결과 노무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정부가 되며, 부동산정책 실패를 무마시
키기 위해 임대주택 정책을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상황도 큰 어려움
을 겪자 서민들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였다. 이에 국민임대주택 정책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변형한 후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함께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핵심 정책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공급계획(2008~2017)을 추진하고 70만호는 공공분양주택, 80만호는 공공임대주택으
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10년의 기간 동안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주택문제를 시장의 수급논리
로 해결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 정책안에서 주목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2009~2011년간 23.2만호가 공급되어 전체 보금자리주택 공급실적
43.7만호의 53%를 차지하여 당초 배정 비율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 12만호, 공공임대주택 9만호, 영구임대주택 2만호
순으로 공급되었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93년 이후 중단되었던 영구임대주택 사업이 부활
된 것은 주목 할 만 하다. 이명박 정부시기 임대주택 건설실적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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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이명박 정부 임대주택 건설실적
(단위: 호)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116,908

87,325

73,545

66,796

60,787

공공임대(5/10/50년)

30,729

33,845

34,899

34,467

37,725

6,462

3,385

3,633

10,103

사원임대(50년/10년/5년)

영구임대(50년)

1,297

-

1,537

1,019

국민임대(30년)

84,882

48,310

27,524

25,867

441
19,236

자료: e-나라지표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주거양극화로 인해 서민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철
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 도심 내 가용부지를 활용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 목동 등지에서 행복주
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공급 목표를 20
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수정하였다14).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사회주택은 노태우ㆍ김대중 정부의 두 시기에 정치적 이
슈로 부각되어 일시적으로 확장된 시기가 있었고, 2000년대 이후 노무현 정부로 들어서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정부 주도에 의해 건설되면서 본격적인 임대주
택 시기를 열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이와 같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6.3%까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11.5%)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크게 부족하며 대량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
라서 한국의 사회주택은 각 정부들이 제시했던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할로의 잔여적
모델을, 케미니의 이중임대 모델의 성격을 취하고 있다.

14) 행복주택의 건설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3만6천 가구에서 2015년 8만6천 가구, 2016년 14만1
천 가구 등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2017년까지 1만 가구를 추가하여 총 15만 가구를 공급
하기로 목표를 재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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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사회주택의 잔여화: 서구와의 다른 경험(전세제도의 존재)
제2차 대전 이후 서구는 사회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해 국가가 주거 사다리를 형성하였고
현재까지 높은 사회주택 재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에 미국은 처음부터 강력한 자유
주의 이데올로기 아래 자가 소유를 강조하며 민간을 통해 개인 스스로 주거 사다리를 형성
하였고, 사회주택은 잔여적으로 공급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서구와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할로의 이론처럼 ‘정상적인 시
기’와 ‘비정상적인 시기’에 따라 사회주택 공급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았고, 케미니의 이론처
럼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주택의 공급이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 사회주택의 잔여적 성격을 서구와 다른 경로를 보였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
례를 통해 적용해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과도 다르다15). 이렇듯 한
국의 사회주택이 계속해서 잔여적인 형태로 공급되었던 이유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민간임대 제도인 ‘전세제도’를 하나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 할 수 있다16). 따라서 본 장에서
는 그동안 한국의 주택임대차 시장 안에서 전세가 어떻게 기능하여 왔는지의 분석을 위해
첫째, 전세제도의 개념 및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전세의 역할에 관해 고찰한 후 셋째,
현재 주택 임대차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동안의 사회주택의 공급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세제도의 개념 및 발달과정
전세제도는 주택가격의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다음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을 의미한다. 이는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 되며, 대부분 임대 혹은 자가로 나누어지는 서구와는 다른
15) 싱가포르와 홍콩은 유럽 복지국가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무허가 정착지를 효과
적으로 통제.해소하는 가운데 폭넓은 사회주택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주택부문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주택공급이 미약하였고 공공택지 공급과 청약제도를 활용하여 대량 주택공급을 유도
했다(김수현, 2013).
16) UN에서는 전세라는 점유형태가 한국 이외에 남미의 볼리비아나 인도에도 존재하며 모두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없이 거주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제도로 보았다(UN-HABITAT, 2003). 그
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주택의 점유형태 측면에서는 한국의 전세제도와 유사할 수 있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압축성장의 배경이나 이러한 제도가 생겨나게 된 원인을 고려하면 한국의 전세제도는
볼리비아나 인도의 전세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여전히 한국에 유일하게 존
재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라는 평가는 유효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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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형태의 제도이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지금까지 한국의 임대차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17).
그렇다면 한국의 전세제도는 어떻게 등장하였고 왜 발달하게 되었는가? 전세는 1949년
미군정 법률자문관이던 찰스 로빈기어(C. Lobingier)가 전세를 서구의 모기지와 비슷한 제
도로 인식하여 한국민법전초안에서 전세권을 인정하였고, 이후 1958년 제정된 민법 제303
조 제1항에서 전세권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세제도의 본격적인 발달은 1960년대
이후이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왜곡이 전세제도 발달의 배경으로
꼽힌다(김진유, 2014)18). 이 시기 농촌인구들이 대거 대도시로 유입되면서 주택수요가 급증
했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비자금융을 통제하면서 개인들은 돈을 빌릴 방법이 없었다.
경제개발계획 같은 산업화 정책에 따라 모든 자본이 수출산업 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금융은 정부당국의 산업화 정책에 의해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상태
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박원갑, 2013).
1960년대 경제개발에 집중했던 정부로서는 주택자체를 일종의 비생산적인 소비재로 본
경향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유휴자금이 주택건설 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통제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모기지 제도 역시 발전하지 못했다. 산업기반구축, 국가적 SOC
건설, 남북군비 경쟁 등으로 인해 복지나 주거부문에서 재정 지출 순위가 떨어졌고 그 결과
주택은 가족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비공식 주택금융 제도로서 전세가 발달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이석희ㆍ김수현, 2014). 따라서 집주인들은 주택구입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집을 임대하는 관습이 생겨났고 월세보다는 목돈이 들어오는
전세를 선호할 수 밖에 없었다. 전세보증금이 이자를 내지 않는 은행대출 역할을 한 것이
다. 이처럼 한국의 전세제도는 비공식적인 주택금융 시스템의 한 형태로써 주택의 점유 및
17) 197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체가구 중 자가는 63.1%, 전세 17%, 월세는 15.5%였다. 이후 전
세비중은 상승해 1995년 29.7%까지 높아졌고, 2015년에는 15.5%를 보이고 있다.
18)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기원은 고려시대에 이미 전세제도의 전신인 전당(典當)이 행하여졌던 것이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전당제도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
다(김진유, 2014). 이후 조선 중기에 와서 토지전당이 확산되었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가옥에 대
한 전당, 가사 전당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가사 전당에 대한 공증이 적용되면서 전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 후에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주택 임
대차 계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김진유, 2017).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전세제도의 본격적인 발달
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의 시점부터 검토하는 것이 논문의 논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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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을 제공하고 보증금을 받아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는 일종의 부동산 사금융 시스템이
었고, 공급자인 집주인과 수요자인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부합되면서 한국에서 보편적인 임
대차제도로 정착되었다<그림 1>.

자료: 봉인식 외(2013)의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1> 한국 전세제도의 메커니즘

2) 한국의 주택 점유형태와 전세의 역할
일반적으로 한국의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로 구분된다. 월세는 다시 보증부 월
세와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 사글세19)로 구분된다. 과거에 대부분의 무주택 서민들은 사글
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의 주거이동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
키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주거상향 이동과정을 통해 점유형태도 보다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방 한칸 혹은 소규모 주택의 전세에서 시작해 점차 보증금이 많은 전셋집으로 이동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가 보유가 가능한 수준의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과정
에서 전세제도는 주거 사다리의 한 부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세는 월세와 자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써 중간적인 점유형태였고, 주택의 질, 규모, 주거안정성 등에서도 역시
월세와 자가의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따라서 전세는 자가로 가는 주거 사다리의 마지막
디딤돌로써 주택보유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던 것이다(김진유, 2017).
즉 절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전세보증금은 공급자인 집주인의 재산
증식에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했고, 수요자인 세입자 입장에서도 월세로 인한 현금지출 부담
및 본인의 경제력보다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전세를 선호하게 되었다.
19) 사글세는 세입자가 1년 또는 10개월 등 일정기간의 집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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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대부분이 순수 월세 형태로 이루어지며 보증금은 대부
분 월세의 2∼3개월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월세의 수십 배에
서 수백 배에 이르며 노후를 위한 복지수단이자 가계유지를 위한 비상금(egg net)으로 소
득보전의 한 형태로써 기능해왔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세가는 매매가의 절반이상에 해당되는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었고, 특히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3.2% 수준으로 형성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한
다20). 하지만 이러한 전세제도는 금융권의 이자율이 두 자리 숫자로 유지되어야 성립이 가
능하다. 전세제도가 활성화되던 시기에 한국은 경제개발의 박차를 가하던 시점으로 시중금
리가 15% 이상이었다. 따라서 월세를 받지 않는 대신 집값의 절반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은행의 연 이자만으로도 자산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실제로 외
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과 2003년∼2004년을 제외하고는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해왔으며, 이러한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궤도를 같이 한다.
또한 <그림 2>에서 보듯이 전세가격 상승이 선행한 이후에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하였다.
즉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선행(황두현, 1990; 박동국ㆍ천인호, 2006; 전해정, 2015)하고
있어 전세가 부족할 경우, 1~2년 후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특히 <그림 3>에서 보듯
이 서울 강남권의 전세가격 증가율과 매매가격 증가율은 전국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박동
국ㆍ천인호, 200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e-나라지표

<그림 2> 전국 주택전세가격 및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추이
20)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6년 12월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의 73.2%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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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나라지표

<그림 3> 서울 강남의 주택전세가격 및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추이

이처럼 전세 가격의 변동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의 원인도 있겠지만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세를 매개로 한 주택구입, 즉 투기적 주택구입 수요가 큰 몫을 차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전세가격이 안정된 시기에는 전세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저소득층
및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의 주택 자금부족을 해결해 주었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의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투자수익을 고려한 임대인들이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 전세 본연의 기능은 많이 후퇴되고
있다. 또한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Gap)투자로 인해 전세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줄어드는 시기에 이러한 갭투자는 더욱 증가하여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
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는 전세제도가 저소득
층에게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3) 주택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주택의 공급
(1) 주택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현재 한국의 주택임대차시장의 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택의 개념
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다. 이에 전세제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며 전세를 통한
계층이동은 어렵게 되었다. 2010년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 결과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대체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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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의 비중은 2006년 18.9%에서
2014년 23.9%로 상승한 반면에 전세가구의 비중은 2006년 22.4%에서 2014년 19.6%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6년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로 전세비중 15.5%보다 더 높게
나타나 2012년 이후 은행예금 금리의 하락과 더불어 월세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자료: 2016년 주거실태조사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4> 정부별 은행예금 금리와 자가, 전월세 추이(2006~2016)

반면에, 예금금리의 지속적인 하락과 매매가격의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전세 세입자들이
대거 주택을 구입함에 따라 자가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금리하락의 여파는 자가
비중과 월세 비중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전세의 비중은 크게 하락시키는 역할
을 하였다. <그림 4>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서울지역 전ㆍ월세 자료 분석결과 2018년 1분기 전월세 전환율은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그러나 이러한 수익률은 2018년 4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임을
감안할 때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공급자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 전환에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월세가구의 증가는 주거비 부담을 초래하며 특히나
21)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69102. 서울시홈페이지 주택ㆍ도시계획ㆍ부동산, “서울
시 ‘18년 1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 4.8%..전년대비 소폭↓,” 2018년 4월 12일 내용참고.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수익률로 (월임대료*12/전세금-월세보증금)*100%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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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현재 RIR(Rent to Income Ratio: 월 소득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살펴보면 RIR은 중위수 기준 2008년 17.5%에서
2014년 20.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16년 18.1%로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주택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치상의 감소일 뿐 여전히 임차가구
의 주거비 부담은 과중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
라 세입자 10가구 중 4가구는 월급의 30%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며 더욱 과중한 주거비
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RIR비율이 20%를 초과하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상태로 보고 있고 OECD는 20% 이하를 권고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5). 선
진국에서는 RIR이 30%를 초과할 경우 주거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사
회의 주택임대차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는 금리의 변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한국의 전세제도는 임대역할 뿐만 아리라 투기적 역할 또한 동시에 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2)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Wheaton: D-W)모형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
재구성: 금리와 임대차 시장의 변화
이러한 두 가지 변화요인을 D-W모형을 통해 재구성해 보았다. 먼저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을 D-W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인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하락에 따른 임대인의 수익률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의 전세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이 예견되면 투기적
매매 수요인 갭(Gap)투자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저금리 지속과 투기적 매매수요의 증가
에 기인하여 전세가격이 선행하여 상승하면 1~2년 후 주택구입 가격도 후행하여 상승하게
된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주택공급도 서서히 증가하게 되고, 주택재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재고도 쌓이게 된다. 결국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증가를 통해 실수요자들은 낮은
임대료 또는 전세를 통해 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DiPasquale and Wheaton, 1996)<그
림 5>. 최근 저금리 여파로 인해 서울 강남 등 대도시 주변의 투기적 매매 수요와 주택가격
상승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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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iPasquale-Wheaton(1996)모형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5> 금리하락과 주택임대차 시장의 변화

반면에 과거의 고금리 상황이 전개된다면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금리가 상
승하는 국면을 D-W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금리가 상승하면 반대로 <그림 6>처럼 주택
인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상승에 따른 임대인의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전세 가격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전세
가격의 하락이 예견되면 투기적 매매 수요인 갭(Gap)투자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률 상승과 투기적 매매수요의 감소에 기인하여 전세가격이 선행하여
하락하면 1~2년 후 주택구입 가격도 후행하여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하
게 되면 주택공급도 서서히 감소하게 되고, 주택재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재고도 감소하
게 된다. 결국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감소가 지속되어 실수요자들은 높은 임대료 또는 전세
를 통해 임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로 한국은 과거의 고금리 상황이었을 때 사회주택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
지지 못함에 따라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들이 민간의 전세제도를 통해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안정화 노력, 그리고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을 일정부분 공급하면서 어느 정도 임대료와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
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의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서는 예전처럼 고금리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정부의 안전망 역할이 없이 민간의 공급에만
의존할 경우, 특히 서울지역의 월세 및 전세가격의 안정세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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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iPasquale-Wheaton(1996)모형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6> 금리상승과 주택임대차 시장의 변화

(3) 한국에서 사회주택의 공급
그동안 사회주택의 공급은 정치적 이슈로 잠시나마 부각되었던 노태우ㆍ김대중 정부와
그 이후 노무현 정부시기를 제외하고는 사회주택 공급의 확대는 미약하였다. 이러한 시기
는 특히나 전세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였다. <그림 7>의 그래프를 통해 과거 전세가격 변동
률과 임대주택 건설추이를 살펴보면 전세가격이 급등했던 세 시기에 사회주택의 공급이 증
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이종권 외(2013).

<그림 7> 공공임대주택 건설추이와 전세가격 변동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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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8>을 통해 부문별 임대주택 건설실적을 살펴보면 노태우ㆍ김대중ㆍ노무현
정부때는 정부 주도하에 사회주택이 확대되었으며, 민간부문이 강조되었던 김영삼 정부의
시기에는 사회주택의 건설은 미미하였다. 이처럼 사회주택 건설은 ’00년 이후 매년 증가하
다가 ’08~’12년에 이명박 정부시기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실적이 대체로 감소를 보인 이후
’13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그림 8>.

자료: e-나라지표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8> 부문별 임대주택 건설 실적(1987년∼2015년)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시기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
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준공 기준)은 박근혜 정부 임기 4년간 총 11.6만 호에 불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회주택의 공급은 신규건설 방식의 비중이 감소하고 매입ㆍ
전세임대주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
원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주택 정책이 아닌 대출지원 제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주택을 이용한 공급방식이므로 사회주택 재고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도 작다. 따
라서 이와 함께 건설형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2016년 기준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은 6.3%로 유럽 선진국에 비
해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회주택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미진했던 이유는 그동
안 국가의 역할이 미흡했던 시기에 민간부문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전세제도가 민간
의 자구책으로써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전세
로 거주할 수 있는 계층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월세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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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마련이 가능한 계층이었다. 이러한 계층의 임대수요를 그동안 민간의 전세제
도가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주택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잔여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국은 이로 인해 사회주택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서구에
비해 덜하였고, 그 결과 사회주택이 지금까지 큰 정치적 저항 없이 잔여적인 성격으로 존재
할 수 있었다. <그림 9>는 각 지역별 민간임대주택 가구 수와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전ㆍ월세를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이 지금까지 사회주택의 역할을 대신해왔음을 나타
내고 있다.

자료: 2016년 주거실태조사.

<그림 9> 지역별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 현황(2016년)

IV. 결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의 꾸준한 공급은 전월세 시장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주택이 잔여적 성격을 취할 경우 월세 증가에 따른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주거에 대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현재 전세의 역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전세
가 더 이상 사회주택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과거에 서구에서 사회주
택의 폭넓은 접근은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호황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한국은 그 역할을 민간이 대신해왔다. 한국은 집을 구매하기 어려울 때, 경제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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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을 때, 고용창출이 안될 때 이런 시기에만 잠시 사회주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사회주택에 대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예전
4ㆍ19세대, 386세대에게 ‘내집 마련’은 누구나 거처야 할 삶의 과정이었고, 1997년 외환위
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오른 집값 덕분에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마련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주택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간 사다리였고, 노후복지 수단이었다. 즉,
한국사회에서 주택은 저소득층이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루트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민간시장에서의 주거 사다리는 끊어졌고, 경제성장률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며 전ㆍ월
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주거마련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10년 203만 가구(11.8%)에서 2015년 156만 가구
(8.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가구 규모는 2005
년 이후 그 증가 규모가 급증하였다. 이는 고시원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집
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은 2015년 전국
에서 가장 미달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청년의 주거빈곤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 및 옥탑과 같은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에 살고 있는 청년이 서울에 집
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주택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더 많은 사회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사회주택정책
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택 재고량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다
행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과거 ‘주거복지 로드맵’을 새로이 정비하며 도시재생사업과 사회
주택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비추어 볼 때,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전세가 해
왔던 역할을 이제는 사회주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본 논문은 한국의 사회주택이 잔여적인 성격을 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해 고찰
하면서 ‘전세제도’를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잔여적인 성격의 기준을 ‘공급’
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특성화시켜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과 좀 더 다양한 원인들을 다루
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한계점이 보완된 사회주택의 성격에 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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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 사회주택의 잔여적 성격의 원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주택연구의 양대 시각으로 불리는 할로(Harloe)와 케미니(Kemeny)의 이론
을 통해 한국의 사회주택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잔여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고찰하였
다. 서구는 전후의 ‘비정상적인 시기’에 사회주택을 대량공급하며 대중모델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서구와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할로가 제시했던 것처럼 비정상인 시기에 사회주택의 대량공급이 이루어지지 못
했고, 케미니가 제시했던 것처럼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주택의 공급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주택이 잔여적인 성격을 갖게 된 이유는 전 세계에
서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독특한 민간임대제도인 ‘전세제도의 존재’가 하나의 주요한 원
인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