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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한국사회의 위기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회와 인구 및 가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 ’, ‘ ’, ‘ ’. . 
나타내는 이 현상들은 이전과는 다른 주거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말한다 더 이상 건설 경기 부양과 매매위. 
주 시장 정책 그리고 대량 주택 공급으로는 새로운 주거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미 높아진 주택가격과 시한, . 
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로 인해 자가소유촉진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 부채 비. 
율이 높은 하우스푸어 높은 주거비 부담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 대출 등으로 금융비용으로 고통받는 높은 렌, 
트푸어 청년과 같은 원룸푸어 등 주거문제는 대다수 시민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다 이와 동시에 전체 가구의 , . 

가 전체 주택자산의 절반 이상인 11% 51.7%1)을 보유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거불평등의 현 주소다. .

따라서 현재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 는 것이다 이미 ‘ .’ . 
위기는 눈 앞에 있고 최근 주택 가격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동의 폭은 , 
크고 주기는 짧아졌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규칙성은 경제의 가장 큰 적인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집값 공포, . ‘ ’
를 조장하며 구체적인 주거정책을 논의해야 하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위기 관리와 주거 안. 
정을 목표로 주거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주택 가격 상승을 위해 주택시장은 건설사 임대인 자가소. , , 
유자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정책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은 꾸. 
준히 늘려왔으나 여전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에 불과하며 주거급여는 문턱이 높고 급여 수준6% , , 
이 낮아 실질적인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을 도입했지만 임대료는 다른 공공주. 
택에 비해 배 가량 비싸고 기준 없는 대상 설정으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2 .

보편적인 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주거급여 개선과 함께 그동안 정책에서 
배제된 대상과 새로운 수단을 포함한 포괄적 주거복지로 정책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적절하. 
게 개입해 우리 사회의 주택임대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주거비 보조 등 주거정책을 다양화해야 , 
한다 아울러 높아진 주택 가격으로 고스란히 위험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 
임대인과 세입자 부모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적인 상황을 계속 반복하지 않고 조정하는 것도 마련해야 한다, .

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명시한다 최근 2015 . 인가1
구의 증가 청년의 주거비 과부담과 주거빈곤의 심화를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 . 
제가 발생한만큼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제 . 대다수의 청년들은 집을 소유할 것이라는 확신
도 집으로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는 청년세대가 집을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으로 , . 
바라보고 있다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만큼 높아진 주택 가격 앞에 절망한 현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세. 
입자는 이제 잠재적 주택 소유자가 아니다 평생 세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

주거불평등으로 삶에서 출발선이 달라진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 . 
부 청년에게 집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기대한다, . 

1)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 , 2015.

주거정책 개혁과제2017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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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대 개혁 과제7

포괄적 주거복지로 확장하고, 공정한 규칙 형성과 개인의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주거정책 

연령 주요 특성 정책 목표 및 내용

세입자
잠재적 주택 실구매자

계약갱신청구권

비자발적 이사 방지(1) 
임대료 상승 억제 전제 조건(2) 
세입자에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3) 

권한을 부여하고 보장함으로써 임대인과
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고 주거안정성 
보장

임대차등록제를 전제로 주택임대시장 (4) 
투명화하고 체계화하여 추후 사회적 비용 
감소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

임대료 상승 억제(1) 
주거비 과부담 점진적 해소(2) 
예측가능한 주택임대시장으로 경제 (3) 

불확실성 축소

20-24 대학생 인권친화 공공기숙사
주거비 부담 완화(1) 
대학생 교육권 보장(2) 
민주적 운영으로 권리 보장(3) 

25-34 주거빈곤
주거감독관 신설

최저준주거기준 신설 및 관리( , 
감독)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1) 
비주택 신규 공급 억제(2) 
전체 주택의 주거환경 상향평준화(3) 

20-34
주거빈곤

주거비과부담 주거바우처

디딤돌 
주거바우처

비주택 진입 경로 차단(1) 
건강 안전 관계 정서 등 열악한 주(2) , , , 

거환경으로 인한 문제 감소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주거비 부담 완화(1) 
가처분소득 증대와 청년층의 다양한 (2) 

삶의 기회 보장

25-39 고립
주거불안전

인 가구 가족 밖 공동체 1, 2
사업

고립 해소와 자존감 향상(1) 
지역 안전과 안정감 획득(2) 
다양한 가족 형태 등장에 대비하는 (3) 

새로운 공동체 문화 형성과 개인에게 전
가되는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안전망 기능 기대

30-39 금융비용
과부담층

전세보증반환보험 지원

보증금 보호 및 안전 회수(1) 
보증금 손실 시 주거 공간 자체가 없(2) 

어지거나 급작스럽게 열악한 주거환경에 , 
놓일 수 있는 위험 대비

임차인이 불합리하게 부담해야 하는 (3) 
보험료를 임대인과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주거권 보장의 권리와 의무 관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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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기간 종료 후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안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문제 진단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년 년 년 2008 56.4%, 2010 54.3%, 2012
년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53.8%, 2014 53.6% , . 

전월세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는 거주 기간도 짧아 주거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 전세와 월세는 기본적인 계약기간이 년이며 임대료 또는 인상률의 상한도 정해. 2 , 
져 있지 않음 임차인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 
있는 자가 거주 가구와 달리 전월세 거주 가구의 주거안정성은 크게 위협받음 자가 거주 . 
비율이 높은 노인 가구는 년 이상 거주 비율은 로 높고 년 미만 거주 비율은 25 33.8% , 1

로 낮다 이와 반대로 청년 가구는 년 이상 거주 비율은 로 매우 낮은데 비해 6.5% . 25 1.1%
년 미만 거주 비율은 로 매우 높음1 41.1%

단위( : %)

구분
전체 가구 주거빈곤 가구

노인 청년 아동 노인 청년 아동
년 미만1 6.5 41.1 14.2 8.2 43.7 17.1 

년 년 미만1 ~2 4.2 18.3 10.2 4.2 18.2 11.1 
년 년 미만2 ~3 4.4 12.3 11.5 4.6 11.2 13.4 
년 년 미만3 ~5 6.0 9.2 14.7 5.8 9.6 12.4 
년 년 미만5 ~10 16.7 12.2 26.5 16.2 11.9 27.2 
년 년 미만10 ~15 11.8 3.0 14.0 8.2 1.9 10.3 
년 년 미만15 ~20 8.7 1.2 5.1 4.9 1.3 4.2 
년 년 미만20 ~25 7.9 0.7 1.4 7.4 0.5 0.9 

년 이상25 33.8 1.1 2.3 40.4 1.1 3.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세대별 거주기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정미옥 외: , 2010, . : , 2016.
주 노인은 가구주 연령이 세 이상 청년은 가구주 연령이 세 미만 아동은 가구주       : 65 , 20~35 , 
연령이 세 미만이면서 아동이 있는 가구이며 응답 중 미상은 제외함    35~65 , .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음 중. 
산층 또한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상당 수준의 부채와 주거비 부담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 지금처럼 현실성 없이 높아지는 주택 가격은 경제의 가장 큰 적인 불확실성을 . 
키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정부에서 주택임대차시장에 적절하게 개. 
입해 위기관리능력을 정부와 개별 가구 역시 키울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갱신 권한을 부여, 
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를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 규칙을 형성해야함

개선 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개월 전부터 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1. 6 2

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뉴욕시 시 워싱톤 등의 해외 선진국은 대도시를 , , , , LA , D.C 
중심으로 임대차 갱신 공정임대료 분쟁조정제도 인상률 상한선 의 체계를 갖춘 임대차 안, ‘ - - ’–
정화 정책 기 시행 (Lease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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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

이미 턱없이 높아져버린 전세와 월세 가격의 상승 속도를 늦추고 범위를 낮추기 위해서 인상률을 제한함

문제 진단

임차유형별 구성비의 변화 년 월(2011~2016 6 )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 .
출처 최은영 외: , 2016b.

년 상반기 전국 전체 주택의 호당 월세전환가는 억 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2016 1 3,611
데 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년 월 전국 전체 주택은 준전세, 2011 . 2011~2016 6 → 
월세 전세 매매 순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으며 그 중 준전세와 월세는 폭등 수준의 , → →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최근 전세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역전세난 발생 깡통전세 와 같이 . ‘ ’ , ‘ ’
부채 비율이 높은 전세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의 경우 자산관리가 불안정해지고 임차인, , 
은 보증금 손실의 위험성이 상당히 큼 이는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 
나타냄 주거비에는 전 월세 임대료와 더불어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도 포함됨 박근혜 정. , . 
부 년 가계부채는 약 조 천억원이 증가 조를 넘어서고 있어 더 이상 주거비 마4 , 410 9 , 1400
련을 위해 부채를 내는 것은 가계에도 국가 경제에도 위협적임

한편 년에 가구 소득 증가는 거의 정체 상태이며 특히 저소득 가구의 소득 정, 2013~2015 , 
체가 뚜렷함 이 기간 동안 전체 가구 인 가구 포함 의 소득 증가액은 분위 가구 만원, (1 ) 1 6 , 
분위 가구 만원 분위 가구 만원임 반면 분위 가구는 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소득 2 1 , 3 8 . 5 23

증가폭이 큼 년에 인 청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분위 가구는 만원에서 . 2013~2015 1 1 76 75
만원으로 만원 분위 가구는 만원에서 만원으로 만원 감소함 반면 인 임차 가1 , 2 210 208 2 . , 1
구와 인 청년 임차 가구 모두 분위 가구는 만원이 넘는 소득 증가를 보여 분위 분1 5 200 , 1 ~4
위 가구의 소득 정체 및 감소 경향과 뚜렷한 차이를 보임.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높은 임대료는 인하되어야 하며 금융비용 
부담 임대인의 소득 보장은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함, 

개선 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개정7 < >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청구는 1. 이하 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5% (

준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전월세상한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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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친화 공공기숙사

대학생 주거비 부담과 경감과 적절한 거주 환경 보장을 위한 인권친화 공공기숙사 건립 

문제 진단

대학생은 사회진입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기숙사 지원 등 
주거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한 학업 등의 문제로 사회진입이 늦어지고 있고 이는 , 
노동 부채 등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어 사회문제로 심화됨 대학생은 학업을 통해 , .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로 이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 
책무임 한국도시연구소( , 2016)
기숙사 수용률은 매우 턱없이 낮음 년 기준으로 전국 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 2015 4

이며 전문대학을 포함한 기숙사 수용률은 임19.4% , 17.5% .

년 이후에는 기숙사 확충을 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민자기숙사로 인해 주거비용이 2005
매우 높음 민자기숙사는 민간자본 투하로 기숙사 건립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 
웠으나 임대료 통제가 안 되며 운영원가 미공개 등으로 학생들에게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 , 
주고 있음

년 이후 사학진흥재단 재원을 통한 공공기숙사인 행복기숙사 및 행복연합기숙사가 건2014 ( )
립되고 있으나 이들 기숙사비용 역시 국립대의 직영기숙사에 비해서는 비싼 만원 수준의 20
기숙사비를 유지하고 있음교육부( , 2016)

 

년 평균 기숙사비 비교 인실 기준2015 (2 )

구분 국립대 사립대 행복연합( )재정직영( ) 민자 재정직영( ) 민자 행복 공공( )

인실2
인당(1 ) 133 168 198 318 221 202

대학지원금 포함( )

한편 대학교 기숙사는 직영기숙사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 되었으며 공동생활 구조로 인한 , 
거주 면적 등으로 학생들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학생관리의 명목으로 점호 사감, , 
에 의한 통제 벌점 통금시간 인터넷 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규제 하여 학생, , , 
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는 대학생을 권리를 담지한 시민으로 보는 것. 
이 아니라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편견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기숙사 생활 운영 , 
등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함

개선 방안

기숙사 의무수용률 이상 확충을 국정과제로 추진 30% 
기존 직영기숙사에 대한 규제 및 기숙사 사립대학 건축건립금 활용을 통한 기숙사 확충1. 

기숙사 수용률은 국 공립대가 사립대가 이기에 사립대 기숙사가 많아질 수 , 22.8%, 18.4%
있도록 강제 또는 유인해야 함 한편 비수도권 전국 수도권 순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차이. , , , 
가 나는데 가장 많은 기숙사 수요가 있는 수도권은 전국 에 비해 수도권은 에 19.4% 14.3%
불과함 수도권 기준 비서울 출신은 약 임 이에 기숙사 의무수용률을 목표로 국. , 50% . 30% 
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며, 

기숙사 평균 수용률 미만인 학교의 경우 신규 건축적립금 중 직영기숙사 건축적립금 의2. , 
무 할당해야 함

기숙사는 교육지원시설로 분류되나 학생 개인에게는 주거공간이므로 공공기숙사는 정부3. 
차원의 주택사업을 주관하는 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택사업을 주관하는 지방공사 LH
등을 주체로 하여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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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감독관 신설

임대주택에서도 비주택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별 주거감독관 신설, /

문제 진단

단위( : %)

구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빈곤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 전체 주거빈곤

서울 18.6 27.8 32.7 40.4 
전체 14.6 18.9 20.3 29.0 

전국 시도별 청년 세이상 만 세미만 가구주 가구 주거빈곤(20 35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출처 정미옥 외: , 2012, . : , 2016.

주거빈곤은 물리적 주거빈곤과 주거비 과부담 주거빈곤 유형이 있음 최저주거기준미달 반. , 
지하 옥탑 고시원 등에 거주할 경우 건강 안전 관계 정서 등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 , , , , , 
고 심화되고 있음

청년들은 비거주용내주택 즉 상가 등 시설 내에 원룸 등 주거용도로 쓰는 곳에 사는 비율, 
이 로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높음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전37.4% . 
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우며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이 주거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분류되, , 
어 부과 체계가 다르고 누진세 적용 등으로 주택에 사는 가구에 비해 공과금 부담이 약 2
배 가까이 큼 그럼에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 법적 권한은 전무함. , .

　
　

비거주용내주택
가구 수( ) 비율(%)

합계 120,961 100
세 미만20 2,233 1.8 

세20~24 13,737 11.4 
세25~29 17,490 14.5 
세30~34 13,854 11.5 
세35~39 9,621 8.0 
세40~44 9,747 8.1 
세45~49 10,113 8.4 
세50~54 10,605 8.8 
세55~59 10,365 8.6 
세60~64 7,301 6.0 

세 이상65 5,421 4.5 
세70~74 4,188 13.0

연령별 비거주용내주택 거주 가구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 2015.

개선 방안

주거감독관 신설1. : 우선적으로 최저준주거기준을 마련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비주택 
수준을 상향평중화 해야 함 최저 준 주거기준 미달 이하의 시설에서의 거처 이용을 금지하. ( )
도록 관리 감독하는 주거감독관 근로감독관 참고 신설 및 지자체별 운영을 통해 비주택거/ ( ) 
주가 활성화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및 점진적으로 전국 도입.

임대차분쟁조정의 위상 강화 주거감독관이 지자체에서 분쟁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 : 
권한을 부여해야 함 당사자들의 동등함 참여의 권한을 보장해 분쟁 예방에 기여함. .

참고자료
주거감독관 근로감독관 규정 내 노동관계법위반취약지수 뉴욕시 조사관제도 도쿄 임대: , , 
주택트러블가이드 최저준주거기준 영국 주택법 내 다중주택, : (Houses in Multiple 

주택법 제 조 공동주택성능등급표 등Occupations: HMOs),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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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디딤돌 주거바우처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위한 보증금 대출과 이자지원, , , 

문제 진단

단위 가구( : , %)

구분
전국 서울

년2005 년2010 년2015 변화율 년2005 년2010 년2015 변화율
합계

오피스텔 제외( ) 225,541 390,697 779,983 245.8 73,329 136,166 204,361 178.7 

주택이외의거처 거주 가구 비율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변화율은 년 기준임: , , . : 2005~2015 .

단위 가구( : , %)

구분 노인 청년 아동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빈곤 594,863 16.2 472,163 18.9 364,049 12.8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
409,483 11.2 505,492 20.3 177,633 6.3 

전체 주거빈곤 732,343 20.0 722,900 29.0 419,260 14.8 
전체 3,663,234 100.0 2,495,696 100.0 2,835,928 100.0 

세대별 주거빈곤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출처 정미옥 외: , 2012, .  : , 2016.
주 노인은 가구주 연령이 세 이상 청년은 가구주 연령이 세 미만 아동은 가구주 연령이 : 65 , 35 , 35~65
세이면서 아동이 있는 가구임.

년에 비해 년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은 배 가량 증가함 특히 자산 형성이 2005 2015 2.5 . 
어려운 청년층의 경우 높은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보증금 규모가 적은 고시원 반지, , 
하 옥탑방 거주 전세대 중 주거빈곤비율이 가장 높음, , .

단위( : %)

구분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보증금 지원 기타

청년 31.7 22.2 3.2 33.3 9.5 
중장년노인· 39.1 19.6 21.7 17.4 2.2 

전체 34.9 21.1 11.0 26.6 6.4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자료 고시원 주거실태조사: , 2017.
주 청년은 세 이하 중장년노인은 세 이상임: 34 , · 35 .

고시원 거주 하는 청년의 경우 임대 보증금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청년의 , . 
비주택 진입 경로를 막기 위한 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확, 
보 부족으로 인한 지원이므로 추가적인 주거비 경감이 없어야 함.

개선 방안

자부담 없는 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인 디딤돌 주거바우처
만 세 이상 만 세 이하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15 ~ 39 , , 50% 
지원금액 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2000 , 
지원규모 명 기금 최대 억 일반회계 예산 최대 억 목표 약 만명: 2000 ( 400 , 10 ), 47
지원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이하 최저 준 주거기준 충족 주택: 60 , ( )㎡ 
지원기간 년 회 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장 년: 2 (4 2 , 10 )
주택도시기금 최대 억 명 만원 일반회계 예산 최대 억 금리 400 (2000 , 2000 ), 10 ( 2.5%)
주택도시기금 활용 년 기금 예산 조 억 중 억 증가 년 기금 예산 중 , 2017 21 763 400 , 2017

에 불과 년 예산안 기준 오피스텔 준주택 융자지원 억 사업 신청자 부재 예0.2% , 2017 , 18 , 
산 활용 출처 년도 예산안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위원회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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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통장 텅장 이 되어버린 민달팽이 청년들을 위해 최대 년간 월세 지원, ‘ ’ 1

문제 진단

높은 주택가격으로 자가소유가 불가능한 청년들은 평생 세입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음 대. 
학생 청년의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부담까지 증대되고 있어 청년의 주거문제는 사실, 
상 전세대의 문제이기도 함 이에 월세 보조로 개인 및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함. 

면적( )㎡ 주택 종류 당 임대료원( )㎡ 평당 임대료 원( )
주택○○ 12 다가구주택 46,000 151,000서울 용산구 효창동

타워팰리스 120.8 아파트 41,000 137,000서울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주택과 타워팰리스 임대료 비교00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서울 출처 조정식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집: ( ), 2016. 08. : , , 2016.
단위 면적 당 임대료 구하기 위해 서울시 분기 전월세전환율 적용( ( ) 2 6.1% )㎡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 단독 다가구주택은 중 대형 수준의 아파트에 비해 단, , , 
위면적 당 임대료가 높은 임대료 역차별 현상 이 발생함 그럼에도 임대료 수준을 합리적‘ ’ .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의 공백으로 불공정한 상태에 계속 놓이고 있음

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를 권고하고 있음 월세의 경우 매월 지출해야 OECD (RIR) 20% . 
하는 절대적 부담이 크므로 주거비 이외의 생활비 지출을 부득이하게 줄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소득 분위 이하 모두 이 이상인데 임대료 역차. 5 RIR 20% , ‘
별 현상 을 고려해 청년의 실질적인 높은 주거비 부담은 사회진입 시기를 늦추는 주요한 요’
인이 됨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학업 집중 진로 탐색 관계 형성 등 삶의 다양한 분야의 . , , 
기회를 보장해야 함

　 　 전국 서울
　 　 준월세 월세 준월세 월세

인 이상 가구  1
소득 분위 가처분소득 338,000 392,000 387,000 441,000

분위1 509,881 66.3 76.9 75.9 86.3 
분위2 1,003,060 33.7 39.1 38.6 43.9 
분위3 1,327,850 25.5 29.5 29.1 33.1 
분위4 1,575,444 21.5 24.9 24.6 27.9 
분위5 1,818,250 18.6 21.6 21.3 24.2 
분위6 2,056,436 16.4 19.1 18.8 21.4 
분위7 2,319,154 14.6 16.9 16.7 19.0 
분위8 2,647,920 12.8 14.8 14.6 16.6 
분위9 3,121,951 10.8 12.6 12.4 14.1 
분위10 4,607,264 7.3 8.5 8.4 9.6 

전국과 서울의 임차유형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자료 가처분소득통계청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출처 조정식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집: ( ,2015), ( ,2015). : , , 2016.
소형 단독다가구주택의 준월세 월세 평균 가격 전국과 서울의 월 평균 임대료는 백원 이하 단위부터 절삭· , , 

개선 방안

지원대상 만 세 이상 만 세 이하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소득 : 15 ~ 39 , , 50% , 
대비 주거비 과부담 가구 슈바베 등 지수 개발과 기준 필요 예 이상(RIR, , : RIR 30% )
지원금액 월 임대료의 지원 최대 월 만원: 80% , 30
지원규모 명 목표 주거비 과부담 청년가구 약 만명: 10,000 , 50
지원대상 주택 임대인 약정 후 임차 전용면적 이하 최저 준 주거기준 충족 주택: , 60 , ( )㎡ 
지원기간 개월 회 연장 가능 최대 년 매년 월 공고 월 선발 월부터 지원: 6 (1 , 1 ) , 11 , 12 , 1
임대인 약정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 회 약속해 시장 외부효과 방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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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 밖 공동체 사업

인가구여도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공동체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 밖 공동체 활동 지원 및 활성화1,2 , 

문제 진단

가구원 수별 가구 분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 ) 

인구 구조 및 가구 구성 변화와 가족주의 사고 해체에 따라 기존 한국 사회를 지탱해오던 
가족 중심이 해체되고 있음 이제 인 가구가 가구 구성의 최대 비율을 차지함 기존 가. 1, 2 . 
족 중심의 복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 최근 공유주거에 대한 관심 증가로 . 
이미 새로운 주거모델은 시작되고 있음.

단위( : %)

구분 비싼 
주거비

외로움,
고립감 안전 미비 열악한 시설 사생활 

침해
관리인, 

이웃 갈등 기타 없음

청년 6.3 31.7 7.9 20.6 17.5 3.2 4.8 7.9 
중장년·
노인 15.2 19.6 4.3 15.2 10.9 4.3 0.0 30.4 

전체 10.1 26.6 6.4 18.3 14.7 3.7 2.8 17.4 
고시원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자료 고시원 주거실태조사: , 2017.
주 청년은 세 이하 중장년노인은 세 이상임: 34 , · 35 .

그럼에도 인 가구들이 새로운 공동체 형성할만한 제도적 지원은 없음 인 가구 고립감 1, 2 . 1
증대로 인해 건강 안전 등의 문제가 야기됨 청년의 경우 학창시절 잦은 이사 및 청년기 , . , 
비자발적 자발적 독립은 곧바로 고립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개선 방안

인 가구의 가족 밖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신설 지자체별로 인 가구의 가족 밖 공동1,2 , 1,2
체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을 만들어 인 가구를 비롯한 새로운 청년 독립 가구들이 1,2
초기단계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장차 지역활동 또는 지자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함.
이를 토대로 청년 인 가구들이 일정한 공동체를 형성한 경우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맺을 1,2 , 
수 있도록 심화단계의 공동체 활동 지원 관계망 중심의 네트워크를 맺어가면서 사회 전반, 
에 대한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정서적 안정감 획득 및 사회신뢰도 회복 유도
참고 자료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참 사업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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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세보증반환보험 지원

전세대란속 겨우 찾은 전세에서 소중한 내 보증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세보증반환보험 종합 지원

문제 진단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은 보증금을 가족 지원 또는 은행 대출로 이용하고 있음 청년의 신. 
용부채 대부분의 이유는 임차 보증금임 신용대출 이용자 중 대는 대는 . 20 41.2%, 30 21.4%
가 임차보증금으로 부채가 발생한 것임

단위 : %

주택구입
부동산

주택이외( )
임차

보증금 부채상환 사업자금 생활비 기타

평균 9.5 6.7 9.3 7.3 31.4 22.0 13.7
대20 14.7 - 41.2 1.0 4.8 15.2 23.1
대30 11.2 5.0 21.4 3.8 20.8 23.0 14.8
대40 12.6 5.2 9.1 5.5 32.9 25.3 9.3
대50 6.1 9.2 4.2 12.2 33.1 19.5 15.7

대 이상60 7.0 7.3 2.6 5.5 40.9 18.7 18.0
가구주 연령별 신용부채 현황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패널: , · ( ), 2015.

이외에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버팀목전세자금 역시 청년 이용률이 높은데 소득 천만원 이1
하의 경우 대는 대는 로 소득이 낮은데 부채가 높아 금융비용 부담 등 20 22.1%, 30 25.6%
가처분소득이 현격히 적을 것으로 예상됨.

유형 소득 대20 대3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백만원미만10 8,054
(26.4)

303,404
(22.1 )

27,196
(30.3)

1,082,885
(25.6)

10백만원이상~20
백만원미만

3,522
(11.5)

126,712
(9.2)

7,511
(8.4)

271,673
(6.4)

백만원이상20 ~30
백만원미만

10,021
(32.9)

465,947
(33.9)

20,405
(22.8)

969,925
(22.9 )

소계
30,498
(100.0)

1,372,712
(100.0)

89,628
(100.0)

4,232,731
(100.0)

청년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전세 구입 자금 대출 규모, 
자료 조정식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집: , , 2016.

역전세난 깡통전세 발생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는 전세보증반환보험을 신설 도입 확대했으, , 
나 절차가 까다롭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반환보증은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높은 것은 정부의 시장관리 정. 
책실패에 기인한 것이며 깡통전세는 임대인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반환보험과 보, 
증금 손실의 위험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함. 

개선 방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청년을 위한 전세보증반환보험을 종합적으
로 지원해야 함 보험료는 물론 절차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 , 
용 시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반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문턱을 낮춰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료율 서울보증은 보증료율 임 이에 전세 . 0.128%, SGI 0.153% . 
보증금 억 천만원 기준 적용시 년마다 원 적용시 년마다 1 5 0.153% 1 229,500 , 0.128% 1

원의 임차인 부담 보험료를 정부와 임대인이 절반씩 부담해 위험을 임차인에게 전192,000
가하지 말아야 함.

지원 대상 만 세 이상 만 세 이하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15 ~ 39 ,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