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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1. 연구 개요
◦ UN 해비타트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인류에 적절

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1976년 이래 20
년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리는 3차 회의는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1째 목표인 ‘지속가능도시 구축’
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으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채
택했다.

◦ UN 해비타트 본회의 외에도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다양한 세션에서 전 세계
의 비정부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관심 의제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는 
다양한 논의의 장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청년주거문제를 국제적 흐름 
속에서 조망하고, 실효적 대안 도출을 위한 사례와 논의가 필요성이 대두됐다.

◦ 한국의 청년세대는 학업과 취업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어 주거 문제를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다. 2010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도를 모색하고 있으나 아
직 실효적 대안으로 형성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는 청년주거문제에 대한 한
국사회의 정확한 인식과 접근 방법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을 주축으로 해 한국의 청년주거운동 그룹은 UN 해비타
트 3차 회의에 참석, 해외 선진 및 다양한 사례와 전 지구적 주거 실태와 현
황에 관해 학습해 한국의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UN 해비타트 3차 참가를 통한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사례조사를 실시했으며, UN 
해비타트 3차 회의가 열리는 에콰도르 키토에 직접 다녀와 간담회, 토론회 등
에 참여, 정책 모니터링, 현지 탐방 등을 실시했다.

2. UN 해비타트 Ⅲ 소개 및 참가 배경
2.1 UN 해비타트 Ⅲ 의제 형성 및 과정
◦ UN 해비타트(HABITAT)는 도시화와 주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UN 산

하 기구인 UN 인간 정주 계획(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과 동
시에 20년 마다 개최되는 동명의 회의를 의미한다.

◦ 1976년 이래로 UN 해비타트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이에 따른 주거문제 해
결을 위해 국제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주거 문제가 단순한 주택공급 차원이 아닌 사회적·경제적·문화
적·환경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면서, 해비타트에서 다루
는 의제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 해비타트 Ⅲ에서 논의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인 주택을 넘어 인간이 생활하는 주요 공간인 도시 자체로 확장된 
개념인 “도시권(Rights to the City)”이 특징이다. “도시권(Rights to the 
City)”은 1968년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 이후 프리드만·하비·퍼셀 등
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정부와 UN기구에서도 
도시권의 개념을 정리하는 상황이다.

◦ 해비타트 Ⅲ 본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도시와 인간 정주에 관한 
키토선언(QUITO DECLARATION ON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FOR ALL)’이란 제목으로 새로운 도시의제가 합의되었다.  
도시를 문제 해결을 위한 단위로 보고 국가주도적 개발 방식의 한계를 인정, 
새로운 도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
여를 필수로 하고 있다.

◦ 한편 해비타트 Ⅲ 본 회의와 별도로 이에 대한 대안 포럼이 세계시민사회를 
향해 제안되었다. ‘우리의 땅을 위한 민중위원회(the People’s Committee 
for Our Territories, 이하 민중위원회)’가 제안한 해비타트 Ⅲ에 저항하는 사



회포럼(Social Forum in resistance to Habitat III)은 2012년부터 세계도시
포럼에 대응하여 개최해온 일련의 대안포럼의 선례에 따르고 있다.

◦ 민중위원회에서는 이전 UN 해비타트 Ⅰ·Ⅱ가 빈민과 소외계층 등 다양한 층
위에 속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끝났다고 평가하고, 이
번 해비타트 Ⅲ의 의제는 정부와 자본주의의 결탁 아래 기존 권력계층의 이익
을 강화하는 모델이라 비판하였다.

2.2 UN 해비타트 Ⅲ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 UN 해비타트 Ⅲ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2

차 회의 참가자를 중심으로 2015년 초에 진행되었다. 2015년 10월, 세계 주
거의 날 UN 해비타트 Ⅲ 한국 민간위원회(준)구성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후 2016년 7월 19일 주거·지방의제·환경·노동·여성·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40개 시민단체가 모여 ‘UN 해비타트 Ⅲ 한국 민간위원회(이하 한국 
민간위)’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 한국 민간위는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시민사회 참여체계 구축”을 공동활동목
표로 두고 다음의 6가지 세부목표를 향후 활동의 지침으로 삼았다.

 국토부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과정 시민사회 참여 보장 요구

 정기적인 도시지속가능성 국가보고서 발간 및 시민사회 참여 보장 요구

 지방정부의 신도시의제 이행 보고서 작성 의무화 요구

 SDGs 국가이행체계 연계

 해비타트Ⅰ,Ⅱ 의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의 국내이행 평가와 이행 확
보를 위한 정책적 요구

 참여 단체 및 그룹 간 정보 교류·학습, 국내·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이번 해비타트 Ⅲ 한국 민간위에서는 ‘청년’ 의제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한국 민간위에 함께한 전체 44개 참가단체 중 5개 단체가 청년단

체였으며, 청년단체들은 단순 참가가 아닌 현지 세션 개최를 중심으로 한국 
민간위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한국 민간위에서는 2015년 세계 주거의 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하였다. UN 해비타트와 한국의 주거권 현황에 대한 기조발제와 5개 분야(세입
자, 청년, 홈리스, 상가임대차, 장애인, 강제퇴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해비타트 Ⅲ를 앞두고 한국의 주거권 현실에 대한 민간의 입장을 공유하는 자
리였다. 토론회 이후에는 한국 민간위(준) 결성이 제안되어 1차 전체회의를 진
행하였다. 이후 회의가 열리는 10월까지 월례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2016년 
10월 3일 세계 주거의 날 캠페인을 진행,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
층의 주거실태를 알리고 주거권 인식 제고를 촉구했다. 

◦ UN 해비타트 Ⅲ를 위해서는 세계 시민사회 주요 주거 및 도시 단체들과 교류
해 에콰도르 키토 현지에서의 활동을 계획하고, 한국의 현실과 정부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
을 대상으로 10월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현지에서는 2만부에 달하는 보고서 요
약본을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주거 및 도시운동 단체들과 교류해 각 국
의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와 지지 활동을 했으며 매일 저녁 현지에서 뉴스레터
를 제작, 발송했다.

2.3 청년주거운동 그룹의 참여와 역할
◦ 2000년대 이후 주거문제가 보편적으로 확대되면서 빈민·홈리스·강제퇴거 문제

에 집중되었던 주거운동은 세입자·청년 등 보편적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
동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사회주택 공급 등 새롭고 직접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동 범위도 확장된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 특히 청년주거문제는 2010년 이후 새로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으며,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제도권 정치에서도 주요한 문제로 다뤄
지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겪는 당사자들이 문제해결과 새로운 대



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는 청년주거단체들이 형성되었다. 민달팽이유니온과 
같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세입자 조직을 목표로 활동하는 유형
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주거 모델을 시도하는 유형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자발적 커뮤니티 구축하는 형태, 협동조합, 주식회
사 등 법인체를 갖고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소셜 미션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주택 공급 및 관리 사업을 하는 형태, 영리 추구에 초점을 맞추되 높은 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다. 또한 도시권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는 
단체도 있다.

◦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 운동 그룹의 연대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UN 해
비타트 Ⅲ 회의 참가팀을 구성했다. 위에 서술한 세 가지 유형 중 대표적인 
단체를 하나씩 추천 및 선정했고 이에 ‘우리동네사람들’, ‘민달팽이주택협동조
합’, ‘오늘공작소’가 이에 해당한다. 

◦ 참가팀은 총 10차례의 준비 모임을 통해 한국 청년주거문제의 현황과 청년주
거운동그룹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현지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더불어 키토 현지에서 UN 해비타트 Ⅲ 대안 포럼에서 단독 토론회를 기
획했고 선발돼 진행했다.

3. UN HABITAT Ⅲ 현지 활동과 성과

3.1. 한국 주거문제와 운동 소개

◦ 한국 민간위는 입장문에서 해비타트 Ⅲ의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를 성공모델로 제시하며 ‘스마트 시티’를 내세워 
마케팅을 위한 혁신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UN 해비타트 III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한국 민간위는 한국 시민단체를 대표
하여 발언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 민간위는 ‘새로운 도시의제’의 효과적 이
행과 포괄적 참여를 위해 주거권·참여 거버넌스·환경 분야의 의제를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해 우려하였다.  

3.2. 청년 주거세션 개최 및 과제

◦ 국제적으로 청년과 주거이슈는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2016년 대만총
통선거는 주거이슈와 청년 유권자가 정권교체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2015년 스페인 총선에서 제 3당으로 부상한 ‘포데모스’의 정책의제와 2016년 
노동법 개정을 두고 벌어진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에서도 ‘주거’와 ‘청년’은  
주요한 내용으로 다뤄진 사례가 있다. 

◦ 이와 같이 청년·주거가 국제적으로 사회변화의 핵심 의제로 논의되는 상황에
서 해비타트 기간 직접 청년주거를 주제로 한 세션 진행을 통해 해외의 사례
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줄 것을 
기대되었다.

◦ 청년주거그룹은 해비타트 Ⅲ 개막 3일차인 11월 29일 오전 9시, 에콰도르 중
앙대학교 민중사회포럼 회의장에서 단독 세션을 진행하였다. ‘청년의 주거권과 
사회적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본 세션은 한국민간위원회와 민달팽이유
니온·오늘공작소·우리동네사람들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 해외 사례자로 참여한 미얀마에 지역 조직 운동가 Khe Zar는 강체 철거 위협 
속에서 주민 조직을 중심으로 주거공동체 형성을 단계 별로 설명,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를 소개했는데, 주거와 주민조직운동의 모범적인 사
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청년과 라틴아메리카’ 단체 대표인 Mango Mendoza
는 임시 주택 공급 사례를 소개했다. 사회자는 대만 강제철거반대연합 활동가
인 양홍잉이었는데 그는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각 국의 사례를 주거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 토론과 의견은 세 가지 주제로 전개됐다. 첫째, 토지 및 주거 공공성 개념이 
각 국가의 헌법 또는 법률에 존재하는지, 실제로 사문화된 법으로 남지 않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해결 사례가 



일회적이거나 임시적으로 되지 않고, 제도로 안착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셋째, 청년 주거 운동의 의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3.3. 모니터링 활동

◦ 한국 정부는 ‘New Urban Agenda(새로운 도시의제)’의 주요한 이행수단의 하
나로 스마트시티를 지목하면서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도시 서비스의 향상
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정부는 해외수출을 위한 하나의 기
술적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게 나타났다. 향후 한국에서 ‘새로운 도시의
제’의 이행과 정책반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 모니터링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이행 거버넌스 구축이 향후 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정부는 한국의 도시화 과정과 스마트 시티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관을 기
획, 운영했고,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의 대표 연설, 스마트시티와 비공식주거 
문제 해결 사례 공유 세션을 진행했다.

◦ 서울시는 해비타트Ⅲ 본회의에서 ‘세계지방정부회의’ 참석 및 네트워킹 이벤트 
개최·홍보 전시관 운영을 주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10월 18일 열린 서울시 
주최 네트워킹 이벤트는 "포용 및 청렴 도시개발"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 서울특별시 이재원 행정부시장은 공공주택 확충, 도시 재생 및 투명
하고 효율적인 공공건설 관리 등을 내용으로 서울의 포용도시정책 방향을 제
시했다.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은 주거에 관한 서울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
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체 서울시 주택재고 중 공공주택의 
비중을 6.3%에서 2020년까지 10%로 확대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하면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 서울시는 청년 대상 공공주택·사회주택 등 다양한 주택정책분야에서 선도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와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높은 주택가격·비싼 임대료·재개발·

강제퇴거·홈리스 등 주거를 비롯한 도시문제가 가장 심화되어 나타나는 지역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계를 인식하고 정책 보완 및 포용, 청렴, 지속가능성
을 담보한 도시로의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

3.4. 해외 청년주거 관련 단체 교류 및 사례공유

◦ 10월 16일에는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세계주거연맹, 약칭 HIC) 총
회가 개최되었으며, 한국 민간위에서도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국제적 논의 흐름을 살피고 네트워킹을 복원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 HIC의 입장은 주거권 등의 권리를 강제력 있는 권리로 해석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와 시장에 대한 대안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각국 정부와 세계 시
민사회 사이의 입장의 차이를 보여준다.  

◦ 국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인 GSEF와 함께 에콰도르의 ‘연대주택협동조합
(COOVIAS)’을 직접 방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해당 협동조합에서 공급하
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교류했다. 도시 및 주거에 관한 연구 및 각 국
의 정책, 국제 수준의 아젠다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단체인 
IHC(International Housing Coaliation)의 대표인 Judith와 개별 면담을 진행
했다. 

◦ 에콰도르 키토, 10월 18일, 한국 민간위원회는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
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te housing)과 해비타트III 행사
장에서 만나 청년 주거문제·홈리스·부양의무자 제도·송파 세모녀 사건·용산 참
사·강제 퇴거 문제·세입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한국의 이슈를 공유하였다. 

◦ 10월 17일 에콰도르 중앙대학(Universidad Central del Ecuador) 체 게바라 
관(Paraninfo Che Guevara)에서는 ‘제 5회 국제 강제철거 법정’이 열렸다. 
‘해비타트Ⅲ에 저항하는 사회포럼’의 한 행사로 열린 ‘국제 강제철거 법정’에서
는 전 세계에서 87개 사례를 미리 접수하였으며, 그 가운데 7개의 사례가 선
정되어 민간법정에 회부되었다. 



◦ 이 날 발표된 사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농민 토지 강제 침탈·프랑스 파리 외
곽지역의 이민자 강제퇴거·브라질 홈리스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미국 디트로이
트의 공공요금 및 홈리스·이스라엘 정부의 베두인족 주거 파괴 및 주거지 제
한·에콰도르 대지진 피해 이후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의 강정마을 사례는 
아시아 대표 사례로 선정되어 발표되었다. 

4. 한국 청년주거실태와 정책 현황

4.1. 한국 청년주거 실태와 정책 현황
◦ 고용불안·저임금·실업문제는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는 장벽을 높임으로써 사회 

진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가구의 사회경
제적 기반의 약화는 결과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증대시
키고, 안정적인 자산축적과 주거비의 지불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청년가구가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특수한 현상이 아닌 보편적이고 장기화 되고 있다. 

◦ 2016년 현재 한국의 청년 인구(만 20~34세)는 약 1,034만 명으로 이 가운데  
48.2%인 약 498만 명이 서울시 및 광역시에 살고 있다. 도시집중과 더불어 
청년가구의 특징은 1인 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1인 가구가 청년가
구의 주요한 특징이며, 향후 청년가구의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청년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더 이상 자력으로 청년가구가 집을 구입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공공임
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가구의 절대 다수는 규제받지 않는 민간임대시
장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가구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은 주거환경의 적
절함과 임대료의 부담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청년이 머무는 민간임대시장에서 나타나는 소위 ‘임대료 역차별 현상’은 청년
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전 주택유형에서 소

형주택의 단위면적(㎡)당 임대료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유형태
별로는 월세, 준월세, 준전세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 청년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이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36.3%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주거빈곤율이 상승한 계층은 서울 청년 1인 가구가 유일하다.

◦ 청년가구의 높은 주거빈곤율은 주거환경의 열악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준주택
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건축물 문제로 인해 권리관계·안전·관리비분쟁이 야
기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소규모 원룸·오피스텔 등은 주택관리의 사각지대
에 있어 임대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관리비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사적 영역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
쟁 발생 시 임차인은 정보와 시장상황에서의 열세로 인해 주거권을 제대로 보
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험과 정보가 적은 청년가구에서 상대적
으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다. 

◦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 비율이 높고, 잦은 이동을 하는 청년가구의 특징은 
도시 내에서 거주를 넘어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
다. 거주의 불안정은 도시 공간 내에서 청년층의 발언권을 약화시키며, 자원을 
둘러싼 조정과정에서 불리하게 작동한다. 

◦ 한국사회의 청년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닌 노동·주거·부채 등 
삶의 전반으로 확대된 종합적인 위기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청년정책도 청년
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현재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은 금융 지원과 공
공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금융 지원으로는 전세임대와 월세 대출, 공공
임대주택으로는 행복기숙사와 행복주택을 분류된다. 그러나 두 가지 정책 유
형 중 금융 지원이 많아 실질적 주거비 인하가 아니라 보증금 지원 혹은 대출
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을 기조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



여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청년 가구를 볼모로 삼아 부동산 경기 부양을 꾀
하였으며, 그 부담은 청년가구에게 부채로 나타났다. 

◦ 주거정책의 기본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청년은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
다. 이는 절대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 부족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입
주 기준이 청년가구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 현재 청년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입주 대
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정책 대상의 유형을 추가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임시
적 방편에 불과하다. 

◦ 이와 더불어 각 공공주택 유형별로 청년에 대한 입주대상이 달라 정책의 혼란
과 피로를 야기하는데 이는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 
것에서 비롯된다. 유형별로 다른 입주기준은 정책 대상자들을 혼란스럽게 하
고, 정책 선택에 있어 피로를 유발한다.

◦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서울시에서 공급 중인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비해 평당 임대료가 약 2배가 비싸고,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소형으로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수준이 타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것은 민간임대시장에서 나
타나는 ‘역차별’현상이 공공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청년 주거운동의 의의
◦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했다. 이들의 활동과 사업

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새롭게 대두된 주거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의 주거 
실태를 드러냈다. 이는 곧 사회적 약자로서 등장한 ‘청년’의 현실을 조명함과 

동시에 새로운 주거문제의 양상을 지적하며 한국사회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과 문제의 진단, 해결 방법을 제시해왔다. 다만 모든 ‘청년’
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기에 여기에서 호명되는 ‘청년’은 불평등의 상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는 다층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와 세
입자만의 갈등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 중에서도 주택 소유의 규모, 주택 구입
을 위한 부채의 규모 등에 따라 처한 위치가 다르고 임대업 역시 전문 임대업
과 개인 임대업이 마주하는 환경은 다르다. 

◦ 세입자 역시 청년, 1인 가구, 여성, 노인, 아동 등 각자 주거빈곤에 처한 상황
은 동일할지라도 희망하는 주거 유형과 점유 형태는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와 소유자의 대결로 주거 문제의 갈등을 드러내고 해결할 수는 없다.

◦ 특히나 정당이 취약하고 세입자들도, 임대인도 조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다는 것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주거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두 차례의 보수 
정권의 집권과 맞물려 이러한 요구는 쉽게 관철되지 않았다.

◦ 이러한 점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간 주체들은 구체적인 해결 사
례를 통한 경험의 축적을 쌓아가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 스스로 대안을 모색
해가고 있다.

5.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

5.1. 청년 주거문제 정의
◦ 청년주거문제는 사회구조 변화 및 주택시장 상황,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결혼

문화의 변화 등 복합적 요소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
해 주거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의 정의와 범주도 명확하지 않아 정부 정책의 
일관서와 효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 UN 해비타트 Ⅲ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청년은 ‘Youth’로 지칭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아동(Children)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
으로 ‘Youth’는 아동 시기 이후의 사회 진입 이전까지의 청소년 시기를 지칭
하는 성격이 강하다. UN 해비타트 Ⅲ의 공식 의제에서도 청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강조하는 포용성·안전성·
참여성·지속가능성 등이 강조되면서, Youth의 의미도 도시 내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취약계층·약자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 연령이나, 누구나 겪는 인생의 한 시기로서 ‘청년’ 혹은 대학생·신혼
부부·사회초년생과 같이 특정된 지위가 아닌1인가구·저소득·주거빈곤·임차인 
등 청년이 가진 다양하고 보편적인 속성에 따라 정책대상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의 경우, 이행기(transition period)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이 주요한 목표다. 이에 노동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개념과 
연계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2. 민간 임대시장 관리
◦ 20대의 경우 80%가 전월세 임차인으로 살고 있으며 월세가 60%에 달한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중, 대형 주택보다 단위면적 당 임대료가 더 비싸 그 부담이 더 가중되
고 있다. 아울러 나이, 지식, 정보의 격차 등으로 임대인과 중개인과의 관계에
서의 약자성이 더욱 더 두드러진다.

◦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한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고, 임
대인과 임차인이 공적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협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표준 임대료가 민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임
대차 등록제를 통해 민간 임대업자를 관리하고, 임대료 사정관 및 조정위원회
를 두어 감시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임대료 인상제한·전월세 전환율 규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강제 퇴거 방지 규정 등을 추
가하여 취약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나 현재  
‘조정’ 결과에 ‘재판 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충분히 실효성을 가지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분쟁조
정위원회의 결정에 ‘재판 상 화해 효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5.3. 저렴주택 공급
◦ 청년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중, 대형 주택보다 

단위면적 당 임대료가 비싼 ‘임대료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청년
층의 주거비 부담 과다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나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는 청
년 가구의 경우 절대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 청년가구는 저소득가구·1인 가구 등과 더불어 자가 비율이 낮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들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핵심대상으로 설정하고 
재고율을 높이면서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특히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100만원 수준으로 낮추거나, 2~3개월 치의 월 임대
료 수준 인하하는 등 불필요한 보증금 규모를 대폭 줄여 청년가구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 한편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와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주체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사회주택을 적극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주택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토지 및 재원 조달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주택 관련 기금의 신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비영리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안적 주거공동체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지원과 관리도 필요하다.

5.4.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강조하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과
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와 거버넌스 구조가 성립되어야 한
다.

◦ 그러나 한국은 주택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관계 부처와 공사가 주도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문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책 주
요한 이해당사자인 정책 수요자들은 정책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 2014년 이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기숙사, 공공주택에 
대한 반대와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 반대 등으로 도심 내 건
립할 수 있는 지구 지정이 쉽지 않기도 하지만 주민과 예비 입주자인 청년세
대를 포함한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의사가 전달되거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의 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역도시재생사업 등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갈등이 발생
하고 있는 사업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참여구조가 더욱 절실하다. 과거와 같이 공급중심의 효율성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세밀히 조율하여 사업의 공익성을 충분히 이끌어 내고, 상
대적으로 저평가된 도시 내 약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거버넌스 구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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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도시는 주거문제가 가장 심화되어 나타나는 공간으로 한국에서 청년주
거문제는 대도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교
육 및 취업을 위한 도시로의 이주는 청년세대의 선택이라고만은 할 수 
없기에 이 과정에서 청년세대는 주거문제를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적 
모색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실효적 대안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청년주거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정확한 인식과 접근
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 UN 해비타트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인류
에 적절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1976년 이래 20년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 에콰도르 키토
에서 열리는 3차 회의는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1째 목표인 ‘지속가능도시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으로 ‘새로
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했다.

◦ UN 해비타트 본회의 외에도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다양한 세션에서 
전 세계의 비정부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관심 의제를 가지고 의
견을 교환하는 다양한 논의의 장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청년
주거문제를 국제적 흐름 속에서 조망하고, 실효적 대안 도출을 위한 
사례와 논의가 필요성이 대두됐다.

◦ 본 연구는 UN Habitat 3차 회의의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한국의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UN 해비타트 3차 참가를 통해 살펴본 청년세대의 주거권 보장 방안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UN 해비타트 3차 참가를 통한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사례조사를 실
시했다.

◦ UN 해비타트 3차가 열리는 에콰도르 키토에 직접 참여하여 간담회, 
토론회 등에 참여해 주거권 관련한 국제 이슈와 한국 정부 정책을 모
니터링 했다. 아울러 세계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UN 해비타트 3차에 
대한 대안 포럼에서 정식 세션를 개최, 청년의 주거 문제와 해결 방안
을 공유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
다. 뿐만 아니라, 주거 관련한 해외 단체 및 주요 인사와 별도의 인터
뷰, 회의를 통해 각 국의 상황 및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의 상황을 보
다 널리 알리고 효율적인 교류를 위해 한국에서 청년 주거 문제와 관
련한 보고서를 작성, 영어와 스페인어 번역본을 현지에서 2만부 배포
했다.

◦ 한국의 청년주거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가계동향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정부의 정책자
료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수집·분석하였으
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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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HABIBTAT Ⅲ 소개와 참가 배경

Ÿ UN 해비타트 소개 
Ÿ UN 해비타트 Ⅲ 배경 및 주요의제

UN HABIBTAT Ⅲ 활동 사례 공유

Ÿ 민달팽이유니온 현지 활동
Ÿ 주요 세션 참가 및 모니터링 
Ÿ 청년 주거 세션 진행 내용 
Ÿ 주요 네트워킹 사례 공유
Ÿ UN 해비타트 Ⅲ에서의 청년주거의제 양상

한국 청년주거실태 및 정책 분석

Ÿ 청년주거실태 현황
Ÿ 정부의 청년주거정책 분석
Ÿ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 활동 사례

새로운 도시의제를 통한 청년주거안정화 방안

Ÿ 청년주거문제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 형성
Ÿ 민간 임대시장 관리
Ÿ 다양한 주거모델 구축
Ÿ 주거빈곤층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
Ÿ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보장

[표 1-1] 연구 구성과 내용 

8  UN 해비타트 3차 참가를 통해 살펴본 청년세대의 주거권 보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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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UN 해비타트 Ⅲ 의제 형성 및 과정

2.2 UN 해비타트 Ⅲ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2.3 청년주거운동 그룹의 참여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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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UN 해비타트 Ⅲ 소개 및 참가 배경

2.1 UN 해비타트 Ⅲ 의제 형성 및 과정
2.1.1 UN 해비타트 소개 및 역사
◦ UN 해비타트(HABITAT)는 도시화와 주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UN 산하 기구인 UN 인간 정주 계획(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과 동시에 20년 마다 개최되는 동명의 회의를 의미한다.

◦ 1976년 캐나다 벤쿠버에서는 1차 UN 인간 정주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Habitat Ⅰ)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성과로 벤쿠버 선언을 통해 최초로 급속한 도시화와 주거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전략인 벤쿠버 실행계획이 승인되으며, 
현 해비타트의 전신인 UN 인간 정주 센터(UN Center for Human 
Settlements)가 설립되었다.

◦ 1996년 열린 해비타트 Ⅱ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다. 2차 회의
에서 승인된 해비타트 의제(Habitat Agenda)는 주요한 2가지 목표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와 ‘도시화 되는 세계에서 인간 정주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보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방대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이루
어 졌으며, 민간 부분의 기여도 요구되었다.

◦ 2001년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새천년 도시 및 기타 인간 거주지(에 대
한 선언(the Declaration on Cities and Other Human Settlements 
in the New Millenium)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문에서는 해비타트 2차 
회의에서 승인된 해비타트 의제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유엔 해비타트
가 좀 더 효율적인 빈곤 퇴치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추가적인 재정 책임을 요구하고, 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NGO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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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년 이래로 UN 해비타트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이에 따른 주거문제 해
결을 위해 국제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국가의 빈곤문제는 해
결되지 않았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여전히 슬럼·비공식거주에 관한 문제는 
남아 있다. 또한 주거 문제가 단순한 주택공급 차원이 아닌 사회적·경제적·문
화적·환경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면서, 해비타트에서 다
루는 의제도 계속하여 확장해 나가고 있다.

2.1.2 UN 해비타트 Ⅲ의 배경 및 특징
◦ 해비타트Ⅲ에서 논의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는 주

거의 물리적 환경인 주택을 넘어 인간이 생활하는 주요 공간인 도시 
자체로 확장된 개념인 “도시권(Rights to the City)”이 특징이다. “도
시권(Rights to the City)”은 1968년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
가 도시에 대한 권리((Le droit a la ville)에서 처음 제시1)되었다. 
이후 프리드만·하비·퍼셀 등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후속연구가 진행되
어 왔으며, 정부와 UN기구에서도 도시권의 개념2)을 정리하는 상황이
다.

◦ 2004년 개최된 제 2차 UN 세계도시포럼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 세
계헌장(World Charter for the Right to the City)”을 채택하였다. 
이 헌장에는 기존의 주거와 마을 기준이 아닌 도시 전체와 도시근교지
역을 포괄하는 공간적 차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개념을 제시하여 해

1) 앙리 르페브르는 도시권에 대해 1) 거주자들이 함께 만드는 작품으로서의 권리, 2)도시 거주자들이 
도시공간을 생산하고 정의하는 전유할 권리 3)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와 정보에 대한 권리 5)국가의 국민이 아닌 도시 시민으로서의 거주자의 권리, 6)도시 중
심부에 대한 권리를 제시하였다. 르페브르의 개념은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 사유재산보다 전유권
을 강조하여 자본주의적 질서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급진적인 개념이다.

2) UN 유네스코와 유엔 해비타트에서 공동으로 정리한 도시권의 개념은 조금 더 온건한 개념이다. 여
기서 제시하는 도시권은 1)누구나 도시생활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2) 도시행정의 투명성·형평성·
효율성 3)민주적 의사결정의 참여와 존중, 4)경제·사회·문화적 생활에 다양한 인식, 5) 빈곤, 사회적 
배제, 도시 폭력의 완화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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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트 Ⅲ의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제시하는 내용의 기본 가치 및 방향
을 수립하였다.(윤경효, 2016)

◦ 지난 2015년으로 종료된 UN 새쳔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이어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새롭게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결의되었다. 

목표(goal) 세부목표(Target)

포용적인ㆍ안전한ㆍ회
복력 있는ㆍ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Ÿ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당한 가격의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
Ÿ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

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도로 안전을 개선
하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가능하고 지속가
능한 교통체계 대한 접근을 제공
Ÿ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 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지속가능 인간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을 강화
Ÿ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Ÿ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Ÿ 11.6 2030년까지 대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하면서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1인당 환경영향을 감소
Ÿ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Ÿ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

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를 지원
Ÿ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재난회

복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 계획을 채택, 이행하는 도시와 인간 거주
지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하고, 2015-2030 센다이 재난위험 
감축체계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난위험 관리를 개발하고 
이행
Ÿ 11.c 지역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가진 건물을 

짓는 데 금융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 최빈개도국을 지원

출처 : 지구촌빈민퇴치네트워크, 2016, ‘SDGs와 도시: 해비타트Ⅲ 논의를 중심으로’ 워크숍 자료집 

[표 2-1]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1번 목표

◦ SDGs는 총 5개 의제, 17개 목표(Goal)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1번 목표인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는 유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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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트 Ⅲ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
다.

◦ 해비타트 사무국은 새로운 도시의제 초안 논의를 위해 2016년 2월, 6
개 분야에 걸쳐 쟁점이 되는 22개 이슈가 선정되었고, 이에 따른 10개 
정책 분야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정책 보고서(policy paper)를 작성
하였다. 22개 이슈와 10개 정책분야의 내용은 해비타트Ⅲ 본회의에서
‘Special Sessions’과 ‘Dialogues’ 행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되었
다.

분야 이슈 정책

1. 사회통합과 살 만한 
도시

1. 포용도시(특히 빈민, 젠더, 청년, 노인) 1. 도시에 대한 권리와 모두를 
위한 도시2. 도시지역에서의 이민자와 난민 

3. 안전도시  2. 사회문화적 도시 
프레임워크4. 도시 문화와 문화유산

2. 도시 프레임워크

5. 도시 규범과 제정 3. 국가 도시 정책

6. 도시 거버넌스
4. 도시 거버넌스, 수용성과 

지속 발전

7. 지방 정부 재정 5. 지방 재정과 회계 구조

3. 공간적 개발

8. 도시와 공간 계획과 디자인

6. 도시 공간 전략 : 토지 
시장과 배제 

9. 도시의 토지 

10. 도시-농촌 연계

11. 공공 공간

4. 도시경제

12. 지역 경제 발전

7. 도시 경제발전 전략13. 일자리와 생계

14. 비공식 부문(경제. 노동등)

5. 도시의 생태계와 환경

15. 도시 회복력

8. 도시 생태계와 회복력16. 도시 생태계와 자원 관리

17. 도시와 기후변화, 재난위험 관리

6. 도시의 주거와 
  기초서비스

18.  도시기반시설과 기초서비스, 에너지
9. 도시 서비스와 기술

19. 교통수단과 이동성

20. 주거 

10. 주거정책21.  스마트시티 

22. 비공식주거

 출처 : UN 해비타트 사무국, 2015, ISSUE PAPERS AND POLICY UNITS OF THE HABITAT III 
CONFERENCE.

[표 2-2] 새로운 도시의제에 관한 22개 이슈와 10개 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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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에는 ‘새로운 도시의제 Zero Draft’가 완료되었으며, 7월 
28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린 해비타트Ⅲ 3차 준비회의에서 의
제 초안이 작성 되었다. 10월 열린 해비타트Ⅲ 본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도시와 인간 정주에 관한 키토선언(QUITO 
DECLARATION ON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FOR ALL)’이란 제목으로 새로운 도시의제가 합의되
었다.  

◦ 한편 해비타트Ⅲ 본 회의와 별도로 이에 대한 대안 포럼이 세계시민사
회를 향해 제안되었다. ‘우리의 땅을 위한 민중위원회(the People’s 
Committee for Our Territories, 이하 민중위원회)’가 제안한 해비타
트Ⅲ에 저항하는 사회포럼(Social Forum in resistance to Habitat 
III)은 2012년부터 세계도시포럼에 대응하여 개최해온 일련의 대안포럼
의 선례에 따르고 있다.

◦ 민중위원회에서는 이전 UN 해비타트 Ⅰ·Ⅱ가 빈민과 소외계층 등 시
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끝났다고 평가하고, 이번 해비
타트Ⅲ의 의제는 정부와 자본주의의 결탁 아래 기존 권력계층의 이익
을 강화하는 모델이라 비판하였다.

2.2 UN 해비타트 Ⅲ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2.2.1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배경 및 현황
◦ 한국의 도시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91.8%로3) 나타나고 있으며, 도

시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은 한국사회의 미래 가능성에 중요한 의제이
다. 인구와 자원의 도시집중으로 도시공간은 정치·사회·경제·문화·삶의 
중심이자 주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3) 국토교통부·LH의 ‘도시계획현황’에서 ‘도시지역기준 도시지역인구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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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전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토목건설과 외연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개발로 인해 도시 내 
취약계층과 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주거와 생존에 큰 위협을 지속적
으로 겪어왔다. 

◦ 1970~80년대 도시빈민과 철거민을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주거운동
그룹은 90년대 성장한 시민운동그룹과 함께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비타트Ⅱ 참가를 위해 ‘세계 주거회의를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를 결
성하였다.  24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한국민간위원회에서 사전준비를 
거쳐 해비타트Ⅱ 본회의에 75명의 구성원이 참가하였으며, 현지에서 
세션·부스운영, 보고서 배포, 다양한 공연·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해비타트 Ⅱ을 참가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해비타트Ⅱ 후속 사업으로 
1998년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후 관련 연구와 캠페인, 입법활동을 통
해 2003년 최종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 되었으며, 이는 해비타
트Ⅱ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이다.

◦ 그러나 해비타트Ⅱ 이후로도 대규모 토목건설·부동산 개발 위주의 정
부정책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2009년 ‘용산참사’로 대표되는 
강제퇴거문제와 비닐하우스·쪽방 등 비공식주거지에 살고 있는 도시빈
민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더불어 97년 IMF이후 한국
의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저성장 기조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청
년’과 같은 새로운 주거문제의 당사자가 대두되었다.

◦ 2015년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 최초
로 ‘주거권’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법률에 명시가 되는 성과를 이
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
고 있으며,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 양적주택공급·자가촉진 위주의 정부정책방향은 2000년대 이후 정체된 
자가가구 비율과 갈수록 가중되는 주거비 부담으로 이미 한계를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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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드러내었다. 특히 대부분의 임차가구가 거주하는 민간임대시장은 
임대차관계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과 주거비 상승으로 주거문제의 구조
적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민간임대
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
으나 정부와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해비타트Ⅱ이래 지역별로 상이하게 발생하는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
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의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서
울시 및 경기도 정도만이 독자적인 주거지원정책을 일부 진행하고 있
으며, 재정 부족 및 지방정부 권한에 대한 제도적 근거의 부재로 지방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UN 해비타트Ⅲ에 대응하기 위
한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2차 회의 참가자를 중심
으로 2015년 초에 진행되었다. 2015년 10월, 세계 주거의 날 UN 해
비타트 Ⅲ 한국 민간위원회(준)구성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후 
2016년 7월 19일 주거·지방의제·환경·노동·여성·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활동하는 40개 시민단체4)가 모여 ‘UN 해비타트 Ⅲ 한국 민간위원
회(이하 한국 민간위)’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 한국 민간위는 “새로운 도시 의제 이행 시민사회 참여체계 구축”을 공
동활동목표로 두고 다음의 6가지 세부목표를 향후 활동의 지침으로 삼
았다.

  국토부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과정 시민사회 참여 보장 요구

4) 최종적으로 총 44개 단체 참여. (환경 3) 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재단,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 
(장애인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지방의제 7)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
의회,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시지
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주거 19) 경제정의실천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
임,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아시안브릿지, 전국세입자
협회, 주거연합,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서울
주거복지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한국
도시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일반참여단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국장애포럼, 여성환 
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나눔과미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천주교인권위원회, 씨닷(C.), 아현
동쓰리룸,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부산그린트러스
트,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18  UN 해비타트 3차 참가를 통해 살펴본 청년세대의 주거권 보장 방안

  정기적인 도시지속가능성 국가보고서 발간 및 시민사회 참여 보장 요구

  지방정부의 신도시의제 이행 보고서 작성 의무화 요구

  SDGs 국가이행체계 연계

  해비타트Ⅰ,Ⅱ 의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의 국내이행 평가와 이행 확
보를 위한 정책적 요구

  참여 단체 및 그룹 간 정보 교류·학습, 국내·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이번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에서는 ‘청년’ 의제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한국 민간위에 함께한 전체 44개 참가단체 중 5개 
단체가 청년단체였으며, 청년단체들은 단순 참가가 아닌 현지 세션 개
최를 중심으로 한국 민간위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분야 참가단체

주거(19)

경제정의실천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주거연합,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사)나눔과 미래,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아시안브릿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환경(7)
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재단,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부산그린트러스트, 서울녹색시민위원회

참여거버넌스(7)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수원지속가능발전센터, 
대구지속가능발전센터, 광주지속가능발전센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시흥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청년(5)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동네사람들, 오늘공작소, 씨닷(C.), 아현동쓰리룸

노동(2) 민주노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장애(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인권(1) 천주교 인권위원회

기타(1) 맘놓고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

[표 2-3]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단체 구성

◦ 민달팽이유니온은 한국 민간위(준)에부터 함께 사전준비에 참여하였으
며, 현지 세션준비를 위해 청년단체들의 참여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동네사람들·오늘공작소·씨닷(C.)·아현동쓰리룸 4개 청년단체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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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에 함께 하였으며, 해비타트Ⅲ 본회의에는 민달팽이유니온·우리
동네사람들·오늘공작소 3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부문을 대표하여 주거·참여거버넌스 부문와 더
불어 3명의 공동운영위원장 중 한명으로 선출되었다. 더불어 한국 민
간위 사무국 구성에도 참여하여 한국 민간위 전체 사업에서 기획 및 
실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림 2-1] 한국 민간위 현지 참가단 사무국 구성

◦ 키토 현지에서도 민달팽이유니온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현지 활동을 
총괄하였으며, 뉴스레터발행을 위해 현지 활동내역 정리 및 발행을 담
당하였다. 더불어 원활한 세션 참가를 위해 영어·스페인어가 가능한 통
역인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2.2.2 UN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활동

20  UN 해비타트 3차 참가를 통해 살펴본 청년세대의 주거권 보장 방안

◦ 한국 민간위에서는 2015년 세계 주거의 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
을 시작하였다. UN 해비타트와 한국의 주거권 현황에 대한 기조발제
와 5개 분야(세입자, 청년, 홈리스, 상가임대차, 장애인, 강제퇴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해비타트Ⅲ를 앞두고 한국의 주거권 현실
에 대한 민간의 입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이후에는 한국 민
간위(준) 결성이 제안되어 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2-2] 2015년 주거의 날 토론회 [그림 2-3] 펑양카이 초청 세미나 

◦ 한국 민간위(준)에서는 2016년 3월부터 참가 단체들과 월례 세미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UN Habitat Ⅲ 준비를 진행하였다. UN Habitat 
Ⅲ와 관련된 국제 동향과 단체별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주거 관련 시
민단체들의 활동의제와 방향이 세미나를 통해 주로 논의되었다. 6월 
세미나에서는 대만 사회주택연맹 펑양카이(彭揚凱)대변인을 초청하여 
대만의 사례공유와 주거문제를 통한 정치변화와 효과적인 주거운동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민달팽이유니온은 한국 민간위 주최 세미나와 토론회에서 한국 청년주
거문제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주거 부문 민
간보고서 작성 작업에 청년 부문의 내용을 담당하여 참여하였다.

◦ 한국 민간위는 2016년 7월 19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정식 발족식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의제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참여적 도시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가 구축되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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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밝혔다. 이어진 기념 세미나에서는 “도시 지속가능성 관점에
서 주제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주거·지방의제·환경·여성·장애인 등 
각 분야의제에 대한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 해비타트Ⅲ 본회의 개최를 앞둔 10월 3일, 2016년 세계 주거의 날 행
사를 한국 민간위 주최로 진행하였다. “모두를 위한 주거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슬로건으로 건 행사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은 회원들과 함
께 해비타트Ⅲ의 행사를 알리는 시민캠페인·걸개작업·행진을 진행하였
다. 이 날 만든 걸개 선전물은 키토 현지에 가져가 활용하였다.

[그림 2-4]  2016년 세계 주거의 날 행사 

◦ 한편 한국 민간위에서는 UN 해비타트Ⅲ에 관련한 국제동향과 준비상
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제활동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2015년 10월 
21일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해비타트Ⅲ 아시아지역회의에 한
국 민간위(준)으로 참석하였으며, 2016년 7월 2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동아시아 강제퇴거법정에 한국 강제퇴거사례(용산참사, 남대문로5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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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퇴거)를 제소하였다.

◦ 7월 25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린 UN Habitat Ⅲ 3차 준비회
의(Prepcom3)에 한국 민간위 사무국이 참가하였다. 한국 민간위는 준
비회의 자리에서 준비상황을 살피고 세계 시민사회의 교류를 통해 본
회의에서 공동으로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해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였
다.

◦ 특히 새로운 도시의제 초안 작성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 개진을 통해 
4년마다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이행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협약문에 넣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준비회
의에 참여한 한국정부의 발언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본회의 준비과정
과 새로운 도시의제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민관 간담회를 약속받
았다.

◦ 본회의 출발을 앞둔 10월 11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민간위의 입
장문서를 발표하였다. 입장문서에는 도시권에 대한 권리를 4가지 분야,
총 15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이행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한국 
민간위의 입장문서는 영문번역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배포하여 해비타
트Ⅲ와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알리는 역할
을 하였다.

◦ 한국 민간위는 UN 해비타트 Ⅲ 준비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비타트 본회의와 대안포럼 참가라는 두 방향의 현지 활동계획을 수
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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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활동결과

UN 해비타트 Ⅲ 
공식회의

Ÿ 개/폐막식 등 전체회의
Ÿ 정부간 회의 모니터링 : 고위급 회의
Ÿ GAP 활동 참여 및 정책제안 : 이해관계자 회의
Ÿ 새로운 도시의제 주제별 회의 : 스페셜 세션, 정책간담회, 사이드 

이벤트, 네트워크 이벤트
Ÿ 기타활동 : 전시회, 해비타트빌리지, 현장투어 등

대안포럼·시민사회

Ÿ 주제별 포럼 참석 : 강제철거 국제배심재판, 주제별 세션
Ÿ 거리행진
Ÿ 장외활동 : 전시, 퍼포먼스 등
Ÿ 세계주거연맹(HIC) 총회 및 40주년 기념행사 참가
Ÿ 세션 진행 : 청년 주거세션
Ÿ IHC, UNMGCY,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GSEF, HIC, JUVSOL 개

별 미팅

뉴스레터 발간 Ÿ 본 회의기간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국내에 뉴스레터 발송

[표 2-4] UN 해비타트 3 한국 민간위원회 현지 활동 결과

2.3 청년주거운동 그룹의 참여와 역할

◦ 2000년대 이후 주거문제가 보편적으로 확대되면서 빈민·홈리스·강제퇴
거 문제에 집중되었던 주거운동은 세입자·청년 등 보편적 당사자를 대
상으로 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사회주택 공급 등 새롭고 
직접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동 범위도 확장된 것이 주목할 만한 특
징이다.

◦ 특히 청년주거문제는 2010년 이후 새로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으며,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제도권 정치에서도 주
요한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겪는 당사자들
이 문제해결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는 청년주거단체들이 
형성되었다.

◦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당사자의 자발적 조직으
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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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는 의제발굴·실태조사·정
책제안·제도개선·캠페인·교육·당사다 모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주거권네트워크’ 등 
다른 주거단체와의 연대활동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 이와 더불어 대안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거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적 대책으로 형성된 청년 주거공동체들이 대두됐다. 다양한 청년 
주거공동체는 조직의 형태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또는 목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 공동 주
거를 통해 일과 주거의 자립을 도모하는 유형 

 둘째,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법인체를 갖고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소셜 미션
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주택 공급 및 관리 사업을 하는 유형 

 셋째, 다양한 주거 모델 또는 주거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및 관
리 사업을 하는 유형

◦ 세 번째 유형은 두 번째 유형에 비해 더 영리적이라 할 수 있다. 각 
유형은 다르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 스스로 전
문성 함양을 위해 자원 연계, 지식과 정보 교류, 사례 공유 등이 이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적 역량이 강화
되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2년부터 용산구 이
태원동에서 단기 거주자들을 위해 공유 주거를 개방적으로 운영한 ‘해
방촌 빈집’이 있다. ‘해방촌 빈집’은 ‘빈고’라는 공동 계좌를 운영해 더 
많은 ‘빈집’을 만들고 있다. 이어서 2013년 인천 검암에서 2세대를 시
작으로 현재 4세대와 지역 카페 겸 펍(PUB)을 운영하는 ‘우리동네사람
들’이 대표적인 예다. 2014년 청년 뮤지션들이 주거비와 작업실 임대
료를 덜기 위해 아현동 한 세대를 임대해 같이 살고 지역 카페 운영까
지 확장한 사례인 ‘아현동쓰리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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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유형의 경우, 민달팽이유니온이 비영리 주거 모델 실험을 위
해 별도의 법인체를 만든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청년 주거협동조합 
모두들’이 있다. 두 단체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첫 번째 유
형을 실험 후 진화한 형태로 사업의 확장을 통해 주거 문제 해결에 기
여하고 있다.

◦ 세 번째 유형의 경우, ‘우주(WOOZOO)’, ‘서울소셜스탠다드’, ‘선랩 건
축사무소’, ‘어반하이브리드’가 대표적이다. ‘우주(WOOZOO)’는 공급하
는 각 주택마다 컨셉에 맞게 리모델링 하고 공유주택을 시장에 본격적
으로 도입한 선도적인 기업이다. ‘서울소셜스탠다드’ 역시 공유주택을 
통해 질 높은 주거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활동하는 기업이며, ‘선랩’은 
고시원을 리모델링 해 쾌적한 주거 환경과 입주자 간 커뮤니티 형성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 ‘어반하이브리드’는 강남에 위치한 사무실 중 
공실을 활용, ‘쉐어어스’라는 공유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 이와는 달리, 주거 의제를 포함해 도시는 공유재(commons)라는 관점
에서 활동하는 단체도 있다. ‘오늘공작소’는 세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반대하며 주택, 상가 등 공유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오늘공작소’는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
한 ‘부흥주택’의 1세대를 리모델링 해 청년 예술가 등 작업 공간과 레
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부흥주택은 건축된 지 
40년 된 주택으로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곧 재건축이 될 예
정이다.

◦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 운동 그룹의 연대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UN 해비타트 3차 회의 참가팀을 구성했다. 위에 서술한 세 가지 유형 
중 대표적인 단체를 하나씩 추천 및 선정했고 이에 ‘우리동네사람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오늘공작소’가 이에 해당한다.

◦ 참가팀은 총 10차례의 준비 모임을 통해 한국 청년주거문제의 현황과 
청년주거운동그룹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현지 활동 계
획을 수립했다. 이와 더불어 키토 현지에서 UN 해비타트 3차 대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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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서 단독 토론회를 기획했고 선발돼 진행했다. 

◦ 토론회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청년 주거 운동 그룹 참가팀은 해외 단체
도 초정했다. 한국 사례 소개에 국한하지 않고 각 국의 주거 실태와 
해결 사례를 통해 관통하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 
공유를 통해 운동의 통찰력, 상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 그러나 해외에서 청년과 주거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는 단체를 찾기는 
어려웠다. 청년 주거 문제는 국가를 막론하고 대체로 잠시 거쳐가는 
문제로 인식되어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정책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청년 주거 운동을 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 하지만 최근 동아시아 국가인 대만, 홍콩, 일본과 같이 청년이 주체가 
되는 운동 그룹은 있지만 대부분 정치 참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
고 주거권 보장이 주된 활동 내용이 아니였다. 이에 범위를 확장해 ‘청
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거나, ‘청년’ 개인 활동가를 대상으로 주거, 지
역, 도시 운동하는 그룹을 찾아 초청했는데 지역과 도시 운동의 핵심 
요소가 주거 의제이기 때문이다.

◦ 이에 초청받아 현지에 같이 참가한 단체와 참석자는 아래와 같다. 대
만 강제철거반대 연합 활동가 양홍잉(Hung-Ying Chen), 페루를 중심
으로 하되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대상으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대상의 주거 공급, 단기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는 
‘청년과 라틴아메리카’(JUVSOL)의 단체 대표 망고 멘도자(Mango 
Mendoza), 미얀마에서 빈민, 철거 지역을 중심으로 강제철거 반대, 주
민 참여 확대 등 지역 커뮤니티 운동을 청년 중심으로 전개하는 단체
인 ‘베다(Bedar)’의 케자(Kehzer)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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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UN Habitat Ⅲ 현지 활동과 성과

3.1 한국 주거 문제와 운동 소개

3.1.1 소개를 위한 홍보, 인쇄물 준비
◦ 민달팽이유니온은 한국 민간위원회와 함께 한국의 주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에콰도르로 가기 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현지 활동에서
는 이런 국내의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비타트 Ⅲ에 대한 입장
문과 보고서의 번역본을 제작, 현지에서 배포하였다. 

◦ 한국 민간위는 입장문에서 해비타트 Ⅲ의 ‘새로운 도시 의제’에 대해 우
리나라 정부가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를 성공모델로 제시하며 ‘스마트 시
티’를 내세워 마케팅을 위한 혁신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
다. 

 입장문서에는 현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적 재난과 노동, 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제들이 급
격한 도시화와 그 연장선상에서 직면하게 된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주거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해비타트 Ⅲ를 계기
로 도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참여, 새로운 접근과 이행 전략의 구체화를 
통해 근대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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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제안내용

도시 계획에의 참여로 
공간을 직접 설계할 권
리가 보장된 도시

세계 최다 원자로 밀집단지를 가지고 있는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과 
최근의 산림 및 녹지 규제 완화 추세를 극대화 할 2020년 도시공원 일
몰제에 대한 취소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

국민 동의와 참여가 보
장되는 안전하고 쾌적
한 도시

비공식 일자리 및 자영업자들의 수가 급격히 많아진 데 비해 권리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았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및 비정규직 철
폐, 안정된 일자리와 생계, 마음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기
업이 아닌 ‘노동하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을 요구.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
거, 국민의 기본권으로
서의 주거권이 보장되
는 도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지원 규모가 비현실적으로 작아 빈곤층의 주
거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
책을 현실화하고, 홈리스, 장애인 등의 주거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들의 주거권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폭등하는 전월세 가격을 제어
할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 공공임
대주택을 확충해야 함. 여전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폭력적인 도시개
발로 강제퇴거와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에 대한 대책이 필요.

 출처 : UN 해비타트 3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문서 재요약

[표 3-1] UN 해비타트 3 한국 민간위원회 제안내용

◦ 이와 같은 정제된 문건으로써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 외에도 한국민간위
원회 차원에서 현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의제와 상황들을 전달
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 제주 강정에서 온 활동가들과 강정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해비타트 회
의 장소 내에서 108배를 올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세월호와 백남
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의 필요성과 현실을 전세계에 알리
고자 노란 옷을 입고 검은색 풍선을 회의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림 3-1] 해비타트 본 회의장에서 입장발표 [그림 3-2] 회의장 내 100배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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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해비타트 III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한국 민간위는 한국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발언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 민간위는 ‘새로운 도시의제’의 
효과적 이행과 포괄적 참여를 위해 주거권·참여 거버넌스·환경 분야의 
의제를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해 우려하
였다.  

3.2 청년 주거 세션 개최 및 과제

3.2.1 세션 배경
◦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리는 해비타트 Ⅲ는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개

발목표(SDGs)의 11째 목표인 ‘지속가능도시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
으로 결과로써 새로운 도시의제가 논의되었다.

◦ 도시는 주거문제가 가장 집적되어 나타나는 공간으로, 청년 주거문제는 대도
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 2000년대 이후 주거문제가 보다 보편적으로 의제로 확대되면서 빈민·홈리스·
철거민 등 특정 문제에 머물렀던 주거운동은 세입자·청년 등 보편적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으로 확대되는 상횡이며, 사회주택 공급 등 직접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동 범위도 다변화되고 있다. 

◦ 국제적으로 청년과 주거이슈는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2016년 대만총
통선거는 주거이슈와 청년 유권자가 정권교체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2015년 스페인 총선에서 제 3당으로 부상한 ‘포데모스’의 정책의제와 2016년 
노동법 개정을 두고 벌어진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에서도 ‘주거’와 ‘청년’은  
주요한 내용으로 다뤄진 사례가 있다. 

◦ 이와 같이 청년·주거가 국제적으로 사회변화의 핵심 의제로 논의되는 상황에
서 해비타트 기간 직접 청년주거를 주제로 한 세션 진행을 통해 해외의 사례
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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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었다.

◦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UN 해비타트 Ⅲ 컨
퍼런스를 통해 미래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논의 확장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민달팽이유니온은 우리동네사람들·오늘공작소와 함께 해비타트 현지 세션을 기
획하게 준비하게 되었다.

3.2.2 세션 내용과 진행
◦ 청년주거그룹은 해비타트 Ⅲ 개막 3일차인 11월 29일 오전 9시, 에콰도르 중

앙대학교 민중사회포럼 회의장에서 단독 세션을 진행하였다. ‘청년의 주거권과 
사회적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본 세션은 한국민간위원회와 민달팽이유
니온,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민달팽이유니온(발표자 : 임경지)는 한국 사회 청년 주거 문제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동네사람들(발표자 : 조정훈)은 주거공동체 형성을 통한 일과 주거에서의 
자립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오늘공작소(발표자 : 신지예)는 폭력적인 도시 개발이 토지 사유화를 부추기
고 있다는 것을 지적, 소유자, 세입자 구분없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중
심의 지역 재생의 중요성을 강조, 실제 청년들이 40년이 넘은 주택을 리모델
링해 살아가는 부흥주택 사례를 소개해 현장의 경험을 풍부하게 전달했다. 

◦ 해외 사례자로 참여한 미얀마에 지역 조직 운동가 Khe Zar는 강체 철
거 위협 속에서 주민 조직을 중심으로 주거공동체 형성을 단계 별로 
설명,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를 소개했는데, 주거와 주민
조직운동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청년과 라틴아메리카’ 
단체 대표인 Mango Mendoza는 임시 주택 공급 사례를 소개했다. 사
회자는 대만 강제철거반대연합 활동가인 양홍잉이었는데 그는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각 국의 사례를 주거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에 



제3장 UN Habitat Ⅲ 현지 활동과 성과  33

큰 도움을 주었다.

◦ 참가자들은 50여명이 넘어 인산인해를 이뤘고 앉을 자리가 없어 바닥
에 앉는 풍경이 이어졌다. 질문과 토론도 끊임없어 당초 약속된 2시간
을 넘어 3시간이 진행되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기조 발표로 영어로 
진행되었고, 우리동네사람들, 오늘공작소는 한국어로 발표했고 영어와 
스페인어로 통역이 진행됐다. 미얀마 활동가인 Kehzer는 민달팽이유니
온과 마찬가지로 영어로 발표했다. 사회자 양홍잉 역시 영어로 진행했
다. 에콰도르에서 진행되는 것을 고려 스페인어 통역을 별도로 두어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어, 영어, 스페인
어가 동시통역되어 참석자들이 언어의 장벽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해 짧은 시간이었고 일회성인 세션이었지만 주거 문제 해결을 위
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3]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진행한 청년 주거 세션 

제목 발표자

Housing rights for youth make a new social 
promise for all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한국)

Co-housing makes self-reliance on housing 
and work

조정훈, 우리동네사람들 (한국)

Not buying, Yes living 신지예, 오늘공작소 (한국)

Community movement against forced eviction 
by youth

Saw kehzer, Bedar Social Working Group (미
얀마)

사회자 : 양홍잉, 강제철거반대연합 (대만)

[표 3-2] 청년 그룹 주최 세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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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과 의견은 세 가지 주제로 전개됐다. 첫째, 토지 및 주거 공공성 
개념이 각 국가의 헌법 또는 법률에 존재하는지, 실제로 사문화된 법
으로 남지 않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 둘째, 청년들
의 다양한 해결 사례가 일회적이거나 임시적으로 되지 않고, 제도로 
안착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셋째, 청년 주거 운동의 의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 첫 번째 주제의 토론 결과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
는 제반의 환경(environment)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정리됐
다. 

 한국의 경우 헌법 상 ‘주거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15년에 시행된 주거
기본법에 ‘주거권’이 처음으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미얀마, 페루, 대만의 경우, ‘주거권’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각 국가 모두 적극적으로 ‘주거권’을 해석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의 
조항은 있으나 이에 기반을 둔 정책이 없으며, 실제로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
도 정치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이 결사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개선하
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으로 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의 척도로써 헌법과 법률에 주거권이 명시될 
수 있는 입법 활동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 동의를 얻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읙 경우, 주거권에 관한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 이 법에 기반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다는 점을 
상기하며, 민주적인 제도 운영 환경이 조성되면 입법과 이에 따른 정책 시행
이 따라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두 번째 토론은 공유 자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
다. 

 한국의 경우, 이미 높은 주택 가격이 형성된 부동산 시장에서 진행되는 사례
이므로 궁극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필요하나, 개인의 주거비 부담을 절감



제3장 UN Habitat Ⅲ 현지 활동과 성과  35

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미얀마와 페루
의 경우, 강제철거의 위협도 함께 있는데 주로 국유지를 대상으로 이런 위협
이 더 큰 상황이므로 시민 또는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공유지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미국에서 온 참석자는 공동체 토지 신탁을 통해 앵커 시설을 건립, 1층에는 
지역 커뮤니티 시설 설치하고 2층 이상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저렴주택을 공급하고 한 마을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공동체 경험을 통해 가능했다는 것을 언급해 한국의 주거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보냈다. 

 에콰도르의 대표적인 주택협동조합인 ‘연대주택협동조합(Cooperativa de 
Vivienda Alianza Solidaria: COOVIAS)에서 활동하고 거주하는 산드라는 
도심 내 쓰레기를 방치하는 공간을 홈리스였던 사람들이 지난 10년 간 매주 
1회씩 청소하여 땅을 만들고 직접 집을 지어 현재 500세대를 공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의 자립, 자활, 자율을 통해 공동체가 형성되면 주택 공급과 제
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각 국의 주거 운동 그룹에게 연대를 보냈다.

◦ 세 번째 토론의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어 자원 배분이 
다음 세대에게 이뤄지지 않아 청년들은 다양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는 의견이 큰 공감을 받았다. 

 청년이 가난하고 불쌍하기에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마
땅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누려야 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현실이므로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게 적극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는 의견도 제기됐다.

3.2.3 해비타트Ⅲ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국가 내부에

서, 또 국가 간 불평등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취약계층
으로 ‘청년’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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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더하여 고용과 노동이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하지만 제도는 이
러한 변화를 수용하면서 시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
다. 이제는 노동 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단순히 구분하기 어려
워졌고, 전통적인 사용자, 노동자의 개념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되었다. 

◦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경우 사실상 노동자의 위치이면서 저임금과 고
용불안을 심각하게 겪는데, 대표적으로 학원 강사, 방송 작가 등이 이
에 속한다. 그러나 여전히 프리랜서 등은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 여겨져 대부분 고용 및 노동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
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높은 청년 실업율과 낮은 청년 고용률이 보여
주는 것처럼 이러한 열악한 노동 현실은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왔다.

◦ 이는 비단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경우 높은 청년실
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되
었다. 유럽연합(EU)은 청년이 겪는 문제가 고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
거, 부채 등 다양하게 촉발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청년정책
의 프레임을 구성했다. 이는 곧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개념을 이용해 
‘청년’과 고용 상태를 규정한 탓에 다양한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 이에  “Youth Guarantee(청년 보장)”이라는 정책을 도입했고 대표적
으로 수당 제도를 도입, ‘청년’기에 해당하는 시민의 안정적인 사회 진
입을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 진입이란 안정적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유럽연합(EU)의 “Youth Guarantee(청년 보장)”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대체로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기 일부에 
해당하는 연령인 18세 ~ 2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책의 
현황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다. 청년정책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
의는 2005년 유럽평의회5)가 발간한 “유럽 청년정책의 프레임워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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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framework for youth policy)”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청년기를 어린이 시기, 초기 청소년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로 구분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대상을 단계별로 나누
고 다양한 부문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한다. 

◦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시기를 만 25세 이전까
지로 인식하고,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 또는 청년의 교육, 고용, 보건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유럽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부모를 떠나는 시기가 차츰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
층의 정책대상을 25세 미만인 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5) 유럽 평의회 또는 유럽 회의로 불림. 1949년 1월, 브뤼셀 조약 기구 외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되어 
동년 동 기구 회원국을 포함한 서유럽 10개국이 '유럽 회의 헌장'에 서명함으로써발족됨. 유럽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국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공동의 이상과 원칙을 옹호함과 
유럽의 점진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방문제는 다루지 않음.

성장 단계 어린이 초기 청소년 청소년 후기 청소년

연령 ~11세 12세 ~ 17세 18 ~ 24세 25세~

주요 이슈
사회적 보호
자체 발달 지원

시민교육
직업훈련
사회적 위험(정신
질환, 마약, 담배, 
알콜 등)조기 예방

제도적 참여
시민 활동
인생 관리 교육
노동시장 편입
사회적 위험 예방

생계독립
자산형성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적 대응

어린이 보호

청년 형성 정책

통합된 청년정책

자료 : Lasse Siurala, A European framework for youth policy, Directorate of Youth and Spor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5.

[표 3-3] 청소년 및 청년기별 주요 이슈와 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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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 독
일, 라트비아,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이며 관련 법률을 갖추지 
않은 국가도 다수 있다. 관련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에 대한 
정의는 각기 다르며 전 지구적으로 합의된 ‘청년’의 개념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 

◦ 이처럼 청년정책은 법제적으로 구분되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기보다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청년’이 등장하고 정책 형성기라고 볼 수 있어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청년 관련
별도 법령 여부

관련 사이트

네덜란드 있음

- Youth Care Act:
http://english.minvws.nl/en/folders/djb/2005/youthcare-in-the-nether
lands.asp
- Social Support Act:
http:/english.minvws.nl/en/themes/social-support-act
General information on youth policy is avalaible on:
http://www.youthpolicy.nl

노르웨이 없음 -
덴마크 없음 -

독일 있음
- Social Code, Book VIII Child and Youth Welfare (Achtes Buch 
Sozialgesetzbuch inder und Jugendhilfe) Article 1 of the Act of 26 
June 1990

라트비아 있음

- The Youth Law:
http://www.vvc.gov.lv/advantagecms/LV/meklet/meklet_dokumentus.
html
?query=Youth law&resultsPerPage=10

아일랜드 없음 -

영국 있음

- The Children Act 2000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4/31/contents.
- 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 Wales
Rights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Wales) Measure 2011. On
the 31 March 2012, the first Draft Children’s Scheme will be
laid befor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Scotland The
Commissioner for Children & Young People (Scotland) Act 2003

오스트레 있음 - the Federal Youth Promotion Act, the Guidelines for the 

[표 3-4] 주요국의 청년관련 법률 입법현황 및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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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UN HABITATⅢ 회의에 참석해 총회(Assembly)를 개최하고 새
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에 의견을 제시한  UN 주요 청년 
그룹인 UNMGCY(UN Major Group Children & Youth)는 가입 자격
이 되는 대상을 30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이는 후기 청소년기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청년(Youth)"라고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대해 민달팽이유니온은 UNMGCY의 의장인 Horitaka Koike에게 
‘청년’에 대한 정의와 UNMGCY의 주요 활동층과 대상에 대해서 묻자 
그는 “각 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이 있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솔직히 말하면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Actually, I don't care).”라고 밝혔다. 

◦ 이는 UNMGCY의 활동 방향이 청년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참여하
는 거버넌스에 초점이 있기보다 의견 그룹으로서 역할을 더 강조한 것
으로 이해된다. UN의 여러 Major Group 중 하나인 UNMGCY의 특성
인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Youth’개
념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정의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Youth’는 12회 등장한다. 영어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을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고 ‘청년’에 대한 개념이 법제적, 학술적,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않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새로운 
도시의제 역시 ‘Youth’의 개념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Youth’가 등
장하는 각 절에서 ‘Youth(청년)’가 가리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일리아

subsidization of extracurricular youth education and youth work 
and the 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
http://www.en.bmwfj.gv.at/Youth/YouthProtection/Seiten/default.asp
x
http://www.en.bmwfj.gv.at/Youth/YouthPromotion/Seiten/default.asp
x

스웨덴 없음 -
스페인 없음 -

핀란드 있음
Youth Act:
http://www.minedu.fi/OPM/Nuoriso/nuorisopolitiikka/?lang=en

자료: http://ec.europa.eu/youth/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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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역시 ‘청년’의 의미를 
일관성 없이 혼재하면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로 청년정책의 
주류적 흐름인 노동정책의 관점, 즉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 수료 후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개념을 주로 차용하고 있다. 

◦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61절은 차후 Youth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61절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도시와 인간정주지에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공동 번영을 구가하며 
청년들을 위한 교육, 기술개발, 고용에 대한 액세스를 개선시킬 것을 약속한
다. 소년, 소녀, 젊은 여성과 남성은 더 나은 미래 창조에 중요한 변화의 요
인이고 역량이 강화되면 자신과 공동체를 대신할 옹호자가 될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위한 보다 많고 나은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 의제의 이행에 필수적일 것이다.”

◦ 61절에 따르면 ‘청년’은 독립된 사회구성원이자 동등한 시민이다. 또한 
이해당사자이며,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
닌 집단이며 이것은 장차 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본다. 

◦ 이는 그동안 연령 등에 의해 쉽게 배제되는 ‘청년’의 참여 강화가 필요
한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사

20.  취약계층
34.  취약계층 (인프라 관련 주요 대상)
39.  취약계층 (안전, 포용, 관습 등)
42.  이해당사자
48.  이해당사자 집단 (청년단체)
57.  취약계층
61.  정치적 주체이자 생산 인구 집단
113.  취약계층
134.  취약계층
148.  취약계층
155.  취약계층
156.  취약계층

[표 3-5]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각 절에서 등장하는 ‘Youth’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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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년’이 보호 또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
라 시민권의 관점에서 ‘청년’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궁극적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년이 겪는 문제는 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므로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청년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청년‘정책의 필요성과 ’청년‘의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합의해야 한다.

 첫째, 법적 지위로 규정된 시민성 개념을 바탕으로 ‘평등한 시민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국가의 첫 번째 기능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시민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특히 청년은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대두된 특수한 집단
은 맞지만 예외적인 존재는 아니다.

◦ 이는 ‘청년’을 정의하고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구성해 도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사회를 면밀히 진단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불평
등에 놓인 대상이 정책 대상으로 포괄되는 방향으로 청년을 비롯한 사
회적 약자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 현재, 한국 법령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다. 본 법에 따른 ‘청년’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해당 법률마다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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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제하고 있어 ‘청년’정책의 대상이 상당히 좁다는 것을 보여준다. 

◦ 최근 ‘헬조선’이라는 신조어의 등장처럼 청년층 사이에서 절망과 자조
인인 분위기는 사회적으로 니트(NEET)족을 탄생시켰다. 이들은 고용정
책 범주에서는 ‘구직단념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며, 이들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한 정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의 ‘청년’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신분에 따라 
시민을 차별하는 정책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 더욱이 심각한 것은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청년’을 청년
고용촉진특별법과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내에서 집행하는 
정책마다 정책대상으로 ‘청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수용자인 시민들
에게는 큰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 게다가 정책이 ‘청년’집단을 규정, 이에 대한 지원을 특화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다보니 다른 계층 또는 세대 간 자원경쟁이 자연스럽게 발생
하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속히 ‘청년’에 대한 정의 마련 및 사회적 합
의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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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규정 없음

사업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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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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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재직 5년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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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에 따
른 구직급여 수급자
격 자

부부 가능 부부 불가, 1인 가구

신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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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각 정책 보도자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참고

[표 3-6]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의 세부 정책 대상 개념 

3.3 모니터링 활동

3.3.1 한국 정부의 스마트시티(Smart City) 정책
◦ 국토교통부는 해비타트Ⅲ를 앞두고 ‘스마트시트’를 중심의제로 두었으

며, 해외진출의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할 것을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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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비타트 본 회의기간 한국정부는 급격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도시화와 
주거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한국의 상황을 자평하였으며, 
주요 발언과 세션 개최, 전시관 운영의 의제는 한국의 ‘스마트시티’홍
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은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한 스페셜 세션과 총회
(Plenary meeting) 발언에서 지난 50년간 한국이 겪은 급격한 경제성장 과
정에서 ‘국가도시정책(national urban policy)’으로 신도시개발(New town)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림 3-4] 해비타트 본 회의에서 한국정부의 활동 

 더불어 ‘새로운 도시의제’의 주요한 이행수단의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지목하
면서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도시 서비스의 향상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의
견을 밝혔다.

◦ 10월 19일에는 국토연구원과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가 공동
으로 스마트시티 전략을 주제로 하는 네트워킹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성공 사례로 안양(범죄예방), 판
교(쓰레기처리 및 발전), 송도(도시운영경비 절감), 남양주 등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 해비타트Ⅲ에서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수단으로 제시되
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해외수출을 위한 하나의 기술적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게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식의 한계는 청중 질문에서도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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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스마트시티가 보여주는 비전이 ‘비인간적’인 도시가 되면 안된다
는 의견에서 보이듯이 기술적 수단이 목표로 전도가 되는 것을 경계해
야 한다.

◦ 더불어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
회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비
전과 계획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 향후 한국에서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과 정책반영을 위해서는 지속
적인 정부 모니터링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이행 거버넌스 구축이 
향후 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3.2 서울시의 포용 및 청렴 도시개발 
◦ 서울시는 해비타트Ⅲ 본회의에서 ‘세계지방정부회의’ 참석 및 네트워킹 

이벤트 개최·홍보 전시관 운영을 주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 2016년 10월 18일 열린 서울시 주최 네트워킹 이벤트는 "포용 및 청
렴 도시개발"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 서울특별시 이재원 
행정부시장은 공공주택 확충, 도시 재생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건
설 관리 등을 내용으로 서울의 포용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은 주거에 관한 서울의 역사적 경험
과 현재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체 서울시 주택재고 
중 공공주택의 비중을 6.3%에서 2020년까지 10%로 확대 공급하기 위
한 정책을 소개하면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 서울시는 이 세션에서 주거를 비롯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
책경험을 공유하였고, 세션에 여러 해외 참가자로부터 활발한 질문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주로 서울의 주택정책과 클린건설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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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서울시 주최한 네트워킹 이벤트 현장 

◦ 서울시는 청년 대상 공공주택·사회주택 등 다양한 주택정책분야에서 
선도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와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높은 주택가
격·비싼 임대료·재개발·강제퇴거·홈리스 등 주거를 비롯한 도시문제가 
가장 심화되어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 서울시의 세션과 전시관에서 이와 같은 한계점은 드러나지 않고 정책
적 성과 위주로 공유되었다.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에 있어 지방정부
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
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향후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3.4 해외 청년주거 관련 단체 교류 및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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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HIC(세계주거연맹) 총회
◦ 10월 16일에는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6)(세계주거연맹, 약칭 

HIC)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한국 민간위에서도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
한 시민사회의 국제적 논의 흐름을 살피고 네트워킹을 복원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 이날 행사의 핵심은 해비타트Ⅲ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도
시의제에 대한 HIC의 선언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배포된 
‘The Quito Call for Human Rights-driven Market Regulation 
and Market Alternatives in Housing’ 문건 초안은 모든 사람의 주
거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적절한 시장에 대
한 규제와 시장에 대한 대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그림 3-6] HIC 총회에 현장과 한국 민간위 참석자의 발언

◦ 아울러 이번 해비타트Ⅲ의 새로운 도시의제의 내용이 인권에 기반으로 
사회적·포용적·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가이
드라인이 될 수 없다는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 이러한 HIC의 입장은 주거권 등의 권리를 강제력 있는 권리로 해석하
고 시장에 대한 규제와 시장에 대한 대안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
는 각국 정부와 세계 시민사회 사이의 입장의 차이를 보여준다.  

6)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는 1976년 열린 해비타트Ⅰ에 참여한 시만사회 부문의 성과로 창설
된 주거권을 이슈로 한 최대의 국제 네트워크 단체이다. 한국 시민단체로는 ‘아시안 브릿지(Asian 
Bridge)’가 가맹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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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비판은 이미 지난 해비타트Ⅰ·Ⅱ에서도 도시와 주거문제 해
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예산 배정, 참여구조의 확립, 모니터링 
등의 비전이 제시되었지만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음에 기인한다
(Lorena Zárate, 2016).

◦ 더불어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반복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sustainable economic growth)이 제시되는 것은 이번 해비타트Ⅲ의 
논의가 자본과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들의 권리에 보다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해비타트 본회의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은 새로운 도시의제 
채택 이후에도 향후 이행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할 부
분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HIC총회가 끝나기 전에 정식 구성원은 아니지만 한국 민간위에서 단체 
소개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발언하였다. 해비타트Ⅱ 이후 약화된 국제 
네트워킹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 방향을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 에콰도르의 ‘연대주택협동조합(COOVIAS) 방문 현장

◦ 또한 국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인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와 함께 에콰도르의 ‘연대주택협동조합(COOVIAS)’을 직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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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해당 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거주
하는 주민들과 교류했다.

◦ ‘연대주택협동조합’은 쓰레기장으로 방치된 시유지를 지난 10년 간 직
접 청소하고 공원 조성을 하고 에콰도르 키토 최초의 자전거 도로 건
설, 주택을 직접 건설하면서 키토시에게 토지를 인수 받은 경험을 소
개했다. 지금은 50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만들어졌으며 이같
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대주택협동조합’의 경험을 정리, 
‘Quitumbe Plan’이라는 이름으로 시 정부와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그림 3-8 IHC 대표 Judith와의 미팅

◦ 이와 더불어 도시 및 주거에 관한 연구 및 각 국의 정책, 국제 수준의 
아젠다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단체인 IHC(International Housing 
Coaliation)의 대표인 Judith와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UN 해비타트 3
차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한국 정부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할 것을 약속했
다. 특히 국가 간 불평등으로 인해 UN 차원의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시민단체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IHC는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3.4.2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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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8일 한국 민간위원회는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
관(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te housing)과 해비타트III 행사
장에서 만나, 한국의 주거권 현실을 알리는 면담을 40분 간 진행했다.

◦ Leilani Farha는 캐나다 NGO인 '빈곤 없는 캐나다(Canada Without 
Poverty)'의 대표로서, 지난 20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권 향상
을 위해 국내외 활동을 한 것을 인정받아, 2014년 5월 UN 주거권 특
별 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림 3-9]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과 한국 민간위원회의 면담 

◦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 면담에서 한국 민간위는 청년 주거문제·홈리
스·부양의무자 제도·송파 세모녀 사건·용산 참사·강제 퇴거 문제·세입자
의 주거권 등 다양한 한국의 이슈를 공유하였다.  

◦ UN의 특별 보고관은 한 해에 두 국가를 방문할 수 있으며, 한국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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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초청(standing invitation)7)'국가이나 아직 특별 보고관의 방문 일정
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스마트 시티'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주거권
이 국제인권 기준에 비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민
간위에서 전달하였으며, Leilani Farha는 2017년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합의하였다.

3.4.3 국제 강제철거 법정
◦ 10월 17일 에콰도르 중앙대학(Universidad Central del Ecuador) 체 

게바라 관(Paraninfo Che Guevara)에서는 ‘제 5회 국제 강제철거 법
정’이 열렸다. ‘해비타트Ⅲ에 저항하는 사회포럼’의 한 행사로 열린 ‘국
제 강제철거 법정’에서는 전 세계에서 87개 사례를 미리 접수하였으며, 
그 가운데 7개의 사례가 선정되어 민간법정에 회부되었다. 

◦ 이 날 발표된 사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농민 토지 강제 침탈·프랑스 
파리 외곽지역의 이민자 강제퇴거·브라질 홈리스들에 대한 잔인한 공
격·미국 디트로이트의 공공요금 및 홈리스·이스라엘 정부의 베두인족 
주거 파괴 및 주거지 제한·에콰도르 대지진 피해 이후 상황에 대한 것
이었다. 한국의 강정마을 사례는 아시아 대표 사례로 선정되어 발표되
었다. 

7)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국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든 특별 보고관들이 원할 시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이며, 한국은 2008년 3월 이를 수락하였다.

52  UN 해비타트 3차 참가를 통해 살펴본 청년세대의 주거권 보장 방안

[그림 3-10] 국제강제퇴거 법정에서 강정마을 사례발표와 서명운동

◦ 이는 도시화, 개발, 이민, 군사기지, 종교 및 민족갈등, 자연재해 등 도
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유의 긴급하고 심각한 퇴거문제의 
사례였으며, 당사자들의 증언과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 법정에서의 소개된 다양한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다양한 이유
로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삶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프랑스·미국 등의 사례처럼 강제퇴거는 
저개발국가 뿐 아니라 고도로 발전한 도시구조를 가진 선진국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 2009년 용산 참사 이후 강제퇴거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이 끊임없이 시
민사회로부터 요구되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령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젠트리
피케이션 문제와 더불어 비자발적 이주가 발생하는 서울의 상황은 한
국에서 강제퇴거가 향후 더욱 중요한 의제도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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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 청년주거실태와 정책 현황 

4.1 한국 청년 주거 실태

4.1.1 불평등과 청년 주거문제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확산·노동
시장의 이중화 문제는 2000년 이후로 청년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화
되는 주요한 원인이다. 

◦ 2015년 20~34세 청년의 고용률은 64.4%로 2000년의 63.5%에서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8) 그러나 동기간 청년 인구가 약 152만 명 감
소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년 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의 고용률은 같은 기간 64.9%에서 63.7%
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7.5%에서 9.1%로 상승하여 취업을 통한 청
년의 사회진출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1]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2003~2015)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 8월

8)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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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고용률 수치가 아닌 세부적인 노동 지표는 더욱 악화되었다. 20
대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29.6%에서 2015년 32.1%로 증가9)하였고, 
15~29세 청년이 첫 직장에서 일하는 평균 근속년수는 2004년 21개월
에서 2016년 19개월로 나타났다10). 즉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에 대한 단기·비정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의 고용불안정은 가계소득 악화와 직결된다. 2015년 조사에 따르
면 30대 청년가구의 가계소득은 2003년 이래 최초로 전년도 대비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청년가구의 경우 2014년 가계소득이 크
게 감소하였다. 다른 연령대의 가계소득이 모두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해당 조사에는 가계소득수준이 낮은 1인 가구 소득
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청년가구의 소득, 특히 2010년 이
후로 청년가구의 소득정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연도
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해당연도

[그림 4-2] 연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 (전국, 2인 이상)
자료 : 가계동향조사,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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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불안·저임금·실업문제는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는 장벽을 높임으로
써 사회 진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전체 인구의 
68%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과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평균 졸업소요기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과정 수료를 위한 학자금 및 
주거비, 취업을 위한 준비비용, 생활비까지 증가하면서 사회에 나오기
도 전에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청년의 부채부담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은 청년가구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약화는 결과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자산축적과 주거
비의 지불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청년가구가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
은 특수한 현상이 아닌 보편적이고 장기화 되고 있다. 

4.1.2 청년 가구의 특성
◦ 2016년 현재 한국의 청년 인구(만 20~34세)는 약 1,034만 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 및 광역시에 살고 있는 청년 인구는 약 498만 명으로 
집계된다.11) 이는 전체 청년 인구의 약 48.2%에 해당한다. 청년들의 
대도시 집중 비율이 높은 것은 대학 등 고등교육·취업 등을 위해 서울
로 모여드는 청년이 많기 때문이다.

11) 주민등록 인구통계(rcps.egov.go.kr:8081). 2016년 6월 기준.

항목　 전국가구(수) 1인가구(수) 비율(%)

15세미만 87 61 70.1%

15~19세 63,093 57,959 91.9%

20~24세 462,703 367,152 79.3%

25~29세 825,660 519,871 63.0%

30~34세 1,474,412 533,193 36.2%

35세 이상 16,285,075 3,725,204 22.9%

[표 4-1] 가구주 연령별 1인 가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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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집중과 더불어 청년가구의 특징은 1인 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이
다. 2015년 전국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약 27.2%로 최다 가구형
태를 차지하고 있다12). 특히 30세 이하 청년가구의 경우, 전 연령집단
에서 60%이상이 1인 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가 청년가
구의 주요한 특징이며, 향후 청년가구의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는 초혼 연령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13)에 의하면 전국의 초혼 연령은 남성은 32.6
세, 여성은 30.0세로 조사되었다. 이는 20년 전인 1995년에 비해 남성
은 4.2세, 여성은 4.7세가 증가한 것이다. 서울 지역은 전국에서 초혼 
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전국의 혼인 건수는 1995년 약 39만 8천 건에서 2015년 약 30만 2천 
건으로 감소하였다. 전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5년 현재 1.24명으로 
1995년의 1.63명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이다.

◦ 1인 가구 및 초혼 연령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는 한국사회의 가구 구
조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청년가구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약화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 청년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주요한 청년 문제는 대도시 특히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가구주 연령 34세 이하 가구와 65세 이상 가구에서 높게 
나타지만, 서울의 경우 34세 이하 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2) 인구주택총조사 2010.
13) 2015년 혼인·이혼 통계

계 19,111,030 5,203,440 27.2%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5)
출처 : 임경지 외, 박근혜 정부 청년 주거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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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전국과 서울의 가구주 연령대별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비율(2010년)
출처: 최은영 외, 2014,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  

◦ 대도시에서 청년주거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소득과 자산이 
낮은 청년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높은 주택 가격과 주거비의 복
합적 결과로 해석된다. 

4.1.3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 한국사회에서 주거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으며, 청년 주

거문제는 사회 진입 전에 겪는 일시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1997년 IMF 이후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2000년 이후로 
전체 자가 가구의 비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청년가구의 자가비율과 비
교적 주거비 부담이 낮은 전세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월
세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 청년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더 이상 자력으로 청년가구가 집을 구입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2015년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억 5,440만원으로 조사되었
는데,14) 이는 2015년 29세 이하 가구 평균소득의 약 6.9배, 가구 연간 
흑자소득의 약 30배에 이르고 있다. 

◦ 도시지역에서 자가가구로의 이동은 더욱 어렵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

14) 한국도시연구소, 박근혜정부 3년 주거비 부담 증가 실거래가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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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성장 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연구’에 따르면 청년가
구의 소득과 자산 감소로 주택구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이
며, 10년 뒤 서울 지역에서 청년가구가 구매 가능한 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원, %)

구분
2인 이상 청년가구

가처분소득
주거비

(보증금포함)
RIR

1990년 646,323 75,213 11.6 

1991년 804,998 91,541 11.4 

1992년 935,074 110,664 11.8 

1993년 1,049,576 136,743 13.0 

1994년 1,204,961 158,637 13.2 

1995년 1,363,185 179,106 13.1 

1996년 1,521,336 194,694 12.8 

1997년 1,590,182 199,504 12.5 

1998년 1,404,653 189,317 13.5 

1999년 1,469,803 189,670 12.9 

2000년 1,567,232 203,772 13.0 

2001년 1,690,604 226,224 13.4 

2002년 1,880,324 252,899 13.4 

2003년 2,037,197 274,777 13.5 

2004년 2,130,850 281,736 13.2 

2005년 2,190,528 291,883 13.3 

2006년 2,331,381 281,437 12.1 

2007년 2,478,639 328,762 13.3 

2008년 2,510,509 368,093 14.7 

2009년 2,689,351 408,026 15.2 

2010년 2,750,052 508,952 18.5 

2011년 3,066,222 592,156 19.3 

2012년 3,090,862 622,659 20.1 

2013년 3,344,869 662,062 19.8 

2014년 3,274,416 676,375 20.7 

2015년 3,160,659 746,259 23.6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 가계동향조사.

[표 4-2] 2인 이상 임차 청년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1990∼2015년)

◦ 주택구입이 어려워지면서 임대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청년가구의 비율



제4장 한국 청년주거실태와 정책 현황  61

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소득 대
비 주거비 부담(RIR)은 2015년 23.6%로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10.3%가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2010년 들어 급격히 상승하였고, 특히 2015년은 전년
대비 주거비 부담이 약 3%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가구의 절대 다수는 규제받
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 거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년가구가 거주
하는 임대주택은 주거환경의 적절함과 임대료의 부담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위: 원, %)

구분
전체 임차 가구 청년 임차 가구

가처분소득
주거비

(보증금포함)
RIR 가처분소득

주거비
(보증금포함)

RIR

2010년 536,580 298,280 55.6 588,861 336,032 57.1 

2011년 584,115 330,542 56.6 659,424 340,614 51.7 

2012년 640,675 350,205 54.7 774,488 424,742 54.8 

2013년 654,420 332,745 50.8 632,747 314,947 49.8 

2014년 606,840 330,171 54.4 528,120 349,716 66.2 

2015년 744,662 324,015 43.5 747,538 374,780 50.1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 가계동향조사.
주: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35세 미만인 가구임.

[표 4-3] 1분위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2010∼2015년)

◦ 특히 1인 가구를 포함한 소득 1분위 청년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
담은 2010년~2015년 사이 50%를 넘나들고 있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저소득 청년 가구일수록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며, 
과도한 주거비 지출은 자산축적 가능성이 매우 낮아 실질적으로 주거
상향이동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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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단독·다가구

(소형)
단독·다가구

(중대형)
연립·다세대

(소형)
연립·다세대

(중대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중대형)

준전세 6,440 10,591 3,813 7,440 9,462 23,645

준월세 2,379 3,378 634 850 2,997 6,354

월세 513 735 78 764 1,767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전국), 2015.08.
출처 : 임경지 외, 박근혜 정부 청년 주거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2016.

[표 4-4] 주택 유형별, 규모별, 분류별 보증금 평균
단위 : ㎡, 만원

◦ 자산의 축적 가능성이 낮은 것은 임대시장에서 비교적 주거비 부담이 
낮은 전세나 준전세로 이동하기 어려움을 뜻한다. 보증금 비율이 월세
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임대시장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증금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높은 월세를 지불하게 되는 구조에서 벗
어나기 어렵다.

(단위 : ㎡, 만원)

분류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소형 중대형 소형 중대형 소형 중대형

준전세 1.54 1.11 1.88 1.17 1.18 1.58

준월세 1.54 0.84 1.84 0.85 1.13 1.22

월세 1.49 0.66 2.06 0.4 1.34 1.14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전국, 2015.08.)
출처 : 임경지 외, 박근혜 정부 청년 주거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2016.

[표 4-5] 주택 유형별, 규모별, 분류별 단위면적(㎡)당 임대료

◦ 청년이 머무는 민간임대시장에서 나타나는 소위 ‘임대료 역차별 현상’
도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전 주
택유형에서 소형주택의 단위면적(㎡)당 임대료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점유형태별로는 월세, 준월세, 준전세 순으로 크게 나타
난다.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월세에서의 단위면적당 임대료의 경우 
소형주택이 중, 대형주택보다 약 5배의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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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가구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자산형성이 어렵고, 이에 따라 보증금
이 높은 전세·반전세형태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
년가구가 주로 월세 형태의 임대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고정적으로 임
대료로 소득의 일부를 지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더 나은 주거지로 이
동할 자산형성이 어려워지고 임대료 부담이 높은 현재 상태에 머물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청년가구가 
선호하는 소형주택의 단위면적당 임대료가 높은 민간임대시장은 청년
의 주거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현재 청년가구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정한 공공의 
개입과 대책이 없다면 청년가구의 주거문제는 현 상태에서 고착될 것
이다.

4.1.4 청년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단위: 가구,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전체가구

서울1인 
청년가구

전국
전체가구

서울1인 
청년가구

전국
전체가구

서울1인 
청년가구

전국
전체가구

서울1인 
청년가구

최저주거
기준미달

 가구

5,891,563 121,439 4,071,328 71,419 2,536,259 45,428 2,028,695 64,057

46.3 57.8 28.7 30.6 16.1 15.1 11.8 18.8

 지하옥탑
0 0 0 0 453,342 54,026 393,440 36,890

-　 -　 -　 -　 2.8 18.0 2.3 10.9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42,419 866 62,875 1,445 56,731 2,818 128,675 22,644

0.3 0.4 0.4 0.6 0.4 0.9 0.7 6.6

주거빈곤
5,933,982 122,305 4,134,203 72,864 3,046,332 102,272 2,550,810 123,591

46.6 58.2 29.2 31.2 19.3 34.0 14.8 36.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 연도. 
출처: 최은영 외, 사회적 경제 주체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년주거빈곤 개선 방안, 2014.
주: 1) ‘주거빈곤’이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뿐만 아니라 지하 및 옥탑 
      거주, 비닐하우스·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가구를 포함하는 개념임
     2) 1995년과 2000년의 주거빈곤에는 지하 옥상 거주 가구가 포함되지 않았음. 당시 조사 미실시.

[표 4-6] 전국 가구와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 변화

◦ 청년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이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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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고 있다.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빈곤율15)은 36.3%에 이르고 있으
며, 2005년 이후 주거빈곤율이 상승한 계층은 서울 청년 1인 가구가 유일하
다.

◦ 청년가구의 높은 주거빈곤율은 주거환경의 열악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고시원 등 준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적 용도변경, 불법증축, 방
쪼개기와 같은 불법건축물로 인해 권리관계·안전·관리비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소규모 원룸·오피스텔 등은 주택관리의 사각지
대에 있어 임대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관리비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
다. 

[그림 4-4] 원룸과 아파트의 단위면적(㎡) 당 관리비
출처 : 원룸 관리비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015.

◦ 그러나 열악한 주택은 도심에서 저렴주택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
면이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거주용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해결과정에서 
피해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방책과 구제책이 동시에 

15) 지하·옥탑, 주택 이외의 거처,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주거지에 거주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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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 필요가 있다.

4.1.5 취약한 청년 주거권
◦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의 보호 관련 내용

이 집중되어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다. 이에 따
라 임대차 계약부터 거주, 퇴거 시점에 발생하는 분쟁 발생시 분쟁 조
정의 근거가 미약하다.

◦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사적 영역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은 정보와 시장상황에서의 열세로 인해 주거

조항 주요내용 세부내용

1~2조 목적 및 범위
Ÿ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대한 특례 규정
Ÿ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

3조
대항력 및 보증금 

회수

Ÿ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 발생
Ÿ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한 소송, 공매, 법적 관계
Ÿ 임차권 등기명령 요건 및 내용
Ÿ 주택임대차등기 효력
Ÿ 화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4조 임대차 기간
Ÿ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며,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만이 주장할 수 있음

6조 계약의 갱신
Ÿ 계약 갱신을 위한 조건
Ÿ 묵시적 계약 갱신

7조 차임 등 증감청구원
Ÿ 합당한 사유가 발생시 차임 증가를 요구할 수 있으

나, 대통령령으로 전한 기준을 초과못함
Ÿ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기준

8조 보증금 보호
Ÿ 최우선 변제권
Ÿ 주택임대차위원회 구성 및 권한

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Ÿ 임차권 승계를 위한 조건 

10~13조 기타

Ÿ 강행규정
Ÿ 초과 차임 등에 대한 반환청구권
Ÿ 미등기 전세 준용
Ÿ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치 아니함
Ÿ 소액사건심판법 준용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내용 재구성

[표 4-7]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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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험과 정보가 적
은 청년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다. 

◦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 비율이 높고, 잦은 이동을 하는 청년가구의 
특징은 도시 내에서 거주를 넘어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거주의 불안정은 도시 공간 내에서 청년층의 발언권
을 약화시키며, 자원을 둘러싼 조정과정에서 불리하게 작동한다. 

구분 환경권 갈등 생존권 갈등 지역 대응
대학/정부 

대응
진행상황

경희대
적음

(일조권 한정)
많음

(조직적 대응 수준)
지자체공사 
중단 명령

행정 소송 
신청

재개

연세대
보통

(안산, 북아현동)
많음

(조직적 대응 수준)
없음 공사 강행

공사 
유지

이화여대
보통

(안산, 북아현동)
많음

(조직적 대응 수준)
주민행정소송

신청
공사 강행

공사 
유지

고려대
많음

(개운산 일대)
많음

(조직적 대응 수준)
지역의회 

성명서 발표
없음 보류

세종대
없음

(기숙사 증측)
많음

(조직적 대응 수준)
중재 시도 중지 시도

공사 
유지

서울시
(구의동
공공기숙

사)

없음
많음

(조직적 대응 수준)
공청회 무산
집단 민원

중단 후
예산 미편성

취소

정부
(목동 

행복주택)
없음

많음
(조직적 대응 수준)

행정소송
(2심 패소)

자진 취소 취소

출처 : 정남진외, 서울시내 대학생기숙사 현황 및 주거안정화 효과 연구, 2015.

[표 4-8] 서울시 대학 기숙사 및 공공임대주택 신축 갈등 현황 분석

◦ 2010년 이후 진행된 대학기숙사·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분
쟁양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서울시 광진구에 예정된 
공공기숙사의 경우 시의회에서 예산편성까지 마쳤으나 결국 무산되었
으며, 목동 행북주택지구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이겼음에도 국토교통부
가 사업을 자진취소 하였다. 

◦ 이 과정에서 자가 소유자가 중심이 된 ‘지역주민’의 의견은 과대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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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청년·임차인·홈리스 등 정책 당사자인 주거약자의 의견은 논의과정
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축소된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 공간에 있어 자
원배분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배제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4.2 청년 주거 정책 현황과 한계

4.2.1  자가촉진과 금융중심 주거정책의 한계
◦ 2003년 ‘청년 실업 현황과 대책’으로 시작된 중앙정부의 청년대책은 

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연간 1조원의 가까
운 예산이 투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 및 삶의 지표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질 나쁜 일자리’만을 양산한 단기 처방식 대책으로 평
가할 수 있다. 

◦ 오늘날 한국사회의 청년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닌 노
동·주거·부채 등 삶의 전반으로 확대된 종합적인 위기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청년정책도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
된다.

◦ 한국은 전후 급격한 경제성장이 진행되었으며,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
은 대규모 주택 공급과 청약제도·금융지원을 통한 ‘자가촉진’ 정책이었
다.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을 기반으로 한 ‘주거 상향 사다리’를 통해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는 주택시장에서 신규 주택 구입자로의 역할
을 수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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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5 2000 2005 2010

서
울

자가 111,880 13.3 107,464 14.2 121,372 16.6 86,360 12.6 

전세 530,136 62.9 457,370 60.4 336,317 46.0 277,490 40.3 

월세 184,302 21.9 176,956 23.4 257,293 35.2 312,785 45.5 

무상 16,787 2.0 14,924 2.0 15,770 2.2 11,179 1.6 

청년 
전체

843,105 100.0 756,714 
100.

0 
730,752 100.0 687,814 100.0 

전
국

자가 803,802 23.6 737,812 23.5 697,630 23.3 585,450 20.8 

전세 1,689,553 49.6 1,525,622 48.5 1,092,125 36.4 925,469 32.9 

월세 793,805 23.3 759,071 24.1 1,076,383 35.9 1,187,474 42.2 

무상 118,884 3.5 122,472 3.9 133,926 4.5 112,960 4.0 

청년 
전체

3,406,044 100.0 3,144,977 
100.

0 
3,000,064 100.0 2,811,353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연도
출처 : 최은영 외, 사회적 경제 주체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년주거빈곤 개선 방안, 2014.
*해당 청년가구의 가구주 연령 기준은 만 16세~34세임.

[표 4-9] 주택 점유상태별 전국·서울 청년가구의 구성비 변화(1995∼2010년) 

◦ 그러나 2005년 이후 청년 가구의 자가 비율 감소는 청년세대의 구매 
여력이 소진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주거 상향 사다리의 
중간 단계였던 전세가구 또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도 청년층이 
주택 구매의 여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세 가구의 감소는 임대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정도
의 자산 축적이 불가능한 청년 세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전체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
여 왔다. 특히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강력한 금융규제 
완화와 대출정책은 주택 마련을 위한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그
러나 소위 ‘실수요층’의 매매 활성화를 기대한 규제완화는 오히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전세 물량을 더욱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제4장 한국 청년주거실태와 정책 현황  69

정책 주요 대상 시행연도 2013년 - 2016년 현재 누적 건수

LH대학생전세임대 대학생 2012년 14,000호

행복기숙사 대학생 2014년 516명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2015년

3.662호
(2015년 675호, 2016년 2,987호)

*2016년 9월 20일, 입주 공고 기준으로 
집계한 총물량

월세 대출 취업준비생 2015년 227건, 3억 2천만원

청년전세임대 취업준비생 2016년
5,000호
(목표량)

* 2017년 창업지원주택, 청년리츠 공급 예정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국정감사 제출자료 가공(2013~2016년)

[표 4-10] 박근혜 정부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 현황

◦ 현재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은 금융 지
원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금융 지원으로는 전세임대와 
월세 대출, 공공임대주택으로는 행복기숙사와 행복주택을 분류된다.

◦ 정부에서 시행하는 금융 지원은 전세임대주택을 포함한 전세 자금 지
원, 월세 대출이 있다. 특히 전세임대의 경우 정부 발표 시 공공임대주
택 공급 물량으로 집계되지만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물리적인 공
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면 보증
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한 임차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임차료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요소가 충족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융자 지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밖에 
2015년부터 월세 대출이 시행, 취업준비생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
하고 있으며 실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확대,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데 행
복주택의 경우 현 정부 4년 차인 현재까지 목표 공급량이 15만호에 턱
없이 부족한 3,662호에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최근 공급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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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호로 확대하였지만 임기 내 공급 목표 달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  한편, 현 정부의 주요한 주거 관련 금융 정책 현황에서도 청년은 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년 주거 정책에서도 금융 지원이, 
전체 주거 금융 지원 정책에서도 청년이 정책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실질적 주거
비 인하가 아니라 보증금 지원 혹은 대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유형

20대 30대 전체

대출건수
금액

(백만원)
대출
건수

금액
(백만원)

대출
건수

금액
(백만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0,498
(16.9 )  

1,372,712 
(18.5)

89,628
(49.6 ) 

4,232,731
(57.0) 

180,529
(100) 

7,420,529
(10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3,480
(5.6)   

322,423 
(5.5)

37,136
(59.9) 

3,675,818
(63.1) 

62,016 
(100)

5,825,716
(100) 

주거안정 
월세대출

44
(16.7)   

137
(16.4) 

62 
(23.6)

183
(21.9 ) 

263 
(100)

836
(100)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59
  (5.3 ) 

7,500 
(4.7)

749
(67.9)  

109,988
(69.5)  

1103
(100)

158,149
(100)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9 
(2.0)  

1,077
(2.0 ) 

261 
(58.3)

32,975
(61.5) 

448
(100)

53,641
(100)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1
(5.9)   

59
(12.2) 

8
(47.1 ) 

262 
(54.2) 

17
(100) 

483 
(100)

합계
34,091
(14.0) 

1,703,908
(12.7) 

127,844 
(52.3)

8,051,957 
(59.8)

244,376
(100) 

13,459,35
4 

(100)

자료 : 국토교통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 2016년 국정감사 자료

[표 4-11] 연령별 주요 주거 관련 금융 정책 현황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 현
재까지 주요 주거 금융대출을 받은 대상 중 20대는 34,091건으로 전
체 건수 대비 14.0%, 30대는 127,844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52.3%에 
해당한다. 20대·30대가 전체 금융정책 건수의 66.3%를 차지하고 있으
며, 총 대출 규모는 약 9조755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1건 당 평
균 6천만 정도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4장 한국 청년주거실태와 정책 현황  71

◦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청년가구의 대출 건수
와 대출 규모가 전체 대비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경제기반이 취약한 청년가구가 안정적 점유를 원하는 경향이 높은 
것과 동시에 이들 가구가 이들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부
채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류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3월말

20대 이하 4.3 4.8 6.5 9.4 

30대 67.0 74.7 90.6 101.0 

40대 135.8 144.1 165.6 167.8 

50대 116.6 124.1 140.3 135.9 

60대 이상 63.3 69.5 79.9 71.8 

출처 : 김영주 의원실 보도자료(16. 6. 20.)

[표 4-12]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령별 현황>

◦ 더불어 정부의 주택매매 정책에 떠밀려 집을 산 청년가구의 가계 건전
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부채를 가진 20대 청년의 평균 가계부채 규모
는 2010년 1924만원에서 2014년 2859만원까지 증가하였다.16) 

◦ 특히 16년 1분기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분기 대비 20대는 2.9조원, 
30대는 10.4조원이 증가하여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다. 다른 연령층
의 대출규모는 변동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청
년층의 부채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출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을 기조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청년 가구를 볼모로 삼아 부동산 
경기 부양을 꾀하였으며, 그 부담은 청년가구에게 부채로 나타났다. 

◦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한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아파트 구

16) 헤럴드경제, 2015. 12. 2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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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동기간 60세 이상의 아파트 구입이 
57.2% 증가한 반면 20대·30대의 경우 각각 16.5%·17.0% 감소하였
다.17) 이 자료를 보더라도 정부의 주택정책을 통해 집을 산 세대는 소
득과 자산이 없는 청년이 아닌 충분한 자산을 가진 50대 이상의 장·노
년 가구로 해석된다.

4.2.2 청년 주거정책대상 기준의 한계
◦ 주거정책의 기본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청년은 오랫동안 배제

되어 왔다. LH에서 공급중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6~29세 가구는 
전체 공공주택의 3.02%에 지나지 않으며, 34세 이하 가구주를 포함하
더라도 10.14%에 불과한 비율이다.

◦ 이는 절대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 부족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이 청년가구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
주는 지원자격 이외에 법령에 의거하여 주택청약 납입 횟수·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해당 지역 거주 기간으로 가산점이 부여되고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 따라서 연령이 낮고 1인 가구인 청년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
여 있었다. 이에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
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현재 배
제되고 있는 대표적인 계층에게 특화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
재 한국은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17) 조선일보, 2016. 10. 10.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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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 비율

16∼20세미만 321 0.04

20세이상∼25세미만 4,124 0.58

25세이상∼30세미만 17,208 2.4

30세이상∼35세미만 51,207 7.14

35세이상∼40세미만 73,935 10.31

40세이상∼45세미만 79,851 11.14

45세이상∼50세미만 86,912 12.12

50세이상∼55세미만 84,525 11.79

55세이상∼60세미만 91,183 12.72

60세이상∼65세미만 67,825 9.46

65세이상∼70세미만 52,209 7.28

70세이상∼75세미만 42,390 5.91

75세이상∼80세미만 32,588 4.55

80세이상∼85세미만 20,675 2.88

85세 이상 11,975 1.67

　전체 716,928 100

자료 : 국토교통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 2016년 국정감사 자료

[표 4-13] LH 공급 주요 공공임대주택 가구주 연령별 입주 현황

◦ 현재 청년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입주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인 ‘행복주택’
의 입주 대상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와 같이 특정 지위를 기준
으로 제시하고 있다18). 이에 따라 행복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 2015년
에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입주기준에 대한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 
당사자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입주기준이 다소 완화되었다.

18) 대학생은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사회초년생은 재직 중인 건강보험 5년 미만 가입자 또는 1년 
이내 퇴직한 구직급여 대상자, 신혼부부는 결혼 기간 5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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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급(2015.6)

대학생
Ÿ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Ÿ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사회초년생
Ÿ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Ÿ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

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신혼부부
Ÿ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
Ÿ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1차 입주 기준 개선(2016. 1)

Ÿ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대학생과 동일조건으로 입주
Ÿ 재취업준비생 입주허용(퇴직 후 1년 이내, 취업 합산 기간 5년 이내)
Ÿ 결혼한 대학생 부부도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조건으로 입주
Ÿ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거주 기간 확대
Ÿ 지자체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

⇩
2차 입주 기준 개선(2016. 12)

Ÿ 직장 재직 중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로 확대
Ÿ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지원 가능
Ÿ 이직으로 지역이 변경되더라도 재청약 가능
Ÿ 취업준비생의 경우 최종 졸업학교가 아닌 인근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원 가능

[표 4-14] 행복주택 입주기준 변경 연혁

◦ 그러나 이와 같이 정책 대상의 유형을 추가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은 제
도적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임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행복주택의 사례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가구는 여전히 정책에서 배제된다.

◦ 청년 대상 공공주택의 입주기준이 각기 다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청년 대상 공공주택이 공급
되고 있으나 일부 주택의 경우 입주기준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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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요 대상

행복주택 Ÿ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홍은동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Ÿ 만 19세이상~35세 미만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청년 단독
세대주 및 대학졸업 예정자) 

화곡동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Ÿ 만19세이상 만 35세 이하인 청년 1인 직장인 및 2015년 대학교 졸업예
정자

경기도 따복하우스

Ÿ 대학생 :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복학예정인 
무주택 미혼인 대학생
Ÿ 사회초년생 : 경기도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미혼인 자

자료 : 각 공공주택 입주공고문

[표 4-15] 박근혜 정부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 현황

◦ 이와 같이 각 공공주택 유형별로 청년에 대한 입주대상이 다른 것은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 것에서 비롯된다. 유
형별로 다른 입주기준은 정책 대상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책 선택
에 있어 피로를 유발한다.

◦ 현재 법령상 정책 대상으로 청년의 기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규
정된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노동정책과 주거정책은 엄연히 다른 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준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16년 11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공주택 공급자는 장애
인·고령자·저소득층 등과 함께 청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하였다.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될 구체적인 ‘청년’의 범위를 단순한 
연령이나 특정 지위가 아닌 주거문제를 겪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4.2.3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
◦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서울시에서 공급 중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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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비해 평당 임대료가 약 2배가 비싸고, 국민
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지구
(공급
연도)

전용
면적
(㎡)

공급
호수

임대조건(표준보증금) 월세 
변환
(4%)

월세 변
환(6%)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계층 보증금
임 대
료

서초
내곡
( 행 복
주택)
(2015)

20

28 대학생 4,148 21 34.8 41.7 1.7 2.1 

21 사초생 4,392 22 36.6 44.0 1.8 2.2 

9 고령자 4,636 23 38.5 46.2 1.9 2.3 

9 수급자 3,660 18 30.2 36.3 1.5 1.8 

29
5 사초생 6,192 31 51.6 62.0 1.8 2.1 

3
신혼부

부
6,880 35 57.9 69.4 2.0 2.4 

서울
서초3
(국민
임대)
(2015)

36
1,864.

0 
22.7 28.9 32.0 0.8 0.9 

46
4,030.

0 
31.6 45.0 51.8 1.0 1.1 

서울
강남3
(국민
임대)
(2015)

36
1,840.

0 
23.0 29.1 32.2 0.8 0.9 

46
3,940.

0 
32.7 45.8 52.4 1.0 1.1 

서울
서초
(10년
공공
임대) 
(2015)

51.89 4500 55 70 77.5 1.3 1.5 

59.93 5600 59 78 87 1.3 1.5 

[표 4-16] 행복주택과 주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비교

◦ 이는 행복주택이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공급원가가 아닌 유일하게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수급자 등에 대해 
60~80% 범위 내에서 각각 다르게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다.

◦ 아울러 보증금 수준은 최소 500만 원 이상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보증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 공공주
택 특별법에 따르면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퇴거 조치가 가능하므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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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치의 월세가 보증금으로 적당하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높은 보증
금을 낮추고 월세 전환율을 적정하게 인하하기 보다는 대출을 장려하
고 있어 추가 이자 부담 등을 유발하고 있다.

◦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도 동일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증금 비율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책정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입주하는 청년 가구에게 또다른 부담
이 될 가능성이 있다. 

◦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소형으로 공급
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수준이 타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것은 민간
임대시장에서 나타나는 ‘역차별’현상이 공공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고 있음을 보여준다.

4.3 청년주거운동의 의의

◦ 청년 주거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민달팽이유니온의 창립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최초의 당사자 조직이다. 

◦ 현재 청년 주거 운동은 제도 개선과 혁신을 추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
과 같은 시민단체와 민간 주체들이 사회주택과 같은 그동안 한국 사회
에 없던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을 선도하는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이들은 대체로 비영리 주거 모델을 실현하고 있는데, 해방촌 빈집, 우
리동네사람들, 두꺼비하우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택 공급 유형은 유
사하지만 기업의 형태를 띄며 새로운 시장 영역을 개척하는 기업 그룹
인 우주, 서울소셜스탠다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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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청년 주체들의 등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새롭게 대두된 
주거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의 주거 실태를 드러냈다. 이는 곧 사회적 
약자로서 등장한 ‘청년’의 현실을 조명함과 동시에 새로운 주거문제의 
양상을 지적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과 문제의 진단, 해결 방법을 제시해왔다. 다만 모든 ‘청년’이 사
회적 약자는 아니기에 여기에서 호명되는 ‘청년’은 불평등의 상징으로
서 이해되는 것이 옳다.

◦ 청년들이 겪는 주거 문제는 과거 일시적인 현상으로 다뤄져왔다. 고시
원, 좁은 원룸 등에 거주하는 기간은 주로 학생 또는 사회초년기에 거
치는 경험이며 안정적인 직장 또는 결혼 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
는 것으로 보아왔다. 

◦ 다시 말해, 청년 주거 문제는 ‘통과 의례’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실
질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고용, 주거 등 

제도 개선 및 혁신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사회주택 및 대안적 주거 모델 공급주체

민달팽이유니온

주거비를 덜기 위한 자발적 커뮤니티
- 해방촌 빈집, 아현동 쓰리룸, 우리동네사람들

주택협동조합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주택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모두들협동조합, 

녹색친구들, 선랩, 코티에이블, 소행주, 하우징쿱

빈집, 오래된 집 리모델링
- 두꺼비하우징, 부흥주택

시장 영역에서의 공유 주거
- 우주, 서울소셜스탠다드 등

[표 4-17]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활동하는 다양한 민간 주체 유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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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이행기, 즉 교육에서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
려워지거나 유예되자 청년 문제가 통합적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사회의 경제활동 인구로 유입되어야 할 청년
들은 높은 주택 가격과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세
대 간 격차가 커진 것은 물론 세대 내 격차 또한 강해졌다. 소위 ‘금수
저’, ‘흙수저’와 같인 신조어의 등장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 낮은 임금 수준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
거 환경, 즉 높은 주거빈곤율, 부족한 대학 기숙사 수용률, 대학가 주
변에 널리 공급된 고시원, 하숙, 원룸과 같은 소형 주택은 중, 대형 주
택보다 평당 임대료가 더 비싸면서도 주택의 질이 낮다. 

◦ 이러한 상황에서 대개 20대는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 놓여 저축을 하지 
못한 채로 30대를 맞이하게 되고 잦은 이사와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빠르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임대료 충격을 훨씬 더 크게 받고 있다. 요약하면 20대는 주거빈
곤을, 30대는 주거불안정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불안의 실체이다.

◦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이미 소득 수준을 훨씬 웃도는 주택가격으로 인
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매우 악화되었다. 그동안 통과의례로 
여겨지던 청년의 주거 문제는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 여타의 ‘청년 문제’ 중에서도 주거 문제는 청년들의 삶의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안정적인 생애 설계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주거 
문제’ 중에서 청년 주거 문제는 더 이상의 정부의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 경기 부양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 유효하지 않고 주택구매력이 현
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정책 
대상이다. 

◦ 이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불안은 정책의 공백으로 시민의 권리로
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이자 이들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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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나타난다. 이는 곧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의미한다. 

◦ 특히 민달팽이유니온은 본격적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의제화하고 제도 
개선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룸에 있어 대학교 기
숙사 건립,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 상한제 등과 같이 주거권을 보
장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며 권리로서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특히나 그동안 주거 정책 대상이 4인 가구와 높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배제되었던 1인 가구와 청년에 대한 현실과 이들을 정
책 대상으로 포섭할 것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 가장 유의미한 변화는 입법 성과인데 2016년 11월,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청년’이 명시되고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지방정부 차원의 지침, 국토교통부
령으로 비교적 강제성이 약한 수준에서 청년 주거 정책이 새롭게 도입
되고 시범 사업에 그쳤던 것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그동안 청년 주거 운동 영역에서 제도 개선 및 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
다. 비단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와 입주 대상의 범위 확대에 그친 것
이 아니다. 주거 정보의 접근성, 새로운 주택 관리 유형 제시 등 1인 
가구, 청년,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세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
를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고 평할 수 있다. 

◦ 다만, 아직 청년 주거 운동은 5년 남짓한 초기 단계라 이에 대한 청년 
주거 운동에 대한 정의 및 역사적 과정에 대한 평가는 이를 수 있고, 
고유 영역이라 분리하기에는 여전히 넓지 않은 규모인 것은 사실이다. 

◦ 또한 세입자 조직을 지향하지만 정부 또는 임대인과의 교섭력이 있는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적 문제 해결로 
그치던 주거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공의 개입을 강조했다는 데에서는 
시민운동의 목표에 충실하며 대상으로서 새로운 주체를 발굴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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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주요 수단

과정 및 활동

과제
2013ㆍ2014 2015 2016 2017

공공주택 
입주기준 
개선 (입법)

국회
정부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청년’ 명시

조정식 
의원실 
토론회 
(예정)

‘청년’ 
정의 
필요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 (규칙)

정부
(국토부)

기자회견, 
토론회 등 
대정부, 

대국회 중심

미취업자 
입주

서명 운동 
등 온라인 

중심

예술인, 
프리랜서 

입주
(단, 예술인 
정의 협소) 

입주
기준 

포함한
행복
주택, 
공공

주택에 
대한 
입장 
필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제안 
(청정넷)

홍은동, 
화곡동

북가좌동, 
신정동

지방정
부의 
권한 
조사

국토부 
국회

민달팽이 
라디오

총선
개혁안 
제시 
필요

원룸 관리비
 기준 마련

서울시
국회

청정넷 
주거분과
실태조사, 
연구 실시

표준원룸관
리기준표 

서울시 발간
집합건물법 

발의

표준원룸관
리비가이드
라인 서울시 

발표
집합건물법 

발의

관리, 
감독 

의무화 
내용의
법 필요

주거 정보 
접근성 강화

서울시

청정넷 
주거분과
(주거정보 
플랫폼)

7억2천 예산 
반영

표준임대차
계약서 개선

국회
정부

(법무부)

계약 현황 
실태조사

책자 발간 
(예정)
박주민 
의원실 
토론회 
(예정)

개선 및 
사용 

의무화
이해관
계자와 
조정

[표 4-18] 청년주거의제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의 주요 활동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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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는 다층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주
택 소유자와 세입자만의 갈등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 중에서도 주택 소
유의 규모, 주택 구입을 위한 부채의 규모 등에 따라 처한 위치가 다
르고 임대업 역시 전문 임대업과 개인 임대업이 마주하는 환경은 다르
다. 

◦ 세입자 역시 청년, 1인 가구, 여성, 노인, 아동 등 각자 주거빈곤에 처
한 상황은 동일할지라도 희망하는 주거 유형과 점유 형태는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와 소유자의 대결로 주거 문제의 갈등을 드러
내고 해결할 수는 없다.

◦ 특히나 정당이 취약하고 세입자들도, 임대인도 조직되지 않은 상황에
서 한국사회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다는 것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
으로 귀결되고 주거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두 차례의 보수 정권의 집권과 맞물려 이러한 요구는 쉽게 관
철되지 않았다.

◦ 이러한 점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간 주체들은 구체적인 
해결 사례를 통한 경험의 축적을 쌓아가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 스스
로 대안을 모색해갔다. 

 대표적으로 민달팽이유니온은 2014년 주택협동조합을 별도로 설립 공유주택
이자 사회주택을 공급했고, 이어서 많은 민간 주체들이 다양한 자원을 연계
해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1인 가구가 전체 인구 구성 중 최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비
는 줄이고, 주거환경은 나아지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느슨한 주거공동
체를 모색해왔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사이에서 저렴
한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사회주택 유형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주체들은 실질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전문성을 획득하고자 다양한 포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사회주택협회를 2015년 설립,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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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로서 서울시는 지원을 시도하며 한국 사회의 사
회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모델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사회주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각 
주체의 과제는 남아있으나 비교적 빠른 속도로 안착할 수 있던 것은 
민관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LH 사회적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 앞으로 청년 주거 운동은 더욱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청년만이 아니라 인구 및 가구 구성의 변화, 주거 불평등의 심화로 다
양한 주거취약계층이 발생, 이들이 조직화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
해, 한국의 주거불안은 이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전 세대적, 사회통합적 노력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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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

5.1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정의와 합의 형성

◦ 한국 사회에서 청년주거문제는 전통적으로는 사회 진입 시 일시적으로 
겪는 문제로 인식하였음. 따라서 정부는 문제 해결을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서 해결하기를 기대하였다.

◦ 2010년 이후 청년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주요한 의제가 되면서 청년주
거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청년
을 대상으로 특화한 주거지원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문제진
단과 해석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소득 정체로 인한 청년세대 전반의 지불능력·자산축적 가
능성 감소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공공 개입과 관리의 부재로 인한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환경

 임대차관계에 있어 임대인·임차인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주거불안정과 주
거권 침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결혼·출산률 저하로 인구 재생산 
기능의 약화 및 국가 미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

 주택시장의 신규 진입자로 신규 주택에 대한 구매·임차 수요자

◦ 청년주거문제는 사회구조 변화 및 주택시장 상황, 인구·가구구조의 변
화, 결혼문화의 변화 등 복합적 요소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거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의 정의와 범주도 명확하
지 않아 정부 정책의 일관서와 효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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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4. 우리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물리적 및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한 평등하고 저렴한 접근성을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여성, 아동 및 청소년(youth), 노인, 장애인, 이
주자 및 지역사회, 사회취약계층의 권리와 필요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39. 우리는 도시와 인간정주에서 모두가 폭력과 위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고 일하며 도시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이 과정에
서 여성과 소녀들, 아동과 청소년(youth), 사회취약계층이 특히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48. 우리는 지방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여성, 청소년(youth) 및 장애인 대표 기구, 전문가, 학술
기관, 노동조합, 고용주단체, 이주자 연합체 및 문화 연합체 등 모든 관련 당사자의 효과적 참여와 협
업을 권장한다.

61. 우리는 도시 및 인간정주의 생산성 제고와 공동번영의 실현을 위해 도시 인구배당(urban 
demographic dividend)을 활용하고, 청소년의 교육, 기량개발 및 고용 접근성을 증진하는 데 노력한
다. 청소년 및 젊은 여성과 남성(young women and young men)은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변화의 
핵심 선도자이며, 권한이 부여되면 그들 자신과 지역사회를 옹호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
다.
155. 우리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수립, 대화 참여, 인권 및 차별금지 촉진과 보호를 위해 여성과 소녀
들, 아동과 청소년(youth), 노인과 장애인, 원주민, 지역사회, 취약계층 역량개발 이니셔티브를 제공한
다.

출처 : 해비타트 사무국, New Urban Agenda.

[표 5-1]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등장하는 Youth

◦ UN 해비타트 Ⅲ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청년은 ‘Youth’로 
지칭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아동(Children)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Youth’는 아동 시기 이후의 사회 진입 이전까
지의 청소년 시기를 지칭하는 성격이 강하다.19) 유일하게 61항에서 
‘young women and young men’이란 표현으로 청년층을 지칭하고 
있다.

◦ 더불어 Youth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빈곤층, 이주자와 함께 사
회취약계층으로 해석되거나, 사회적 약자로 정의된다. 48항에서는 이해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고,61항에서는 청소년과 함께 미래세대로서의 의
미가 주목 받고 있다. 155항에서는 도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구성
원의 하나로 호명된다.

◦ 이와 같이 UN 해비타트 Ⅲ의 공식 의제에서도 청년에 대한 정의는 다
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강조하는 포용성·안

19) 한국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후기 청소년은 만 24세까지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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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참여성·지속가능성 등이 강조되면서, Youth의 의미도 도시 내에
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취약계층·약자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1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청년층도 공공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논의될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주거정
책에 있어 청년 대상이 명확히 규정될 예정이다.

◦ 현재의 ‘수요자 맞춤’을 사유로 정책 대상을 지나치게 특정화 하는 구조는 사
각지대를 만들어 보편적 정책 수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과 동시
에 한정된 자원 내에서 정책 대상자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다. 

◦ 지금까지 연령이나, 누구나 겪는 인생의 한 시기로서 ‘청년’ 혹은 대학
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과 같이 특정된 지위가 아닌 1인가구·저소득·주
거빈곤·임차인 등 청년이 가진 다양하고 보편적인 속성에 따라 정책대
상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다른 계층 또는 세대와의 자원 경쟁을 야기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전체 주거정책에서의 사각지대를 줄이도
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청년’의 경우, 이행기(transition period)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이 주요한 목표다. 이에 노동정
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개념과 연계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대상에게 정
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합의다.

5.2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적정한 관리

◦ 중앙정부는 공공임대 부문을 제외한 민간임대시장에 대해 사적 영역으
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임
대인의 의해 결정되는 임대료는 현재 청년을 비롯한 임차인이 겪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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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주거문제이다. 

◦ 특히 20대의 경우 80%가 전월세 임차인으로 살고 있으며 월세가 60%
에 달한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중, 대형 주택보다 단위면적 당 임대료가 더 
비싸 그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나이, 지식, 정보의 격차 등
으로 임대인과 중개인과의 관계에서의 약자성이 더욱 더 두드러진다.

◦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과 중개인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
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법적으로 청년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경우도 왕왕 발견된다. 

◦ 한국에서는 중등교육 과정 내에서 권리 교육을 하지 않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개인이 스스로 
알아보는 자구책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권리 인식 함양 및 관련 법, 
제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비단 청년 또는 세입
자에게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알고 지키는 시민들이 많
아지는 것이므로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 공공에 의해 규율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임대차관계
의 불평등으로 인해 임차인의 주택 선택권을 제약하고,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새로운 도시의제에서는 다양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임차 등의 점유에 대한 선택권도 포함
된다(107항). 이를 위해서 주택부문에 집행가능한 적절한 규제조치를 
확대하여 시장에서 적절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
서 정부는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 주택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분석을 실
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111항).

◦ 정부는 주거부문에 있어 역할을 축소하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아
닌 주거권적 측면에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시장을 적절히 규율하고 자
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민간시장에 대한 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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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에 대한 공공개입 수단을 통해 주거에 대한 접근성을 이용 가능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한 임대료 기준
을 제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적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협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표준 임대료가 
민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임대차 등록제를 통해 민간 임대업자를 관
리하고, 임대료 사정관 및 조정위원회를 두어 감시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현행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은 매우 협소하며, 보증
금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분쟁 조정의 근거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요한 분쟁 요인인 수선 및 주
택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임대료 인상제한·전월세 전환율 규정이 작동할 수 있
도록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강제 퇴거 방지 규정 등을 
추가하여 취약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
다. 

◦ 민간의 임대차 분쟁에 관해서는 법과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주택임
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나 현재  
‘조정’ 결과에 ‘재판 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문제
가 있다. 조정 결과에 따른 강제력과 집행력은 조정위원회의 공증으로 
부여하기로 했지만, ‘재판상 화해’가 가지는 ‘기판력’20)을 가지지 않아 
동일 사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이후 분쟁에 구속력을 가지지 못
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충분히 실효성을 가지고 분쟁을 조정하
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재판 상 화해 효력’
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0)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이후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고, 판단 내용에 모순되는 주
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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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거빈곤층을 위한 저렴 주택 공급

◦ UN Habitat Ⅲ 이슈 페이퍼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영향 감소와 저소득
층을 위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에 있어 비효율적인 민
간 시장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HABITAT III ISSUE 
PAPERS, 20 HOUSING). 

◦ 도시의 임차가구는 도시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여 왔다. 자가 가구보다 임
차가구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임차세대(rent generation)이 등장하고 있
다. 임대주택은 주거 이동성·노동 시장·젠더·장애·사회경제네트워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정책을 실행하
고 있는 정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 주거 부문에 있어 주택공급, 토지 조달, 서비스 심지어 규제에 이르기
까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되된 상황이다. 더불어 국가 재정에 있어 
주거 부문의 우선도는 낮아지고, 주거 보조금 감소·공공주택 매각이 진
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주거 정책의 구조적 변화는 일부 중산층을 비
롯하여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
다.

◦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기업들은 
인력 감축을 실시했고 40대 퇴직자가 속출했다. 또한 기업은 가장 효
율적으로 신규 인력 채용을 감소시켰다. 이와 동시에 파견법 등의 영
향으로 비정규직이 보편화되었고 본격저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발
생했다. 

◦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내부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또는 하청업
체, 그리고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은 외부 노동시장의 격차는 점점 커
져갔다. 그 결과, 사회 전반의 경제적 양극화는 커져갔고, 세대 간 격
차와 세대 내 격차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다. 청년층은 세대의 횡적, 
종적 차원에서 이중으로 격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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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간 격차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용지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만19세 이상부터 만2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년층 실업률은 
평균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 역시 60% 선을 넘지 못하고 있
다. 이는 곧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를 일컬어 장기 미
취업자(NEET)라고 한다. 

◦ 세대 내 격차는 주거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2016년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된 ‘수저논쟁’은 세대 내의 격차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보여준
다. 이는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계층이 결정되어 사
실상 계층 이동기회가 차단되어 있고,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 

 즉, 구조적으로 청년가구가 스스로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을 
민간시장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부모세대의 자산과 소득이 자녀세대
인 청년가구의 주거문제를 가족 내에서 일정 부분 책임지는 것이 한국사회의 
전통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부모세대의 경제적 여력이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화되
면서 가족 내에서 자녀세대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
외하고 보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세대의 소득과 자산으로 
인해 청년세대가 겪는 사회적 격차와 박탈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행기(transition period) 시기인 청년시기에 겪는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
황은 개인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사회로부터 이탈하는 가능성도 가져온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사회 안으로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빠
르게 포섭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 민간 부문은 저렴 주택 공급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고가의 주택 공급
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기업과 자본이 지역 사회와 주거
에 대한 투자와 공급을 촉진시켜야 할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저
당권을 바탕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접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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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거나 더욱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협동조합·신용조합 등 민간의 
사회적 금융 시스템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다.

◦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한국에서 가장 핵심적
인 저렴주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체 주택재고 대비 비율은 
2015년 말 기준 5.9%21)에 머무르고 있다.

◦ 규제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운 현실에서 적정 수준22)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수립하고 지
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5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체상태이며,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2010년대 이후 공급량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
이다.

◦ 청년가구는 저소득가구·1인 가구 등과 더불어 자가 비율이 낮고,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들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핵심대
상으로 설정하고 재고율을 높이면서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서울시의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역세권 
2030 청년주택·서울시 사회주택 등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
택 유형이 증가하고 있지만, 입주기준 및 임대료 수준·공급량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입주 대상의 소득 수준에서 부담 가능
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다(김태섭 외, 2012). 이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임대료 수준과 책정 체계를 개편
하여 직접 재정 투입 비율을 높여 입주자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23)

21) 장기임대주택(영구·50년·국민·전세임 등) 기준
22) OECD 국가들은 상이한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있어 6~35%수준의 차이를 보

이고 있다. 2013년 발표된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는 2022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190만호까
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재정투입 비율은 국민·행복주택 30%, 매입임대 45%, 영구임대 8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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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100만원 수준으로 낮추거나, 2~3개
월 치의 월 임대료 수준 인하하는 등 불필요한 보증금 규모를 대폭 줄
여 청년가구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 한편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와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해 민간 주체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
로 제시되고 있다.

◦ 그러나 기업형 임대업 육성과 뉴스테이(New Stay)정책에 대한 비판에
서 보이듯이 공공기금 투입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비해 
주거약자를 위한 적정한 주택 공급 정책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 서울시에서는 2014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전국에
서 가장 먼저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은 시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와 같이 비영리단체·협동조합·주택조합 등의 
비영리 민간 주체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적정한 주택 공급의 주요한 
공급자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주택 정책 개선 이외에 비영
리 민간 주체가 성장할 수 있는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따라서 사회주택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토지 및 재원 조달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주택 관련 기금의 신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
련,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비영리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필
요하다(김혜승 외, 2013).

◦ 더불어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안적 주거공
동체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지원과 관리도 필요하다. 주택 및 주거형
태에 대한 욕구가 다변화 되는 추세 속에 각자의 수요에 맞는 소규모 
공동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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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와 같은 소규모 주거공동체들이 수요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기준 설정하고, 지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거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주체들이 필요한 자원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4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보장

◦ 한국은 주택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관계 부처와 공사가 주도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문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책 주요한 이해당사자인 정책 수요자들은 정책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 이와 같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폐쇄적 구조는 주택 공급과정에 있
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빠르게 변화하는 주택 수요에 충분
히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임대주택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
내고 있다.

◦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강조하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와 거버넌스 
구조가 성립되어야 한다.

◦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정책을 심의하는 ‘주
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정책 대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심의위
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당연직 의원 비율
이 높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24)

◦ 따라서 국토교통부 및 시·도 주거정책심의원회에 정책 당사자 의원의 
비율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해 각 계층의 의사를 

24) 국민일보 기사(16.10.26.)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5명의 의원 중,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
직 의원이 14명이며, 위촉직 의원 11명 중 6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였거나 분양권을 가
지고 있어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 수립이 어려운 구조라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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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단체를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

◦ 특히 2014년 이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기숙
사, 공공주택에 대한 반대와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초로 
주민 반대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사례는 구의동 공공기숙사이
고, 주변 임대업자들이 조직화되어 반대에 나선 것은 2014년 경희대  
공공기숙사(갈등 마무리 후 건립 중), 2015년 고려대 기숙사(사실상 무
산), 2015년 목동 행복주택(취소), 2015년 공릉동 행복주택(갈등 발생, 
건립 중), 2015년 구의동 행복주택(중단), 2015년 수서 행복주택(강남
구청 반대, 취소)된 상태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 해인 
2013년에는 20만호가 목표였다가 2014년 21만호 확대, 그러나 2015
년 14만호 축소, 2016년 15만호로 목표가 수정되었다. 주민 반대 등으
로 도심 내 건립할 수 있는 지구 지정이 쉽지 않기도 하지만 주민과 
예비 입주자인 청년세대를 포함한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의사가 
전달되거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의 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 서울시의 구의동 공공기숙사는 2012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내
놓은 유수지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도심 여유 공간을 활용
해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주거를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이 기
숙사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626-1(자양 한양 아파트 옆 유수지) 일원
에 지상 20층, 700실 규모, 1400명을 대상으로 예산 380억원을 들여 
건립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음에도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이 일어나자 700실을 500실로 줄이는 등 합의점을 
지금도 찾지 못하고 착공도 못한 채 사실상 취소 상태이다.

◦ 목동 행복주택은 결국 국토교통부가 자진 취소한 사례다. 목동 지역에 
거주하는 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들은 300일이 넘게 농성 중에 있으
며 현재 행복주택 건립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수
지 위에 건립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목동 행복주택 건립 반대 비상대착
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밝히고 있지만 주변인들의 대답은 그것과 다르
다. 지역 공인중개사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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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도 임대주택으로 인한 집값 하락“이라면서, “저소득층이 대거 몰리
면 아무래도 주거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2심까지 주민들이 패소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갈등
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목동 지구를 자진 해제했다. 

◦ 해당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만 들었을 뿐 예비 입주자들인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목동 지구를 취소하
는 과정에 예비 입주자, 지역 주민 등 동등한 권한을 가진 채 실효력 
있는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다. 조직된 지역 주민과 아직 조직되지 않
은 잠재적 예비 입주자들 간의 갈등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약자들
의 목소리를 듣고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조정해 정책을 집행
하는 것이다. 

◦ 목동을 시작으로 유수지에 시행 예정인 행복주택 지구들이 줄줄이 취
소, 중단되거나 공급 물량이 축소됐다. 2015년 목동 행복주택 지정 지
구 취소를 이후로 예비 지정된 송파와 잠실에 공급될 행복주택은 중단
됐다. 이미 행복주택의 공급량은 당초 박근혜 정부 초기보다 상당 수 
줄어든 상태이며 만약 유수지에 들어설 행복주택이 모두 취소될 경우 
총 4500여 가구에서 2000여 가구가 남아 절반 이하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동등
한 권한을 지니고 제도적으로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 갈등 해결은 
요원하다.

◦ 당사자를 참여해 정책의 틀을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 대상자의 수요에 
맞게 제도 형성기에 접어든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청년정
책이 이에 해당한다.서울시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
스를 부분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대표적이며,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한 ‘청년정책위원
회’를 통해 청년당사자와 함께 서울시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역도시재생사업 등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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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참여구조가 더욱 절실하다. 과거와 같이 공급중심의 
효율성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세밀히 조율하여 사업의 공익성
을 충분히 이끌어 내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도시 내 약자들의 의견
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거버넌스 구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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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달팽이유니온 발표자료

Housing rights for youth make a new social promise for all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Hello, everyone. I appreciate all of them, especially the friends who come here to 
communicate with me only via e-mail including hong-ing and kehzar. Actually, it is 
impossible without the help of SH cooperation.

Let me introduce housing problem of youth in Korea, South There are 3 problems of 
youth in terms of human rights.

The first, there is a discrimination. Korean young people live in one-room, like a 
studio type housing. this is very small and lack of facilities. Also, I lived in there, I tell 
you my episode. do you like baseball? When I lived in one-room in two thousand 
thirteen(2013), my neighborhood who lived in next door usually watched baseball 
game at on time. I heard that the feeling of him, joy, angry, sad, glad, it is called in 
Korea "희노애락“. This situation means the door to door is very close and the wall to 
wall is very very close. It cannot guarantee privacy. Fortunately, his favorite baseball 
team is the same for mine.
 
The problem is almost of all young people lived in there. and the most problem is 
that the price per square meters is much more expensive than a big apartment. small 
building and small room is more expensive than Tower Palace, symbolized super 
luxury apartment in Korea. Therefore, young people have no affordable housing in 
the market. Is it right? even in terms of capitalism, is it right?

The second, there is almost no youth friendly policy in Korea. As you know, one 
single person is the largest portion in population nowadays. But still, the institution of 
public housing is based on 4-person like family and the old. Let me introduce the 
data of move-in ratio in public housing. only 3% of under 30 lived in public housing 
because of old-fashioned institution. 

I don't say that "Family is not important or the old is not important." I want you to 
understand that "The world changed already, but the policies and the level of 
awareness is still the past. Therefore young people, especially single person 
households, are deprived of their rights."  

Additionally, most of the housing policies focus on loan policies. Many young people 
have become debtors because of this. Where is mandatory of government? Youth is 
not citizen?

The third, ownership on housing has concentrated on increasing housing fee high. It 
means that housing problem of youth is failure of policy last four decades. Housing 
problem of youth cannot means just for youth, it is symbolized inequality in Korea. 

민달팽이유니온 발표 전문(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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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ly, youth cannot be defined as age, economical, legal level. Eventually, when we 
tackle to solve the problem, it is important to focus on housing market that affected 
all of citizen, especially tenants. I always heard that "Young people could live in poor 
condition, but it is not permanent. When they grow up and are employed, the 
problem of housing disappear." and "You can bare anything when you are young". 
But, we don't forget the housing fee is very high in Korea, so even if young people 
have a job, it couldn't solve the problem." Also, the right must be guaranteed 
regardless of age or healthiness.

Therefore, I suggest the new promise for sustainable city. I think it is really new urban 
agenda. A new social promise is must be contained the reflection on the past, last 
days. We are challenged the increasing inequality and starting low-growth in 
economy. It doesn't working last mechanism. So we must change our future by 
ourselves.

I suggest a new social promise that can be explained three change points. Also, my 
working on social movement is a challenge to systemization of rights for young 
people and by young people.

The first, it should unveil the problem related to housing problem of youth.  Actually, 
the problem is ignored more easily because of the prejudice.  So, Minsnail Union try 
to expose the situation, make solutions and carry on empowerment course of 
consulting housing problems and housing rights many problems the young have.

We generally are consultants and find solution with tenants. It is good for the clients 
and us. Many young people has low self-confidence, but it doesn't mean they are so 
weak. they do feel better because of just talking their angry and sad story. although 
their problem is so serious, the government says that "there is no law". "we cannot 
help you" like a parrot.

As we listen the problem directly from young tenants, we can solve the problem on 
protecting the tenants and take care of their sadness.

The second, policy and awareness must change from ownership to sharing. 
In Korea, there are all policies focusing on protecting property right. therefore, now, 
we should adjust property rights, it means restricting unregulated exercise of property 
right for protecting Social rights.

There is new stream in terms of sharing in Korea. It came out as a term of voluntary 
Co-housing for reducing housing rental fee, like next case of speaker junghoon cho 
'udongsa' There is also new solution for reducing housing fee and using land, it is a 
social housing by civil organization (coop, social enterprise etc.) like minsnail housing 
coop. I want to tell you more but I have no enough time. so hope we can have 
another chance. Another case is re-using of vacant housing like next case of speaker 
jiyea shin ‘부흥주택’ In business sector, co-housing is becoming popular. In public 
sector, precisely, local government level, there is no new public housing called 
co-operative housing. people who in the housing must make coop and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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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including around there by themselves. For making coop, it has a curriculum 
for pre-tenants. I and many young people make this policy with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m very proud because it is a new and innovative model have never 
been challenged.

The third, the las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participation.
sustainable participation can make sustainable cities, because the very person 
involved knows their problem not by themselves but failure of policy, exactly
governments local and central guarantee stakeholders' participation, also it should 
consider the bearers of the rights, simply, just citizens.

New Urban Agenda must recover human rights that we lost in the past. Nowadays, 
the problem which young people faced is not only their problem, it is very related to 
the future. If the young people cannot endure their high housing fee and 
low-conditioned housing, our children and next generation cannot sustain their life on 
the planet. 

Therefore, for future we should make solidarity with the other marginalized group, 
homeless, low income population, the challenged, the old etc. although their 
condition is little different, but they are also human, and have human rights. When 
the marginalized can live better than today, everyone can live more happily. I'm 
willing to contribute to the change for making a new social promise with you 
together. Thank you.

Co-housing makes self-reliance on housing and work

조정훈, 우리동네사람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조정훈입니다. 저는 우리동네사람들이란 공동체에서 살며, 카페
오공이란 협동조합 방식의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주거를 기반으로 자
립과 지지의 관계망 만들기란 주제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청년들은 N포 세대 라고 합니다. 연애, 출산, 결혼, 내집 마련, 인간관계와 같
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인 2011년,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려보고 싶어 친구들 6명과 귀촌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합숙모임을 거쳐 서
울 중심에서 지하철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도시에 함께 살 집을 구했습니다. 모임은 점
점 커져 그 다음해에 두 번째 집이 생겼고, 또 1년이 지나 세번째 집이 생겼습니다. 공동
주거를 하는 사람들은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번째 집이 생겼고,  작년에는 게

우리동네사람들 발표 전문(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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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하우스로 운영되는 다섯 번째 집이 생겼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3개월 동안 공
동주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우동사는 현재 총 5채의 집을 구입하였습
니다. 절반 정도는 주거민들이 출자하거나 우동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자하였고, 나
머지 절반은 은행에서 빌려 총 10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주거를 하면서 생긴 여러 변화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주거 관련 비용이 절반 
이상줄어든 것입니다. 큰 집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살다보니 잠자는 곳에서 사람들과 교류
하고 일하는 곳으로 집의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안정된 주거 덕에 생긴 시간적, 금전적 
여유는 새로운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친구들과 독서모임을 하다가 42명이 100만원씩 출
자하여 카페오공이란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였고, 30여 명의 청년들과 3년째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맥주집을 오픈하였고, 농사지은 쌀을 
도정해 먹을 수 있는 작은 쌀가게도 열었습니다. 이렇게 작게 포장하여 동네사람들에게 
판매합니다. 또 하나 재미난 실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다보니 음식물 쓰레
기도 상당한 양이 나오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함께 사는 목수 친구의 도움을 받아 닭장을 만들었습니다. 연간 3천 리터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닭들이 먹고, 매일 2~3개의 계란을 저희에게 선물로 줍니다. 쓸모없는 것을 쓸
모있는 것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아도 삶이 풍요로워지는 우동사의 
삶의 형태를 잘 나타내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각자의 생각과 마음
을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서로 탓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관계망으로 
나아가는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동사의 실험은 한국 사회에서 아주 작은 실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소비가 줄고, 그럼에도 불안하지 않게 되어 덜 
일해도 되고, 남는 시간과 여유를 이런 관계망을 확장시키는데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동사의 실험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동사는 하나의 화단이 되고 싶습니다. 개인들의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세상이 아니라 
각자 가진 재능을 나와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기
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ot buying, Yes living

신지예, 오늘공작소

안정적인 주거권은 기본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는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꾸려 사회
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회권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민의 사회권은 재
산권 앞에 무력합니다. 토지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생산될 수 없는 특수한 자원입니다. 
때문에 토지 자본은 많은 사회적 갈등 요인의 시발점입니다. 특히 한국은 토건개발을 통
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매우 강합니다.

오늘공작소 발표 전문(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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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년 간 사유화 된 부동산을 중심으로 주거 정책, 부동산 정책이 이어져 왔습니다. 재
개발,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강체철거 현장을 항상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보상받을 길
도 거의 없습니다. 월세 상황도 사실 주기적 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기간은 보
통 2년이고 갱신청구권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희망과 내 집에 대한 꿈이 있을 때인 90년대~2000년대 초반에는 앞
선 정책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에 비해 부동산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다수 청년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토지를 소유할 가능
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청년들은 중년, 장년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고, 한
국현대사에서 가장 가난한 노년 집단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소유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유하지 않은 자도 도시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
다. 지난번 그리고 이번 해비타트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지난 주거권 운동이 시작되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년 간 토
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이들의 시민권이 보장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주거 그룹, 
특히 청년그룹에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공작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집을 고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한국 
특히 서울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을 거리낌 없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
나 최근 들어 저성장 기조가 전세계적으로 계속되면서 노후주택들이 재건축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부흥주택이라는 곳이고 74년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한국 최초의 
핵가족을 위한 주택이지만 지금은 2/3 가량이 비어있습니다.

한국 집 주인들은 재건축이 되어야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월세를 놓는 대신 
집을 놀리고 있습니다. 오늘공작소 청년들은 이런 주택을 평수 대비 1/10 가격에 빌렸습
니다. 그리고 집을 고치고 5/10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계약 기간이 짧고 갱신 청구권의 권한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안정적
인 거주 공간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 팀이 
고민하고 있는 방식은 Coummniy land trust 입니다. 청년, 중장년 엔젤 투자자를 중심으
로 노후 주택을 사서 공동으로 소유 또는 신탁을 주는 방식으로 1인 주거세대에게 안정
적인 주거지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CLT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굉장히 생소
합니다. 때문에 활동가끼리 정보를 나누고 한국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포럼을 여
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중 각 현장에서 clt 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
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불안정한 주거권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땅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제도
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 한국에서는 소유하지 못한 이들을 대변하는 연대체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
습니다. 이런 연대체 그리고 민간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행동을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한쪽으로 기울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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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얀마 주민조직활동가 KERZAR 발표 자료 

판과 같은 소유의 절대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재개발, 재건축, 전월세 상한제, 아직 
한국에는 제도상 없는 표준임대료 등의 제도에 시민사회 연대체 -(주거세입자, 상가세입
자, 지역 주민, 시민단체)가 동등한 지위를 갖고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경험과 현장에서의 정책 현안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발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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