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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주거사정과�주택시장의�변화

◆양적으로는 크게 개선

╴경제성장,�주택수요�증가에�따라�주택공급도�확대
∙인･허가기준으로�1988년∼2007년까지�연평균�8.6만�호씩�신규주택을�공급(전국은�연평균�53.6만�호씩�공급)
╴2008년�이후�공급량이�줄어드는�추세
∙ 2008년∼2014년에는�연평균�6.7만�호씩�신규주택을�공급(전국은�연평균�46.2만�호씩�공급)
∙ 2015년에�10.0만�호(전국�76.5천�호)는�주택시장이�침체되면서�유보되었던�사업물량이�시장회복에�따라�단기적으로�
집중�공급된�결과

╴서울의�주택재고는�1990년�이후�25년�간�약�2배�증가

<그림�1>�주택건설�인･허가실적
� �주 :�단위는 천 호임.

<그림�2>�주택재고�현황

� �주 :�단위는 천 호임.
자료 :�통계청,�각년도,�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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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주거사정과�주택시장의�변화

◆양적으로는 크게 개선

╴서울의�실질�주택보급률은�100%�이상
∙특히�주거용�오피스텔을�포함할�경우�2015년�서울의�실질�주택보급률은�102%�정도에�도달한�것으로�추정
╴인구�1,000인당�주택수는�가구당�가구원수1)를�고려하더라도�선진국�도시의�수준에�미달
∙가구당�가구원수를�고려하면,�서울의�인구�1,000인당�주택수는�런던과�비슷한�수준
∙최근�런던은�공급감소로�인해�주택문제가�분출되고�있다는�점에서,�서울도�공급확대�및�재고관리에�노력할�필요

<그림�3>�주택보급률�추이

� �주 :�실질보급률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수치이고,�2015년은 외삽법(로그함수)을
사용한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각년도,�인구주택총조사.

<그림�4>� 1,000인당�주택수

� �주 :�서울은 2010년 기준으로 오피스텔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뉴욕－United� States� Census� Bureau�홈페이지;�도쿄－총무성 통계국,�

2013,� 평성 25년 주택토지통계조사;� 런던－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1;�파리－Insee,� 2012.

� 1)�서울의 가구당 가구원수(2.5인)는 뉴욕(2.6인)과 비슷하고,�도쿄(1.9인)�및 런던(1.6인),�파리(1.9인)에 비해 많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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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주거사정과�주택시장의�변화

◆질적으로는 여전히 미흡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비중은�감소하고�있지만,�기준�자체가�높은�선진국에�비해�여전히�열악한�상황
∙ 2014년�기준�서울은�7.1%로,�전국보다�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비율이�높은�상황
∙주택의�구조⋅안전⋅위생�등을�감안하면,�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10%�내외일�것으로�추정
╴비닐하우스⋅쪽방뿐만�아니라�고시원�등의�비주택�거주가구가�급격하게�증가하는�추세
∙서울의�경우�지난�10년�간�비주택�거주가구가�5.4배�증가
∙비주택�거주가구는�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에�포함되지�않고,�주택으로�분류되지도�않아�정확한�규모�파악이�어려움
∙특히�비주택�거주가구는�각종�주거복지정책의�지원대상에서도�제외되어�주거사정이�더욱�나빠질�수밖에�없는�상황

<그림�5>�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비율

자료 :�국토교통부,�각년도,�주거실태조사
참고 :�일본은 기준 자체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5.1%,� 2003년∼2013년

4.0%∼4.5%�사이

  

<그림�6>�비주택�거주가구의�규모

� �주 :�오피스텔을 포함한 수치이고,�2015년은 외삽법(로그함수)을 사용한 추정치
임.

자료 :�통계청,�각년도,�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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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주거사정과�주택시장의�변화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부담 증가

╴연소득�대비�주택가격(RIR)은�선진국의�대도시와�비슷한�수준
∙서울의�소득�대비�주택가격은�9.4배로,�도쿄�및�뉴욕과�비슷하고�런던에�비해�약간�낮은�수준
╴임대료부담은�전세제도의�영향으로�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으나,�최근�월세화가�가속화되면서�임대료�
부담이�증가할�것으로�전망

∙운용수익�중심으로�부동산투자가�변화･전환되면,�임차인의�임대료부담이�2배�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

<그림�7>�연소득�대비�주택가격(PIR)

� �주 :�중위주택가격 ÷�중위소득
자료 :�서울－국민은행,�2015;�도쿄－도쿄 Kantei,�2015;�뉴욕－Census�Bureau,�

2011;�런던－Greater� London�Authority,� 2014.

<그림�8>�소득�대비�임대료(RIR)

� �주 :�서울은 월세전환이율을 7.7%(시장이율),� 3.2%(기회비용)를 적용
자료 :�서울－박은철,�2014,�｢서울시민의 주거실태와 정책수요에 관한 연구｣,�서울

특별시;�영국⋅프랑스⋅독일－Gerald�Koessl,�2014;�뉴욕⋅LA－Krishna�
Rao,� 2014,�Zillow,�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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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주거사정과�주택시장의�변화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가구의 순자산

╴2015년�가구당�순자산은�3억�6,152만�원으로�추정
∙순자산(금융부채�차감)�중�비금융자산의�비중은�75.6%이며,�지속적으로�하락(2008년�82.8%,�2011년�79.2%,�2014
년� 76.3%)

╴연령이�높을수록�자가거주율도�상승
∙청년층은�1990년에�비해�절반�이하로�감소한�반면,�중고령층은�2배�이상�증가
╴중고령층의�부동산자산의�비중은�80%에�육박할�것으로�추정�:�부동산가격�하락�시�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이�상당
히�클�것으로�예상

<그림�9>�가구당�순자산�규모�및�비금융자산�비중

� �주 :�단위 :�만 달러(시장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통계청,�2016,�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작성 결과”.

<그림�10>�연령별�자가거주율

자료 :�통계청,�각년도,�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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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주거사정과�주택시장의�변화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상반된 주택문제 대두

╴청년층의�절반�이상이�임대주택으로�거주･이동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비해,�중고령층의�2/3은�주거이동�및�주택개
선�의향이�없는�상태

<그림�11>�주거이동�및�주택개선�의향

자료 :�남원석⋅박은철,� 2015,�｢서울시 주택시장의 변화특성과 정책과제｣,�서울연구원.
╴자가거주율이�높은�중고령층은�주택가격이�안정/하락하면서�자산가치가�떨어지는�것에�대한�불안감
∙고성장세대들은�부동산가격�상승과정에서�중산층으로�성장하였으나,�자산의�대부분이�부동산(특히�주택)
∙이에�따라�노후준비가�안�된�상태에서�자산가치�하락에�대한�불안감�증폭
╴반면,�고용이�불안정한�청년층은�높은�주택가격�등으로�인한�주거불안�심화
∙서울에�거주하는�1인�청년가구�중�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지하⋅옥탑⋅비주택에�거주하는�가구의�비중은�38%로�
추정�⇒�다른�연령대에�비해�매우�높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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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주거사정과�주택시장의�변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많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인 상황

고성장기의 주택＝자산 기반의 복지
⇒부동산시장 불안,�가격 상승 정체

⇒노후불안문제 대두

사회･경제적 불안정
⇒주택문제 심화

②청년층의 주거문제 심각
③자산가치 상승 정체에 따른
중･고령층의 복지문제 부각

고용 불안정⋅소득 증가 정체
⇒주택담보대출 상환 곤란

⇒자가율 제자리

①자가소유 확대에 한계

<자가율(%)�비교> <실질주택가격지수�비교><선진국의�청년�주거문제>

<미 국>
�╴2005년∼2010년 동안 청년층의 자가율이
10%p�감소

<영 국>
�╴34세 이하의 자가율이 10%�내외로 정체

<일 본>
�╴20-30대의 부모와 동거비중이 상승추세
�╴연소득 200만 엔 이하는 3/4�정도가 부모
와 동거

◆많은 선진국의 주요 주택정책 이슈

╴주택가격의�안정,�주택공급의�회복,�주택수요의�진작
╴부담가능성�저하에�따른�민간임대주택의�중요성�부각�⇒�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의�공급
╴주택�노후화에�따른�주택개량�및�장수명화
╴청년층에�대한�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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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주택정책

◆일반적으로 부담가능 주택은 주택의 품질 및 입지가 적절하면서도 주거비부담이 비교적 적은 주택이나,�

최근 공공주택,�사회주택,�저렴주택 등을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

점유형태의 중립적 성격 민간부분의 이해 반영 사회정책의 전달체계 변화에 대응

╴‘부담가능 주택’�용어 자체는 임대주택만을 지
칭하는 것은 아님.
╴부담가능 주택정책은 자가(소유)와 임차에 대
한 지원을 모두 포함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민간부문은 주택정책
이 민간투자 및 건설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로비를 실시
╴‘부담가능 주택’은 민간부문의 이해를 정책논의
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수행

╴‘부담가능 주택’은 개인의 선택을 현실화시키는
능력과 관련
╴따라서 사회정책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개별적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상
황에 대응

╴부담가능�임대주택은�공공자원이�투입에�따라�임차인의�주거안정에�기여할�수�있는�민간소유의�주택이라고�정의
∙공공부문의�지원을�바탕으로�임차인에게�낮은�임대료부담과�장기거주를�제공하는�한편,�일정�수준�이상의�주택품질
을�유지할�수�있어야� ‘부담가능�임대주택’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영국⋅호주 등에서 시행

╴2015년�현재�미국은�2007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직전의�가격수준을�회복
╴부담가능�임대주택정책의�특성
∙민간의�자원을�활용하기�위한�유인책(한시적인�프로그램)으로�도입
∙신규�주택공급뿐만�아니라�기존�주택활용� :�빈집,�노후주택�등의�개량�및�리모델링�지원
∙특정�수요층(주로�저소득층)에�집중하여�배분⋅공급
∙영국에서는�사회주택�공급이�급감하는�문제점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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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주택정책

◆미국 뉴욕시의 Housing�New�York(10개년 계획)

╴정책의�도입
∙ 2012년�기준으로�RIR(소득�대비�임대료)이�30%�이상인�임대료�과부담가구가�55%�이상을�차지하는�등�주거안정을�
크게�위협

∙이는�지난�20년�동안�임금인상률이�15%�정도인데�비해,�임대료인상률은�40%�정도로�훨씬�높아서�발생한�현상
∙ 2014년�5월�뉴욕시장(Bill�de�Blasio)은�부담가능�주택의�공급을�확대하기�위한�정책인�‘Housing�New�York’을�
발표

╴정책의�주요�내용
∙ 10년�동안�414억�달러(48조�4,420억�원�정도)를�투입하여�20만�호의�부담가능�주택을�공급할�계획�:�매년�2만�호씩�
공급하되,� 8만�호는�신규주택�건설,� 12만�호는�기존주택�개량

∙뉴욕시는�개발사업�승인�및�시행단계에서�발생하는�각종�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공급관련�규제를�완화하여�사업자
의�비용절감을�유도�⇒�부담가능�주택의�신속한�공급을�촉진

신규주택 건설
8만 호
(40%)

기존주택 개량
12만 호
(60%)

부담가능 주택
20만 호

(414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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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주택정책

◆미국 뉴욕시의 Housing�New�York(10개년 계획)

╴소득계층별로�배분계획이�수립되어�있으며,�부담가능�주택의�78%�정도를�중위소득의�80%�이하인�저소득층에게�공급
할�계획

Extremely� Low� Income
(중위소득의 30%�이하)

Very� Low� Income
(중위소득의 50%�이하)

Low� Income
(중위소득의 80%�이하)

Moderate� Income
(중위소득의 120%�이하)

Middle� Income
(중위소득의 165%�이하)

8% 12% 58% 11% 11%

╴정책이�발표된�이후�주택의�효율�및�품질�향상을�위한�에너지효율�개선,�MIH(Mandatory�Inclusionary�Housing)2)�
및�ZQA(Zoning� for�Quality� and�Affordability)3)�등의�제도를�도입

∙ 2014년� � 5월� :� ‘Housing�New�York’�발표
∙ 2014년�12월� :�부담가능�주택�17,300호�공급을�위한�재정지원�완료
∙ 2015년� � 4월� :�에너지효율을�고려한�부담가능�주택�공급을�위한�전담조직�구성
∙ 2016년� � 1월� :�부담가능�주택�40,000호�공급을�위한�재정지원�완료
∙ 2016년� � 3월� :�부담가능�주택�공급을�위한�MIH�및�ZQA�제도가�시의회�통과
∙ 2016년� � 4월� :� ‘East�New�York�Community� Plan’이�최초의�MIH�계획으로�승인

� 2)�주택개발사업 승인 시 공급주택의 일정 비율을 부담가능 임대주택(임차인 소득의 30%�이하로 임대료 책정)으로 공급하는 정책 :�사업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영구적으로
10%의 주택을 중위소득의 40%�이하에게 부담가능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25%의 주택을 중위소득의 60%�이하에게 부담가능 주택으로 공급

�3)�건물의 용도,�크기,�형태 등을 제한하여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다양한 소득계층(특히 중고령층)에게 부담가능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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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주택정책

◆영국의 부담가능 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mes Programme: AHP)

╴정책의�도입
∙ 2011년부터�민간부문을�활용한�부담가능�주택을�공급하기�위해�도입하였는데,�재정부담을�줄이기�위한�목적
╴정책의�주요�내용
∙ 2020년까지�10년�동안�부담가능�주택을�확대하기�위해�공공이�민간의�공급주체에게�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
∙민간의�공급주체가�HCA(Homes�and�Communities�Agency)�및�GLA(Greater�London�Authority)에�보조금을�
신청하면�해당기관은�이를�심사하여�보조금�지급�여부�결정

∙부담가능�주택은�시세의�80%�이하(런던의�경우�주택가격�및�임대료부담을�고려하여�시세의�65%�정도)로�임대

╴런던 외 지역 :�HCA(Homes�and�Communities�Agency)
╴런던 :�GLA(Greater� London�Authority)

민간의 공급주체(Registered�Providers� :�사회임대인 ＋�민간기업)

╴정책대상 :�저소득가구(한부모가구,�노인가구,�1인 청년가구 등)
╴임대기간 :�2년 이상
╴임 대 료 :�시세의 80%�이하(런던은 시세의 65%�정도)

①보조금 신청
②사업자 선정
� � 보조금 배정

③ Investment�Management� System� :
� � 분기별 사업진행 상황 자료 업데이트

④주택공급 및 임대관리

╴정책의�한계
∙ 2013년�기준�공영주택(Council�Housing)�대기자는�169만�가구인데�비해,�부담가능�주택은�8.8만�호로�제한적
∙부담가능�주택의�공급이�수요를�감당하지�못하면서,�1호당�보조금수준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공급주체의�대출부
담이�가중�⇒�1호당�보조금이�21,250파운드(계획)에서�16,989파운드(2014년)로�20%�정도�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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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주택정책

◆영국의 부담가능 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mes Programme: AHP)

╴정책의�부정적�효과� :�부담가능�주택의�공급이�증가할수록�사회임대주택�공급량�감소

사회임대주택
╴지방정부⋅사회임대인 소유의 임대주택
╴최초임대료 :�시세의 50%∼60%
╴임대료 상승률 :�소매물가지수 ＋�1%�이하

부담가능
임대주택

╴사회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가구에게 배분
╴최초임대료 :�시세의 80%�수준
╴임대료 상승률 :�소매물가지수 ＋�1%�이하

중간임대주택
╴시세와 부담가능 임대주택의 중간 정도
╴최초임대료 :�시세의 80%∼100%
╴임대료 상승률 :�소매물가지수 ＋�0.5%�이하

◆런던시의 Homes� for� Londoners(시장의 부담가능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

╴런던은�영국�전체의�주택가격과�비교했을�때�1.8배�높고,�임대료는�1.9배�높아�주택문제가�심각한�지역4)
╴신축되는�대부분의�초고층아파트는�호화주택으로�투자를�목적으로�거래되고,�공실률이�높은�상황�⇒�주택재고는�증
가하지만,�일반�시민이�거주할�수�있는�부담가능�주택은�오히려�감소하고�있는�실정

╴2016년� 5월�시장으로�당선된�Sadiq� Khan은�신축주택의�50%�이상을�부담가능�주택5)으로�공급하는�공약을�제시
� 4)�평균 주택가격은 런던 502,191파운드,�영국 272,468파운드이며,�평균 임대료는 런던 279파운드/주,�영국 144파운드/주 수준임.�HCA�&�GLA,�2014,�Housing�Expenditure�
Plans.�Office� for�National� Statistics.

� 5)�런던시장은 부담가능 주택을 자가의 경우 45만 파운드 이하,�임대의 경우 시세의 80%�이하로 정의하고,�구체적인 부담가능 주택정책의 실행계획을 수립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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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주택정책

◆호주의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NRAS)

╴정책의�도입
∙중･저소득가구를�위한�저렴한�임대주택의�공급을�늘리기�위해,�100호�이상의�대규모�투자를�유도하기�위해�2008년
에�도입된�한시적(2008년∼2016년)�프로그램

╴정책의�주요�내용
∙주로�중·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며,�지원주택이나�사회주택에�입주하지�못한�일부�극빈층까지�포함

빈곤층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지원주택

사회주택

부담가능 주택

민간임대주택

rent-to-buy

∙입주자격�외에�거주자격6)에�대한�제한이�있어�매년�임차인의�자격조건(소득,�가구원수�등)을�확인
∙저렴성을�유지하기�위해�세액공제,�현금�및�현물�등의�보조금을�지원(NRAS�주택�1호당�2008년�8,000호주달러�⇒�
2015년�10,917호주달러)

� 6)�거주자격 가운데 소득기준은 입주자격보다 25%�정도 높게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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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주택정책

◆호주의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NRAS)

╴정책의�주요�내용
중앙정부 :�75%
(매칭방식)

지방정부 :�25%

임대사업자
(비영리단체,�커뮤니티조직,
개인 및 민간 개발업자)

세액공제

현금 및 현물지원
주택 공급

╴입주대상 :�중･저소득가구
╴임대료 :�시세의 80%�이하
╴임대기간 :�10년
╴입주자격 외에 거주자격을 마련하여 운영

2012년까지 5만 호

╴정책의�평가�및�한계
∙ 2014년�5월�호주정부는�NRAS에�따른�주택공급이�미진하자�신규�참여자7)�모집을�중단하고,�지원�중인�주택에�대해
서만�지원하고�있는�상태�⇒�2012년까지의�공급목표는�5만�호이나,� 3.8만�호만�공급

기관투자자의 참여율 저조
╴정부는 많은 기관투자자가 투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기대하였으나,�대부분의 공급주체(NRAS�참여자)
가�비영리단체로 나타남.�이외에 민간기업,�대학교,�기숙사 공급자 등의 순으로 사업에 참여

임대료가 높은 지역의 낮은 호응도

임대료의 부담가능성 문제

기숙사 지원에 대한 비판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서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NRAS�주택에 대한 호응도가 낮고,�입주
신청률이 낮음.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시세보다 20%�저렴한 임대료수준이라도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이 지대

╴NRAS�참여자가 대학교인 경우 기숙사의 50%를 유학생이 점유
╴정책대상이 중･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기숙사를 NRAS�주택으로 허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

� 7)�NRAS�참여자는 투자자,�개발자,�비영리단체,�커뮤니티주택 공급자 등으로 구성되며,�비법인 조인트벤처(Non�Entity� Joint�Venture)�형태의 컨소시엄이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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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서울의�주택문제에�대한�대응방향

◆정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

주택수요

고성장시대

╴대규모 주택수요층 형성
� �∙베이비붐 세대,�소득 증가에 따
른 높은 구매력

╴자가 취득을 통한 중산층화
� �∙가격상승기 자산규모의 증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1-2인가구 증가
╴주택구매력 위축
� �∙경제성장 둔화,�고용 불안

저성장시대

╴신규 주택수요 감소
╴임차수요 증가
╴캥거루족 등 부모에 대한 청년층
의 의존도 증가

주택공급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등을 통한
대량공급
╴대규모 전면재개발,�철거재개발

╴주택재고의 성숙기 도달
╴개발가능지 부족
╴개발수요 감소
� �∙주택가격 안정,�사업성 저하

╴재고주택의 유지관리
╴주거지의 점진적 재생
╴다(多)유형 소(小)규모 건설

주거복지
╴전세 위주의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공공택지 개발,�정부재정 투입

╴저금리,�시세차익 기대 감소
╴대규모 공공토지의 확보 곤
╴공공주택관련 예산 제약

╴전세가격 급등,�월세 확산
╴민간부문 활용 등 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다양화 필요

주택문제
╴주택재고의 절대적 부족
╴주택가격 급등

╴양질의 주택재고 부족 :�상대적 부족
╴주택가격 하락 우려

주택정책의
초 점

주택정책의
수 단

╴공급 확대
��∙자가소유 촉진

╴시장 중심,�공공 보완

╴부담가능성(affordability)�증진
╴주택성능 향상

╴시장 위축,�공공 한계
�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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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서울의�주택문제에�대한�대응방향

◆저성장⋅저출산⋅고령화⋅상대부족 시대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세대통합적�주택정책� :�고령층의�소득욕구와�청년층의�주거불안을�동시에�해결하는�전략이�필요
∙경제가�저성장단계에�진입하고,�고령화･저출산문제가�심화되는�상황에서�중고령세대와�청년세대의�주택문제가�충돌
하는�현상이�발생

╴시장의�활력을�이용하되,�공공의�목표와�조화시키는�방법으로�임대주택�공급�⇒�수익성과�공공성을�조화시킬�수�있는�
정책�패키지�마련할�필요

╴시장을�투명화하고,�부담과�혜택의�형평성�강화�⇒�부담가능하고�지속가능한�임대차시장을�위한�단계별�전략을�수립
할�필요

국가 /�서울시

SH공사 /�LH공사

기존 주택소유자
(50-60대 /�고성장 세대)

신규 주택수요자
(20-30대 /�저성장 세대)

노후대책 활용
점진적 재생 확산

부담가능 주택 공급

소득기회 제공
가처분소득 증가
출산율 제고

도시활력 증진 부동산시장 연착륙

자금 지원,�세제 혜택
용적률 인센티브

최초임대료 제한
저소득층 등 우선 입주

경제활동 증가

저렴주거 관리수수료
임대관리,�시설관리
노후주택 개량

임대료

주거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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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저렴주택�공급을�위한�영역별�정책과제

◆지하철역 주변지역의 고밀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대량공급

╴뉴타운사업�이후의�도시재생�및�주택공급�방안으로�우선�적용

250m

500m

소규모 증･개축 및 개량역세권 2030 (서울형)�뉴스테이

╴소규모(500㎡�또는 1,000㎡�이상)�토지
╴용적률 인센티브 :�준주거 및 상업지역 인근의
경우 종상향
╴기대효과 :�21만 호 내외의 소형주택 신규공급
� �∙공공임대주택 4만 호 확보

╴지역맞춤형 재생사업과 연계
�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존 가로망 유지,�중층
주거단지 조성

� �∙주거환경관리사업 :� 공공은 기반시설 정비,�
주민은 주택 증･개축 및 개량

� �∙주택개량에 대한 공공의 지원체계 구축 :�저
리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양질의 임대
주택 확보

╴중규모(5,000㎡�이상)�토지
╴용적률 인센티브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적용
╴기대효과 :�2017년까지 전국에 7만 호 공급
� � ∙서울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임대주
택 추가 확보

╴우려되는�부작용�및�해결방안
∙역세권의�시세를�고려하였을�때�청년층의�임대료부담은�감소하지�않을�것�⇒�최초임대료�제한�도입
∙토지가격만�올리고�사업은�진척되지�않을�것�⇒�한시적�규제완화를�통해�투기적�행위를�방지
∙주차공간이�부족할�것�⇒�대중교통�이용의�편리성을�제고



- 18 -

Ⅳ.�저렴주택�공급을�위한�영역별�정책과제

◆주거복지정책은 민간부문을 활용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

╴부담가능한�임대주택�확대에�주력

주택임대차 보호

세제우대주택
(＋최초임대료 제한)

사회주택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부담가능
임대주택

기존의
주거복지정책

향후의
주거복지정책

공공임대주택 공급･재고물량 위주
(공공부문이 직접 소유,�운영,�관리)

다양한 방식으로 가구의 주거복지 실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시장 안정

╴공공임대주택은�소득�4분위�이하의�저소득가구를�중심으로�공급�→�2025년�가구수�대비�재고량�10%�목표

<그림�26>�공공임대주택�재고추이�및�목표량

주 :�단위는 천 호임.

공공⋅민간의 협력 하에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대

공공임대주택

╴다양한 공급방식 :� 공공건설,�
민간건설 매입,�재정비사업 시
확보 등
╴관리체계 혁신 :�임대관리 및
임대료체계 개선,�시설관리 및
공동체관리 강화 등

민간임대주택

╴세제 혜택(준공공임대주택 등)�
:�세금 감면,�운영비 보조 등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공적 성격
을 유지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일부
를 보조하여 부담을 경감

사회주택협동조합주택,�두레주택 등 <대안적 모델 발굴⋅확산>



- 19 -

Ⅳ.�저렴주택�공급을�위한�영역별�정책과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더 늘어나기 전에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동일�유형의�공공임대주택�간에도�공급시기에�따라�3배∼4배까지�임대료의�차이�발생
∙현행�입주자�관리방식으로는�계층혼합(social�mix)과�세대혼합(aging�mix)�불가능
╴저소득층에�비해�고소득층의�입주자편익(입주자가�공공임대주택으로�얻는�경제적�혜택)이�과다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50년�공공임대주택�＜�재개발임대주택�＜�SHift(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의�통합운영을�전제로�하여�임대료체계�개편,�임차인의�관리참여�확대�등이�필요
∙임대료체계의�경우�단기적으로�신규�입주자를�대상으로�적용하되,�중･장기적으로는�기존�거주자에�대해서도�거주자
격을�심사하여�임대료를�조정(사례� :�일본의�응능응익�임대료,�영국의�임대료개혁�및� ‘pay� to� stay’)

╴소득 연동형
╴목표임대료 :�소득 대비 15%�내외
� � (시세의 50%∼60%�수준)

╴입주자격 강화 :� (1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기준)�소득 4분위 이하
╴거주자격 신설 :� (1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기준)�소득 6분위 이하

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통합 또는 통합운영

╴임대유형별 다양⋅차이
╴정책대상⋅입주자격 혼선

영구･매입･공공･국민임대 등
통합운영

(형평성⋅효율성)

임대료체계 개편
(응능응익형)

임차인의
관리참여 확대

╴건설원가 연동형
╴공급시기 및 임대유형에 따라 임대료의
격차 발생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의 문제 소득 1-4분위

╴시세 연동형
╴목표임대료 :�시세의 80%∼100%�수
준

소득 5-10분위

╴임차인의 부분적 관리참여 허용
╴임차인의 회의 참여 유도

형식적 참여

╴공공임대주택 단지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
╴참여를 통한 책임성과 효율성 추구

참여를 통한 관리의 효율화

╴복지프로그램과 주거서비스의 연계

적극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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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저렴주택�공급을�위한�영역별�정책과제

◆민간임대주택의 공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준공공임대주택 확대

╴준공공임대주택에�대한�추가�지원을�통해�공공성을�강화
∙공급을�확대하기�위해서�서울시의�추가지원을�통해�공공성을�강화하도록�하며,�국가�차원에서�제도�개선을�위한�시
범사업으로�운영

╴시세의�80%∕90%�이하이면서�가구소득의�30%�이하로�주거비(임대료＋관리비)를�부담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할�
필요

추가자금 융자 또는
대출이자 보조

노후주택에 대한
주택개량⋅리모델링 보조금

공공이 보유･취득한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

임대인의 임대료수입 중
일부를 보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개량자금 대출(건설자금 대출도 시행 예정)
� �∙ 2015년 말 기준 :�서울 1,150호,�전국 3,570호

지
원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운영하
는 등록 임대주택(2013년 말부터 중앙정부 시행)

개
념

공급 확대 및 공공성 강화서울시의 추가지원

주택개량⋅리모델링 지원 토지 지원금융 지원임대료 지원

<공공성 강화>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가구 입주

저렴한 임대료
(시세의 80%∕90%�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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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저렴주택�공급을�위한�영역별�정책과제

◆주거비 보조제도의 확대

╴공공임대주택�정책과의�균형⋅조화를�추구할�필요
∙현재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사각지대�지원�⇒�단계적으로�민간임대주택�거주가구의�주거안정을�위한�보완
수단으로�확대

╴주택개량사업과�연계하여�양호하고�저렴한�임대주택을�확보하는�수단으로�활용할�필요
∙민간임대주택도�부담가능�주택이�될�수�있도록�하는�수단�＋�민간임대시장의�투명화와�일정�수준�이상의�주택품질
을�유도하는�수단

∙에너지바우처를�주거급여에�포함시켜�정책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할�필요
<현 재>

제한적⋅형식적 주거비 보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광열비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각지대 보충

※2015년 기준 실제 보장률은 3.3%

╴공공임대주택 미입주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저소득가구의 임대료 부담능력 향상

╴기존 주택재고의 품질향상 유도

<향 후>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수단으로 운영

저렴한 임대주택
확보를 통한
주거선택 기회의
확대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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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저렴주택�공급을�위한�영역별�정책과제

◆국가 차원에서 주택금융의 기능을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우리나라는�주택시장에서�금융의�역할이�상대적으로�제한적인�실정
전세제도의 영향 가족원조의 관행

주택구입자금 중에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37.1%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자료 :�국토교통부,� 2014,�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주택담보대출을�장기의�모기지대출로�전환�⇒�생애최초�주택구입을�지원하는�방식으로�실수요자�중심의�주택금융을�
개편할�필요

╴채무조정�차원에서�정책�운용⇒장기적으로�주택담보대출제도�자체의�재구성�필요
∙채무조정과�주거안정�프로그램을�연계하는�것뿐만�아니라�주택담보대출�시�소득�파악과�사용�모니터링을�강화할�
필요

<현재>�LTV⋅DTI�적용
⇒제도 개선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현재>�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확대되는 경향

⇒가계부채 문제의 진원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생계자금,�생업자금으로 활용

가격 상승･급등기에 단기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

(10년 이하인 단기대출 비중이 76.9%)

╴장기 모기지대출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
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개편

╴채무조정 차원에서 정책 운용⇒장기적으
로 주택담보대출제도 자체의 재구성 필요
╴채무조정과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연계

자료 :�통계청,� 2014,�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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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투기억제 세제에서 부담가능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세제로 개편 필요

╴현행�부동산세제의�기본축은�①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②고가주택에�대한�재산세�중과
╴임대소득에�대한�과세,�보편적인�재산세�강화�등에�대한�제도�마련이�지연되고�있는�상황

투기억제

경기부양

널뛰기

부동산세제에 대한 신뢰가 낮고,�형평성 문제가 발생

╴그동안�제기된�부동산세제관련�개혁�요구와�대응방향

╴임대소득세의 사문화
� �⇒임대소득세 현실화를 위한 여건을 정비할

필요 :�임대주택 등록제와 패키지로 …

╴GDP�대비 재산과세의 비중이 낮지 않은 편
╴가파른 누진세제에 따른 지속성 문제가 발생
� �⇒고령화시대에 따른 전략적 검토가 필요

╴주택은 비교적 현실화된 반면,�토지와 비주거
용 건물은 비현실적

� �⇒임대료 등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

①시세의 1%로 보유세 상향조정 ②임대소득세 강화 ③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강화

╴고령화,�저성장�등�시대상황의�변화에�대응하여�한국적�특성을�반영하되,�글로벌�가치를�반영하는�방향으로�부동산세
제를�반영할�필요

∙ (예)�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임대소득세�도입과�인센티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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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문제가 부동산세제 개편의 핵심

╴선진국과�같이�임대소득세�감면과�부담가능�주택의�공급을�연계하여�저렴한�주택재고를�확보하는�데�활용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시세차익(투자)보다
는 운용수익 위주로 재편
╴전세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월세 중심으로
임대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는 중
╴임대소득세가 전가될 가능성은 있지만,�감
면방식을 통해 임대시장 투명화와 저렴주택
공급을 촉진 가능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는 데
세제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운용수익 관
리는 후순위 과제
╴전세제도가 임대인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가에 대한 논란
╴임대소득세가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사회보험
료를 새로 부담하게 되거나 높아지는 문제
가�발생

� �⇒조세 저항이라기보다 사회보험료 저항의
문제 :�그러나 장기적으로 반드시 가야
할 길

임대소득세 정착되지 못한 이유 <최근의 환경 및 상황 변화> 임대소득세 도입의 걸림돌

╴우선�준공공임대주택�등록을�조건으로�임대소득세와�사회보험료에�대해�특례를�적용하는�방안이�필요
∙연간�2,400만�원의�임대소득이�있을�경우�임대소득세는�21만�원(월�1.8만�원,�보증금은�고려하지�않음)에�불과하지
만,�건강보험료(월�13만�원＋α)과�국민연금보험료(월�18만�원)가�세금에�비해�15배�이상인�상황

∙ 2017년부터�1,000만�원부터�과세�예정이나�2,000만�원까지는�분리과세로�인해�실제�조세�부담은�극히�낮음.�1주택�
9억�원�이하�주택에�대해서는�아예�납세의무가�없음�⇒�제도의�형평성�문제가�상존

∙과세형평성�강화,�임대시장�투명화,�전･월세가격�안정�등�여러�요소를�고려하여�임대소득세제도가�연착륙할�수�있는�
방안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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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임대주택 등록제와 임대소득세 정상화를 패키지로 도입할 필요

╴임대주택�등록제를�전면적으로�실시�＋�등록한�주택에�한하여�연�임대료소득�2,000만�원까지�일정�기간�과세유예(단,�
등록하지�않을�경우�과세)�＋�월임대료부터�인상률�상한기준�적용

╴임대소득세,�임대료인상 제한의 실효성,�묵
시적 계약갱신 등을 위해서는 등록제가 선
결요건
╴임대소득세를 유예하더라도 등록제는 전면
적으로 시행할 필요

╴임대소득세 정상화⋅실질화는 조세정의 차
원에서 반드시 필요
╴그러나 사회보험료 증가문제가 있어서 조세
저항 야기할 가능성

� �⇒� 사회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실질화 전략을 마
련할 필요

╴등록제 시행을 전제로,�계속 거주자부터 인
상을 제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필요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료인상이 제한되
므로,� 등록제를 실시하면 계약갱신청구권
문제소지가 대폭 감소

임대소득세 정상화 임대주택 등록제 임대료인상 제한

임대소득세
정상화

임대주택
등록제

임대료인상
제 한

패키지로 도입

임차인에게는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확대

임대인에게는
적정한 운영수익 보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