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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주거위기는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의 미비
로 인하여 적절한 문제해결을 찾지 못하고 주거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주거위기는
주거취약으로 가시화되기 전의 상태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업+가구특성+점유형태+보증금규모의 취약성]을 바탕으로 한 주거
위기가구는 최소 25.9만~51.2만 가구; [기초생활서비스 단절]에 따른 주거위기가구 규모
는 29만~40.6만 가구로 추정됨
주거위기가구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 상시지원, 탈출 및 회복지원 다층적 정책이 필요.
긴급주거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 긴급임시주택, 주거복지센터 연계 등이 진행
해외에서도 임차가구 긴급지원, 위기가구 실태조사,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 주택 투자 확
대, 긴급주택 공급, 상담확대, 돌봄서비스 강화 등의 방식으로 위기가구를 지원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중층의 주거안전망 체계구축 필요: 긴급-상시-회복과 서비스 연계
위기가구 규모(25.9~51.2만 가구)에 비해 실적은 5~6만 정도에 머물러 규모 대비 지원
수준이 11~23%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책 확대가 필요
긴급복지지원 내 주거지원 대상자의 제한성을 극복하여 임대료 연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순수월세 가구, 공동주택 이외 주택 관리비 연체 파악 등의 개선 필요
주거위기 위험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문체계 구축으로 위기가구 실태 사전 파악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재원 투입: 연간 290억 원~625억
원 수준의 예산 지원으로 25~50만 위기가구 상담과 서비스 연계 가능

iii

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나 경기침체, 재택근무, 대중이용시설 제
한 등은 새로운 유형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며 주거위기가구를 발생시킴
∙ 기존의 주거지원은 주거문제가 상당히 진행되어 취약함이 증명된 가구에 대해
서 잔여적으로 지원하는 제한된 방식이므로 특정상황에 갑작스레 발발한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이 미비
∙ 현재 소득이 있고 주거의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
될 수 있는 민간부문 저소득 불안정 노동 임차가구는 공적 지원제도에 편입되기
어려운 한계 존재
□ 연구의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
∙ 주거정책 대상을 위기-취약-상실의 흐름 속에 재정립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인한 주거위기 발생 경로를 정의하고 위기가구 규모를 추계함
∙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정책지원의 현황과 실적을 통해 시사점 도출
∙ 해외의 코로나19 이후 지원방식의 내용과 규모를 파악하여 긴급대응의 적극성,
상시대응 체계의 강화, 정책 전환, 회복을 위한 서비스 연계 강화라는 시사점을
도출
∙ 주거위기가구 대응 강화를 위하여 주거정책의 안전망 기능 강화 필요성을 역설
하고, 세부적으로 긴급대응-회복전략 및 서비스 연계-상시체계 강화의 3단계
중층 안전망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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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위기와 정책 대상
□ 위기와 취약 및 주거위기
∙ 위기는 구성원이 행복, 생존 등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고 취약은 내·외적 자원
이 매우 부족한 상태를 의미
∙ 주거위기는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
본의 미비로 인하여 적절한 문제해결을 찾지 못하고 주거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
∙ 주거취약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고려하여, 비적정 거
처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상태가 인정된 경우로 정의
∙ 따라서 주거위기는 주거취약으로 확정되기 전의 상태로 조작적으로 정의
∙ 주거위기가 가시화되면 주거취약으로 하강하고 주거취약이 고착화되면 주거상
실로 전락하는 것으로 각각을 자리매김함
그림 1 | 주거위기의 자리매김과 특성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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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정책 대상의 제한성 극복 요구
∙ 국내 주거정책 대상을 정의하는 방식은 위기의 탐지나 사전 대응보다는 이미 취
약한 상태에 진입하여 취약성이 확연한 대상자를 하나씩 추가하는 잔여적인 접
근을 취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
∙ 가속화되는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경제적 충격은 주거부문에서 중층의 안전망
기능을 담당할 것을 요구

3. 주거위기 발생 경로와 규모
□ 주거위기는 직업, 점유형태, 보증금규모의 중첩된 관계 속에 발생
∙ 주거위기 발생 경로에 따라 크게 네가지의 그룹으로 나누어짐
∙ (그룹 A) 코로나 상황과 무관하게 주거비 과부담, 과밀 등 주거여건 취약층
∙ (그룹 B)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정적 직업군으로 재택근
무를 통해 주거면적 수요가 증대되는 시장참여집단
그림 3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주거위기 발생 경로

출처: 박미선(2021) p.5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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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C)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불안정 직업군으로 소득감소가 발생하고
점유형태(월세) 및 보증금 규모(보증금없거나 월세의 6개월 미만)에 따라 임대
료 및 공과금 연체의 위협이 가시화되는 주거위기 직면 집단. 임대료 연체가 장
기화될 경우 퇴거위기에 직면하고 주거를 상실하는 노숙상태 전락 가능
∙ (그룹 D) 원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시설거주자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됨. 지역사회지속거주를 위한 주거정책 확대가 필요한 집단
□ 주거위기가구 규모 추계
∙ 가구형태 중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 정보, 돌봄, 직업 등에서 취약하
고 더 이른 나이에 불안정 직업군으로 이동하므로 그룹 C 해당자 추정 시 가구
형태도 함께 고려함
∙ 직업, 점유형태, 보증금 규모, 가구형태를 바탕으로 한 주거위기가구 규모는 최소
25.9만~최대 51.2만 가구
∙ 기초생활서비스
단절에 따른
주거위기가구 규모는
29만~40.6만으로 추정
∙ 주거위기 발생 경로에
따른 위기가구 규모와
전기, 수도, 가스 등
기초생활서비스 단절
에 따른 주거위기가구
의 규모가 최소 25.9
만~최대 51.2만 가구
로 추계됨

viii

그림 4 | 위기가구 추계방식에 따른 규모 추정 요약

자료: 연구진 작성

4. 주거위기 대응 정책과 서비스 연계
□ 주거위기와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대응, 상시지원, 탈출 및 회복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 대응이 요구됨
□ 주거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
∙ (긴급주거지원) 공공부문의 자원과 조직을 활용한 방식으로 공적 지원체계 내
의 대상자는 안정성이 높으나,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노출된 가
구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일 수 있음
∙ (긴급복지사업 내 주거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주거 상실에 위협을 느낄
정도에 지원하므로 긴급한 주거위기에 대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위기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가구만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제한
적인 방식이 지속
□ 위기로부터의 탈출·회복을 위한 비주택주거지원 상향사업과 긴급임시주택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상담과 밀착 지원서비스가 연계되고 추가적인
비용지원과 자활서비스 등이 추가된 토탈 서비스 패키지
∙ (긴급임시주택) 긴급한 주거위기나 상실의 상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기존의
주거가 준비된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접근이 아닌 주거를 먼저 지원하는 방식
∙ (주거복지센터의 연계) 주거위기가구의 다차원적 어려움으로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상담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이 높아짐. 2025년까지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 주거위기가구 지원 실적 및 특성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지속 확대되어 2020년 5,502호가 지원
∙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지원이 미미하여, 가구당 평균 20만원에 불과
∙ 주거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과 지원실적이 높아가고 있으나 위기 특성의
비정형성과 일시성, 제도의 제한성과 경직성으로 지원이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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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위기가구 지원 정책의 시사점
∙ 주거위기가구는 위기 발생의 과정이 정형화되기 어렵고, 결혼, 건강, 돌봄, 직
업, 수입, 자녀 등의 요인이 중첩되어 나타남
∙ 주거위기는 최종적 거처의 위협으로 작용하여 “위기의 끝판왕”으로 불리울 만
큼 사안이 중대하고 위험함
∙ 긴급 주거지원제도는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주거상실 위기 직전
에 놓인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거나, 이미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
상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한계를 노출
∙ 주거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이 중요
∙ 주거복지센터 상담자료의 체계화와 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긴급임시주택은 주거상실의 위험에 놓인 대상에게 최후의 보루를 제공하는 안
전망 기능을 담당하므로 전향적인 확대가 필요

5. 해외의 주거위기 대응 방식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 긴급 지원 대응
∙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감소 영향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임
차인과 자가소유자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
∙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이연, 퇴거 금지, 임대
료 지원, 공과금 납부 이연 또는 지원,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 또는 갱신 조치
시행, 임대료 동결
∙ 자가소유자의 경우 모기지 납부 이연, 재산세 납부 이연이나 경감 등을 지원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4개 국가에서 주택수당을 추가지원하거나 신설하여
주거지원 강화
∙ 주거위기가구 긴급실태조사 실시: 미국 통계청 가구조사 총 6회 데이터 수집,
미국 도시연구소 코로나 영향 추적조사, 네덜란드 주거위기가구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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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위기가구 상시 지원 체계 강화
∙ 사회주택 또는 부담가능 주택 공급 확대: 미국 바이든 정부 일자리계획을 통해
부담가능 주택 전폭 지원, 400만 달러 지원하여 공공임대주택 인프라 개선 등
∙ 유럽연합 주요국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 주택 공급 적극 확대 표명
∙ 사회주택 임대료 인상억제 및 주거지원 강화, 민간임대시장 접근성 강화(사회
초년생과 중위소득 가구)(네덜란드) 등 시행
∙ 사회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선과 투자 확대 및 그린뉴딜과의 연계성 증대
□ 주거위기가구 탈출·회복지원과 서비스 강화
∙ 긴급주택 공급의 주거우선 정책(Housing First) 시행: 미국, 유럽, 캐나다 등
∙ 주거상담을 통한 임차가구 정보제공 및 위기하락 방지
∙ 주거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강화
□ 해외 주거위기가구 대응 정책 시사점
∙ 사회주택 투자확대를 통한 상시적 안전망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사회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일조
∙ 긴급 위기 상황에 대응한 적극적 조치 실행.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험성
을 인지하고 주거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도입하여 퇴거위기
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
∙ 위기가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의 다양성과 적극성 및 조사 자료를 활용한 사회
적 불평등 연구 공유로 사회적 환기
∙ 민간임차가구 등 소득감소에 따른 퇴거 위기에 가장 취약한 대상을 위하여 임대
료 동결,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 퇴거 동결, 기초생활서비스 단절 금지 등 사
회적 최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적극 실행
∙ 상담서비스 등 위기가구 탈출 및 회복을 위한 전략을 함께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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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위기가구 안전망 강화 방안
□ 중층의 안전망 체계 구축
∙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와 세계화 가속화에 따라 불안계급이 증가하면서 주거부
문에서도 위험에 처할 대상 계층이 지속확대 중
∙ 신자유주의적 주거정책으로는 불안계층에 대한 예방적이고 사전적인 지원 제약
∙ 위기의 사전 탐지, 취약시 집중지원, 탈출과 회복지원, 서비스 연계 전략 필요

그림 6 | 위기의 신호와 진행 및 지원방식 개념도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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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위기가구 긴급 지원 체계 강화
∙ 주거위기가구 정책 대상으로 추정한 규모에 비해 수혜실적은 약 10~20%에 불
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미흡한 상황
- 25.9만~51.2만 위기가구 규모 추정에 비해 2.3만 정도만이 정책 수혜
∙ 현재 지원된 50억 규모의 정부 지원이 500억~1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필요
제안
□ 긴급지원의 대상자 유연성 확대
∙ 긴급복지지원 내 주거지원 대상자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유연성 강화 필요
∙ 현재 주거위기가구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주택손실, 주거상실 위기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임대료 연체의 경우도 추가하여 주거상실 직전까지 내몰리
리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사전위기 탐지 대상자의 주거기준이 전세 1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경직
성을 보완하여 폭넓은 대상자가 집계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
∙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만을 정보연계로
파악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공동 이외의 주택 관리비 연체를 파악할 시스템 구
축 제안
∙ 주거위기 위험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설문 체계 제안
□ 주거취약계층 상시 안전망 강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성 강화와 주체의 다양화 제안
∙ 정부부처의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전감지 체계 강화
□ 주거회복과 서비스 연계 강화
∙ 주거정책을 전달하는 최일선에 위치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중요성과 역할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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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센터 안정화와 역할 강화 및 긴급임시주택 확대

요

약 · xiii

차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ⅲ
요
약 ····················································································································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3. 연구흐름 ···································································································8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5. 연구의 기대효과 ·····················································································12

제2장 주거위기와 주거정책 대상
1. 위기 및 취약에 관한 이론 ······································································15
2. 직업 및 가구특성별 차별적 취약성 ·························································20
3. 주거정책 대상과 주거위기의 정의 ···························································31

제3장 주거위기 발생 경로와 규모
1. 코로나와 주거위기 발생 경로 ·································································47
2. 직업 및 가구특성별 주거위기가구 규모 추정 ··········································50
3. 기초 생활서비스 단절에 따른 주거위기가구 규모 추정 ····························55
4. 위기가구 규모 추정의 시사점 ·································································63

xiv

기본 21-39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제4장 주거위기 대응 정책과 서비스 연계
1. 주거위기가구 긴급 대응 정책 ·································································69
2. 주거위기가구 회복 지원과 서비스 연계 ···················································79
3. 주거위기가구 지원 실적 및 특성 ····························································87

제5장 해외 주거위기 대응 방식
1.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 긴급 지원 대응 ·········································109
2. 주거위기가구 상시 지원 체계 강화 ·······················································120
3. 주거위기가구 탈출·회복지원과 서비스 강화 ··········································126
4. 국내 주거정책 시사점 ···········································································130

제6장 주거위기가구 안전망 강화 방안
1. 중층 안전망 체계 구축 ·········································································139
2. 주거위기가구 긴급 지원 체계 강화 ·······················································150
3. 주거위기 회복과 서비스 연계 강화 ·······················································155
4. 주거취약계층 상시 지원망 강화 ····························································163

차

례 · xv

차례
CONTENTS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 제언 ················································································169
2. 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과제 ····································································173

참고문헌 ···················································································································175
Summary ···············································································································188
부

xvi

록 ····················································································································191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주요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11
<표 2-1> 가구원수별 가구수 변화(2005~2020) ························································27
<표 2-2> 직업군별 종사 가구수 ················································································30
<표 2-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기준의 시기별 변화 ···························33
<표 2-4> 주거빈곤의 정의 ·························································································37
<표 2-5> 주거빈곤 계층의 구성 ················································································38
<표 3-1> 직업군별 종사 가구수 ················································································50
<표 3-2> 점유형태별 직업군별 전체가구 수 ······························································51
<표 3-3> 보증금 규모별 취약직업군 전체가구 수 ······················································51
<표 3-4> 점유형태별 직업군별 1인 가구 수 ·····························································52
<표 3-5> 보증금 규모별 취업직업군 민간임대 거주 1인 가구수 ·······························54
<표 3-6> 복지사각지대 주요 정보연계 현황 및 발굴변수 ··········································57
<표 3-7> 연도별 빅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발굴 현황 ················································59
<표 3-8> 최근 5년간 지역본부별 전기요금 체납현황 ················································62
<표 4-1>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지원 기준의 변화 ····················································73
<표 4-2> 주거상실 위기가구 대응에 대한 기존 주거복지제도의 한계 ·······················81
<표 4-3> 서울특별시 긴급지원주택 운영 현황(2020년도 기준) ·································82
<표 4-4> 서울 긴급임시주택 입주 기준 ·····································································83
<표 4-5> 연도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실적 ·············································87
<표 4-6>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지원 부문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건당 지원금액 비교 ·· 91
<표 4-7> 2020년 비주택 주거상향 지원사업 참여지역 ·············································92
<표 4-8> 2020년 비주택 주거상향 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94
<표 4-9> 긴급임시주택 입주가구 특성 및 입주시점에 확인된 주거위기 ····················96
<표 4-10> 서울주거복지센터 최근3개년 주거복지 상담실적 ······································97
<표 4-11> 2020년 주거복지센터 지원내역과 수혜가구 ···········································98
<표 4-12> 2021년 주거복지센터 지원내역과 수혜가구(2021.1~2021.10) ···············99

차

례 · xvii

차례
표차례
CONTENTS
LIST
OF TABLES

<표 5-1>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주거지원 대응 방식 ·············································111
<표 5-2>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별 주택수당(신설 또는 변경) ······························112
<표 5-3> 미 통계청 가구조사의 주거 부문 질문 문항 ············································116
<표 5-4> 코로나 영향 추적조사(1차) 설문지 중 주거부문 문항 ······························118
<표 5-5> 코로나 영향 추적조사(2차) 설문지 중 주거부문 문항 ······························118
<표 5-6> 네덜란드 소득기준 별 사회주택 최대 임대료 인상률 ·······························124
<표 6-1> 주거위기 위험가구 설문조사 문항 예시 ···················································154

xviii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흐름도 ································································································9
<그림 2-1> 힐(Hill)의 ABCX모델 ··············································································17
<그림 2-2> 힐(Hill)의 롤러코스터 모델 ·····································································18
<그림 2-3> 위기에서 취약으로의 발전 과정 ······························································19
<그림 2-4> 국내 전 산업군·전 직업군 취업자 증감(전년 동월대비) ··························20
<그림 2-5> 미국 직업 및 부문별 원격 근무 시간의 잠재적 점유율 ··························21
<그림 2-6> 각국의 코로나 전·후 순 고용 비중 변화(2018~2030) ···························23
<그림 2-7> 임금 수준별 고용율 변화 ········································································24
<그림 2-8> 국내 산업별 취업자 증감 ········································································25
<그림 2-9> 직업군별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중 ··················································26
<그림 2-10> 가구원수별 가구수 변화(1985~2019) ··················································28
<그림 2-11> 인구유형별 상대적빈곤율(시장소득, 가처분소득기준) ·····························29
<그림 2-12> 주거위기의 자리매김과 특성 ·································································42
<그림 2-13> 다층적 안전망 구조 ··············································································43
<그림 3-1>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주거위기 발생 경로 ···························48
<그림 3-2>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56
<그림 3-3> 지자체 통보 발굴대상자 예측·선별 절차 ················································56
<그림 3-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조회 화면 ····························58
<그림 3-5> 연도별 빅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발굴 현황 ·············································60
<그림 3-6> 코로나 발생 이전·이후의 전기요금 체납가구 및 체납금액의 규모 변화 추이 ··· 61
<그림 3-7> 위기가구 추계방식에 따른 규모 추정 요약 ·············································64
<그림 4-1> 코로나 이전,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 및 사후적정성 기준의 변화 ····74
<그림 4-2>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성 ·······················································76
<그림 4-3> 지자체별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기준 ······················································78
<그림 4-4>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절차 ····················································80
<그림 4-5> 주거복지센터의 지역사회 내 자리매김과 역할 개념도 ····························85

차

례 · xix

그림차례
차
례
LIST OF FIGURES
CONTENTS

<그림 4-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요 실적(2007~2020년) ···························88
<그림 4-7>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도별 지원건수 비중 추이 ········································89
<그림 4-8>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도별 지원금액 비중 추이 ········································90
<그림 4-9> 지역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선정배경 및 사업실적 ······················93
<그림 4-10> 2020년 비주택 주거상향 지원사업 목표가구수 대비 상담건수 비교 ···· 95
<그림 4-11> 2020년 비주택 주거상향 지원사업 목표가구수 대비 달성률 ················95
<그림 4-12>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상담실적 ······························································98
<그림 4-13> 주거위기가구 진입경로와 특성 개념도 ················································104
<그림 5-1>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별 주택수당 재정투입규모 ·······························113
<그림 6-1> 소득감소기에 자력 생활 가능성 ····························································143
<그림 6-2>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143
<그림 6-3> 위기의 신호와 진행 및 지원방식 개념도 ··············································148
<그림 6-4> 다층적 주거안전망 구조 ········································································149
<그림 6-5> 주거위기가구 선정기준의 보증금-월세 관계 지역적 차이 ·····················152
<그림 6-6> 주거복지센터의 자리매김 강화 ······························································158
<그림 6-7> 행복e음 모니터 상담지 주거부분 ··························································159
<그림 6-8> OECD 국가의 사회주택 공급주체 ························································164

xx

CHAPTER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3. 연구흐름 ·····································································8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5. 연구의 기대효과 ·······················································12

0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 조치는 역설적으로 소득감소와 무급휴직, 실업으로 이어
지면서 주거비 지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기존의 정책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던 가구들이
새로이 위기가구로 떠오른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주거위기가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경로로 위기가 발생하며 어떤 위험에 직면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정책 대상으로 새로
이 조명받아야 할 대상으로 주거위기가구를 정의하고 기존 정책 대응과 한계,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나 경기침체, 재택근무, 대중이용시설 제한 등
은 새로운 유형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며 주거위기가구를 발생시켰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감염병 위험에 직접 노출되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소득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최저주거기준미달 등 위
생적 측면에서 불리한 주거여건을 가진 가구에게 재택근무는 감염병에 대한 안전한 대
응전략이 될 수 없다. 또한 소득감소로 인한 여파는 공과금 납부 및 임대료 지급에 어
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직업의 취약성, 가구유형, 점유형태, 보증금의 규모 등 중첩된 요인에 따라
주거위기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 주거위기는 비적정거처 거주자와 같이 물리적으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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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거처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주거여건이 하락할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소득감소에 따른 임대료 연체 등으로 비자발적 이주
과정에서 주거여건이 악화되거나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주거위기
가구의 규모를 직업의 안정성, 가구형태의 안정성, 점유형태의 안정성,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중첩하여 위기의 규모를 추정하면 약 26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박미선·조윤지, 2020, pp.5-6), 현재 이들에 대한 주거위기 조사나 심층 인터뷰 등
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도 코로나에 따른 다양한 주거위기가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에서
는 코로나바이러스 2020법(Coronavirus Act 2020)을 제정하여,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 비상권한(emergency power)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다
양한 범위의 재량권을 획득하였는데, 공공집회(public gatherings)를 제한하거나 금지
하고, 자가격리 조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제한, 레스토랑 등 비즈니스 영업제한, 공
항 및 항구 운영 중지, 의대생, 퇴직 의료종사자도 공공의료 서비스 종사 허용, 공공의
료 서비스 부담 완화, 의료종사자 지원, 경제적 영향 받은 가구 지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한 퇴거유예조치나 임대료 동결, 자동 임대차계약 연장 등
을 활용하여 민간임대거주가구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지는데, 임
차인의 임대료 연체에 따른 퇴거금지 조치는 사회주택과 민간임대 모두에 적용된다.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주에서 임대료 체납에 따른 퇴거 금지 조치를 시행중에 있고,
델라웨어 주와 메인 주와 같은 곳에서는 공공주택청에서 긴급주거지원 기금을 마련하
여 소상공인, 소득감소 가구, 임대료 연체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대부분
의 주에서 공과금 체납에 따른 단전, 단수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소
득감소를 겪은 이들에 대한 주거위기 상황과 후속적인 건강위협, 자녀 학습 저해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삶의 영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주거 위기 계층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된 주거정책 수단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로
이루어져있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제한적인 대상만이 수혜를 입는 한계가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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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우리나라 기존 주거정책의 중점적 지원대상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이거나 주거급여 대상자이고, 추가적으로 비주택에 거주
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따라서 정책 대상이
이미 충분히 소득과 자산이 낮음이 증명되거나, 현재 물리적 여건의 열악함이 상당기
간 증명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정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정책 수혜 대상의 제한
성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기존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와 팬데믹 발 경제위기 발생우려가 높
아 고용-주거-건강-교육의 다중중첩 취약계층이 한국사회의 핵심문제로 부각될 가능
성이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소비위축으로 서비스업, 자영업, 일용직 등은 고
용불안과 함께 급격한 소득감소가 불가피하며, 특히 순수월세, 보증부월세 등 매월 월
세를 지불하는 가구는 소득감소에 따른 월세 미납으로 현재 주거에서 쫓겨날 수 있다.
자가격리, 재택근무 등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비주택 가구는 건강상에 악영향을 받기 쉽고, 전산장비와 고속통신수단을 갖추지 못한
가구는 온라인교육에서 아동의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 만약 주거위기가
구가 노숙으로 전락한다면 복지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염병 확산 촉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험자의 관리 문제까지로 확대되어 도시방역정책의 영역까지 문제가 확장될
수 있다.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긴급히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장기
간에 걸친 세밀한 소득자산조사와 적격자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
한 배경하에 한시적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가구를 위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긴급주
거지원사업에서 담당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코로나에 대응한 긴급주거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등(국토교통부, 2020a)으로 이루어져 있어, 긴급지원 역시 이미 공적 지원의
틀 속에 포함된 대상자 중심의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소득
이 있고 주거의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민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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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소득 불안정 노동 임차가구는 공적 제도하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주거의 위기는 비주택거주자와 같이 그 대상자가 비적정거처에 거주하기 전에 발생
하기 때문에 이른바 주거취약계층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 단계에 해
당한다. 향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주기적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
운데,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파악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주거위기가구에
노출된 가구의 특성 파악 및 이에 대한 사전적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도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의 한계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후 위기의 상시화에 대
응하여 주거위기가구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병행한 사전적이고 예방적
인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주거위기가구를 진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주거정책의 대상에 대한 정의, 위기가구에 대한 정책
현황과 이슈, 실제 위기가구 지원 과정을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거정책 대상을 기존의 주거취약계층이나 주
거약자에서 확대하여 위기-취약-상실의 흐름에 따라 구분하고 주거위기가구를 자리매
김한다. 이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상시화에 따라 경제적 충격 영향을 받아 발생하
는 주거위기가구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들의 주거여건 특성을 고찰한다. 주거위기가구
를 주거정책 측면에서 자리매김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현황을 관련된 중앙정부
부처(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중심) 사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코로나19 이
후 해외 주요국에서 실시하는 주거정책적 전환과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안 및 조사방식
을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거위기가구의 발굴, 대응, 지원연계의 가장 최접점에
서 활동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가구의 진입경로와 과정, 사례관리를 심층

6

분석하여 위기 양상과 정책 대응방식을 재구조화하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주거정책 방향과 주거위기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범위
연구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따라 주거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주거위기
가구로 정한다. 본 연구에서 주거위기가구는 현행 주거정책에서 정책지원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이 아닌 민간임차가구를 의미하며, 현재 정책 대상으로 포섭되
지 못하였으나 경제적 충격에 따라 주거안정성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 조작적으로 정의
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위기와 취약에 대한 논의 및 주거정책의
대상과 위기가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주거위기가구 규모 추정, 주거위기가구 대응 정
책을 긴급-상시-회복의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코로나19 이후 주거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정책 대응 해외사례조사, 주거위기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있어 주거정책의 대상과 주거위기가구 규모의 추정 및 분석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주거위기가구의 상담자료는 주거복지센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상담자료 구축 시스템이 갖추어진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1
년을 기준으로 구득 가능한 가장 최신년도 자료를 활용한다.

2)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이론 검토 및 문헌 연구, 통계자료 분석, 현장조사 및 인터뷰,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였다. 이론 및 문헌 검토는 논문, 보고서 등을 활용해서
주거정책 대상이 되는 주거취약계층, 위기가구, 상실, 주거불안, 주거빈곤 등을 이론

제1장 서론 ･ 7

적으로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주거취약 및 주거위기가구에 대
한 정책의 발전과 현황, 대상, 지원방식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통계자료는 주거실태조
사 등을 활용하여 주거위기가구 규모와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주거복지센터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경제적 충격에 의해
소득이 급감하여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경험이 있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가구가 방문
하는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해외 주요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대응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주거정책의 주요 논점의 변
화와 방향, 동원 방식을 조사한다. 특히,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대응과 관련한 정
책 도구를 상세히 조사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 도출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대안의 적실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파악하고자 대학, 학회, 연구
계의 주거정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의견 청취와 함께 비주택거주가구 상향사
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담당 현장 실무자의 자문을 추가하였다.

3. 연구 흐름

연구의 흐름은 우선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피력한 후, 현재 정부의 정책 현황과 수혜자의 특성을 분석한다. 위기가구로 규명될
수 있는 대상자를 추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양
부처에서 시행하는 주거위기가구 대응 정책과 실적을 분석한 후 추정한 자료와 실제
실적간의 차이도 확인하였다.
이후 해외에서 나타난 코로나 이후 주거정책의 전환과 긴급대응 방식을 조사하고,
국내 위기가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위기가구에 대한 정책 대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그림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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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연구흐름도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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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주거취약계층과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분석한 최근의 선행연
구로는 강미나 외(2020), 이후빈 외(2020), 이재춘 외(2020) 등이 있다. 강미나 외
(2020)는 주거취약계층 중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에 집중하여 주거복지정책의 체
감도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미나 외
(2020)는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모두 서비스 지원의 연속성, 주거복지 담당 기
관의 산재로 인한 비효율성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
하며, 이들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주거복지정책
담당 부처들이 취약계층의 주거권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
계 방안을 제시한다(강미나 외, 2020).
이후빈 외(2020)는 주거취약계층 중 지하주거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열악한 주거환
경을 선택한 이유를 중심으로 주거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도출하
였다. 이후빈 외(2020)는 대상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들이 주거빈곤에 진
입하게 된 이유를 중심으로 주거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후빈
외(2020)는 해당 계층을 시장소외계층은 아니지만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거비 과부담에 처
할 가능성이 농후한 집단으로 보고 포용적인 주거안전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재춘 외(2020)는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주거복지정책이 마련을 위해 주거복지
수요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재춘
외(2020)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주거공간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주거불안이 심
화됨에 따라 배제되는 계층 없이 모든 계층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의
일부로 포용적 주거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배제와
포용의 관점으로 주거복지에 접근함에 따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던 과거에는 미처 포
착하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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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코로나 이후의 주거정책을 위기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위기가구의 정책
적 지원과 실태 및 잠재한 위험성에 대한 실사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
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와 함께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상시화될 때 기존의 주거정책이 재구성되어야 함을 최신의 해외사례를 통해 보
강하고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표 1-1 | 주요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구분

주요
선행
연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
계 강화 연구
∙ 연구자: 강미나 외(2020)
1 ∙ 연구목적: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체감도 제고 및
주거지원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
∙
∙
∙
∙

문헌수집 및 검토
통계자료 분석
인터뷰 및 설문조사
현장조사
업무협의회 개최
전문가 포럼 운영 등

∙ 과제명: 비적정주거의 사회공간적 특
성과 주거지원 강화방안
∙ 연구자: 이후빈 외(2020)
2
∙ 연구목적: 지하주거 거주자의 사회·공
간적 특성 분석 및 주거지원 강화방안
모색

∙
∙
∙
∙
∙

문헌수집 및 검토
현황분석
공간분석
주거선택분석
정책방안 제시

∙
∙
∙
∙
∙

다기관 협동연구
∙ 주거빈곤층의 주거비지출 현황 및
국내문헌연구
주거현황분석
해외사례연구
∙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
통계자료분석
한 정책 대안 마련
현장조사, 심층인터
∙ 주거빈곤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뷰, 설문조사: 고시원,
시범사업 대안 제시
쪽방 거주자 등

∙ 과제명: 포용적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주택정책 연구
∙ 연구자: 이재춘 외(2020)
3
∙ 연구목적: 포용적 주거복지 관점에서
주거복지 수요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 과제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
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 연구자: 박미선 외(2021)
본 연구
∙ 연구목적: 코로나 이후 위험의 상존
시대에 주거위기가구를 진단하고 대
응전략 마련

∙
∙
∙
∙

∙ 정책연계 및 협력에 관한 이론 검토
∙ 주거취약계층 주거 현황
∙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정책
연계 및 협력 현황과 과제
∙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
책 제안
∙
∙
∙
∙
∙

지하주거와 주거복지정책
지하주거 거주가구 현황분석
지하주거 밀집지역 공간분석
지하주거 거주가구 주거선택분석
지하주거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

∙ 주거위기가구의 정책적 자리매김
문헌 연구
∙ 주거위기가구 지원 정책 현황 분석
통계 자료 분석
∙ 비자발적 이주가구 실태조사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 코로나 이후 해외 주거정책 동향
최신 해외사례
분석
∙ 주거위기가구 대응전략 마련

출처: 강미나 외(2020). 이후빈 외(2020), 이재춘 외(2020)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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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감염병과 같은 위험상황에서 주거
취약이나 상실가구로 하락할 수 있는 정책대상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
소하고 정부의 사전적 정책 대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비적정거처에
장기간 거주함이 증명되기 전 단계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주거정책 대상을 확대한다.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자발적 이주와 같은 위기가 가시화되고 고착화되기 전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정책이
지원됨으로써 사후적인 처방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정책적 대응을 장단기로 제시하여 주거정책 전환의 방향을 선
제적으로 제시한다. 코로나 이후 해외에서 진행되는 정책적 구조전환과 긴급대응 양상
을 최신화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실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민간
임대거주 임차가구를 위한 긴급대응과 조사방식에 대한 분석과 실사를 통해 우리나라
에 적실한 긴급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화에 기여한다.

2) 학술적 기대효과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민간임차가구 중 직업의 안정성과 점유의 안정성 및 가구형
태의 안정성이 중첩된 위기가구의 규모를 추정하고, 주거위기발생 경로를 제안하여 향
후 국내 주거복지 분야 연구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해외에서는 퇴거와 취약,
주거의 안정성,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본 연구를 시작으로 퇴거위기가구,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학문적 고찰이 활성화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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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요인은 경제적 충격을 동반하면서 위기상황을 야기한다. 이는 가구
의 특성과 직업 취약성에 따라 더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현재 국내의 주거정책 대상을 검토해보면,
위기의 탐지나 사전 대응보다는 이미 취약한 상태에 진입한 이들을 하나씩 추가해가는 잔여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 가속화되는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경제적 충격은 주거부문에서 중층의 안전망 기능을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1. 위기 및 취약에 관한 이론
1) 위기 및 취약의 개념
위기와 취약은 자원의 부족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측면에서 정
의되고 있다. 이때 위기는 “사회체계(social system) 내에서 구성원이 행복, 생존 등
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정의된다(Lipman-Blumen, 1973; 김승권 외, 2010,
p.25, 재인용). 위기는 일련의 사건·상황 자체보다는 사건·상황이 개인·가족에게 미
치는 ‘결과’ 때문에 더욱 중요한데, 이는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상황을 겪었다 하더라
도 개인·가족의 맥락에 따라 위기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다수
의 가족에게 이혼이라는 상황은 위기이지만, 가정폭력 피해가족의 경우에는 위기의 탈
출구가 될 수도 있다. 즉,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위기정도가 약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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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사건과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족의 대
응이지만, 일부는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빈곤, 실직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위기여부가 결정되는 이론을
Hill이 ABCX 모델로 정의하고 있다. 위기가구는 위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함과
동시에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분한 내·외적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여 위기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내·외적 자원은 경제적 자원(소득, 자산 등), 인적 자본
(학력, 지식수준, 인내력 등 인지능력과 비인지적 능력 포함), 사회 자본(구성원 간
친밀도, 이웃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친밀도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취약이라는 개념은 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취약가족은 내·외적
가족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의 가족을 의미한다(김승권 외, 2011). 예를 들어 사회경
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질병·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약가구의 가장 큰 특징은 내·외적
가족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외부로부터 이러한 자원을 동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족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취약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 위기 발생 과정과 회복의 메커니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취약화, 그리고 회복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은 Hill의 모델
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ABCX 모델」은 가족이 빈곤·실직등의 상황에 직면하였
을 때 가족이 위기에 처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모델의 구성은 스트레스 사건·상황(A)
과 가족자원(B), 그리고 가족인식(C)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레스 사건·상황(A)에
직면하게 된 가족의 가족자원(B)와 스트레스 사건·상황에 대한 가족인식(C)에 따라
위기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가족이 사건·상황에 대처할 만큼 충분한 내·외적
가족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스트레스 사건·상황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소화되는
반면, 가족자원의 결핍은 영향력이 극대화된다. 또한 스트레스 사건·상황에 대한 가족
인식(C)의 경우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일지라도 가족에 따라 기회로 인식하는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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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위기여부가 결정된다(Hill, 1949; 김승권 외, 2010; 김승
권 외, 2011)(<그림 2-1> 참고).

그림 2-1 | 힐(Hill)의 ABCX모델

출처: Vosler(1996), 김승권 외(2010) p.28 재인용

두 번째로 힐(Hill)의 「롤러코스터 모델」은 가족의 위기 전·후 변화에 대해 설명한
다. 즉 가족이 ‘위기사건을 기점’으로 위기상황에 빠진 뒤 적절한 위기해결 전략을 적
용하였을 경우 ‘재적응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모델의 구성요소에
는 해체기간과 회복의 각도가 있다. 해체기간이란 위기사건을 기점으로 위기상황에 빠
지게 되는 구간을 의미하며, 회복의 각도란 적절한 위기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이
다. 회복의 각도의 경우 적절한 해결전략을 취할수록 회복의 각도가 작아지게 된다.
가족은 위기상황에 빠진 뒤 일정 기간을 거쳐 회복 기간을 가진 후 재적응 단계에 도달
하게 되는데 이는 “가족이 혼란의 시기에 벗어났다는 의미일 뿐, 위기 전과 동일한 균
형상태를 이룬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Rapport, 1962; 김승권 외, 2010:
29). 즉 해체기간을 겪고 적절한 회복기간을 겪은 뒤 가족은 위기를 겪기 이전보다 재
적응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유사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더 낮아서 부적응 상태가 될
수도 있다(<그림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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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힐(Hill)의 롤러코스터 모델

출처: Burr & Klein(1993), 김승권 외(2010) p.29 재인용

3) 위기발생에서 취약으로의 발전 과정
앞서 위기가족의 정의에 기반하여, 일차적으로 새롭게 발생한 스트레스 사건·상황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극복할 만한 충분
한 내·외적 가족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게 되면 위기가족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위기가족이 발생하게 되면 가족의 기능은 약화되고 가족의 불안정성은 심화되게 된다.
이들 위기가족이 위기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스트레스 사건·상황이 장기화·만성
화·고착화된 경우 결과적으로 취약가족으로 전락하게 된다. 모든 위기가족이 동등한
위기수준을 갖는 것은 아니며 ‘위기에 대한 인식’과 ‘위기관리(위기대처) 능력’의 강
약에 따라 개별가족의 위기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위기가족이 취약가족으로 전
락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취약가족의 유형에는 “태생적으로 취약
가족인 경우와 위기가족이 취약가족으로 전락한 경우”로 구분된다(김승권 외, 2011).
태생적 취약의 경우 빈곤의 악순환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며, 위기가족이 취약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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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락한 경우는 위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취
약가족으로 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2-3> 참고).

그림 2-3 | 위기에서 취약으로의 발전 과정

출처: Burr & Klein(1993.), 김승권 외(201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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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 및 가구특성별 차별적 취약성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 및 직업군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쳤
다. 원격수업과 재택근무 비중이 증가하였고 대면접촉이 필수적이거나 재택근무가 어
려운 직업군에서는 고용감소, 실업이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자영업자
들은 장기간 휴·폐업 상태를 지속하게 되었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들은 소
득이 감소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크게 나타났다(<그림 2-4> 참고).

그림 2-4 | 국내 전 산업군·전 직업군 취업자 증감(전년 동월대비)

자료: 통계청(2021b)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1) 직업군별 원격 근무 가능성에 따른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재택근무의 가능성과 가구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우선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군은 직업별 작업활동 특성을 고려한 이론적
원격근무 가능성과 실제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코로
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Mckinsey Global Institute(2021)에서는 직업
군별 업무단위를 세분화하여 직업별 부문별 원격근무시간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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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 부문의 경우 생산성에 손실이 없는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은
전체 업무시간의 4분의 3이 할애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원격근무가능성의 잠재력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5> 참고). 이러한 유효 잠재력은 각 작업에서 수행
되는 활동의 혼합과 물리적, 공간적, 대인 관계에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 직
업군의 원격근무가능성의 이론적 최대치는 39%, 그 중 실제 가능한 유효 잠재력은
29%로 나타났다. 유효 잠재력을 기준으로, 전체 산업/직업군 대비 유효 잠재력이 높
은 산업/직업군과 낮은 산업/직업군은 각 총 9개로 구분하였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21; <그림 2-5> 참고).

그림 2-5 | 미국 직업 및 부문별 원격 근무 시간의 잠재적 점유율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21) p.40 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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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업군별 특징을 보면, 예술, 오락 및 레크레이션, 소매업,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는 현장작업을 필수로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물리적 근접성을 가장 많이 요구한다. 따
라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특히, 사회적 거
리두기에 대한 요구와 대면접촉 중단에 대처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서, 고객 상호 작용과 관련된 부분은 셀프서비스와 고객 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확대될 분야이다.
전체 직업군 대비 유효 잠재력이 높은 직업군 중 교육부문은 이론적 최대치가 상당
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잠재력이 다소 낮은데 이는 효율성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는 원격 수업이 가능하지만, 학습효과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대면 수업이 효과적
이고, 일부 학생은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와 인프라 연결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고용수요도 변동할 것인데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추세가
감지된다. 즉 일자리 감소는 소매, 접객 및 식품 서비스의 고객 서비스 직업군에서 발
생할 것이다. 해당 직업군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임금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자동화가 일상적인 작업을 대신하고 더 나
아가 그로 인해 실직한 저임금 근로자가 다른 저임금 직종으로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자상거래와 배송경제의 성장으로 창고 및 운송 부문의 단
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지만, 배송 및 운송 부문의 일자리가 음식 서비스, 고객 판매
및 서비스, 비숙련 사무실 지원등의 저임금·저숙련 일자리 감소를 상쇄시킬 수 없음이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 고객 서비스 및 식품 서비스 일자리가 총 430만개 감소할
수 있는 반면, 운송 일자리는 거의 80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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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 각국의 코로나 전·후 순 고용 비중 변화(2018~2030)

주 : 작업 100,000개당 각 국가의 총 고용 비중 변화를 의미함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21) p.73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Mckinsey Global Institute(2021)는 코로나 이후 시나리오 예측을 통해, 노동력의
29~30%가 저임금 일자리(연간 임금의 최하위1/3)이지만, 이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실
직한 노동자의 43~64%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 이는 소매업, 외식업
및 접객업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 대면 접촉 종
사 저임금 노동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불균형적으로 실업을 경험하지만, 향후 코로나
1) Mckinsey Global Institute(2021)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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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자동화 및 AI 도입으로 인하여 실업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그림
2-6> 참고). 이로 인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은 중·고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은 실직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더 느리게 회복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21)(<그림 2-7> 참고).

그림 2-7 | 임금 수준별 고용율 변화

주: 2020년 1월 대비 2021년 2월 변화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21) p.81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 일자리산업위원회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
에 따르면 취업자가 감소한 산업군은 국제 및 외국기관, 제조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기소비 생산활동,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공행
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 분포해 있다(<그림 2-8> 참고). 이는 앞서 Mckinsey Global Institute(2021)에
서 확인한 원격 근무의 유효 잠재력이 낮은 산업/직업군과 코로나 전·후의 시나리오에
서 고용수요 변화가 감소하는 산업/직업군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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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 국내 산업별 취업자 증감

주 : 취업자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수치로 취업자의 의미는 다음 3가지 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나.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류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
자료: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상황판(2021)
https://dashboard.jobs.go.kr/index/detail?pg_id=PDCT020201&data2=DCT020201&ct_type=run.
(2021년 11월 15일 검색)

한편, 통계청의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기준, 직
업군별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중은 <그림 2-9>와 같으며, 주로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에서 저임금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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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9.6%), 100~200만원미만의 임금근론자 비중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40.5%, ‘서비스 종사자’에서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300만원 미만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42.7%)’, ‘농립·어업숙련종사자(42.3%)’, 400만원
이상은 ‘관리자(77.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1.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 | 직업군별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중

자료: 통계청(2021a) p.20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2) 가구형태별 1인가구의 취약성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편적인 가구형태가 되어 있
다. 2019년 기준 총 가구의 30.2%, 641.8만 가구가 1인가구로 집계되었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고, 소득수준도 낮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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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직업군에 더 많이 종사하고 더 이른 나이에 안정직업군에서 불안정직업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높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처에 거주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점유형태의 안정성도 낮다(박미선·우지윤, 2021). 1인 가구는
감염병이 도래하는 것과 무관한 가구형태이나 감염병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충
격이 발생했을 때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아래
의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가구원수별 구성 변화는 15년 사이에도
급격한 변화를 보일 정도로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표 2-1> 참고).

표 2-1 | 가구원수별 가구수 변화(2005~2020)
구분

2005

2015

2019

2020

증감(2020-2005)

가구(천) 비중(%) 가구(천) 비중(%) 가구(천) 비중(%) 가구(천) 비중(%) 가구(천) 비중(%)

1인가구

3,171

20.0

5,203

27.2

6,148

30.2

6,643

31.7

+3,472

68.9

2인가구

3,520

22.2

4,994

26.1

5,663

27.8

5,865

28.0

+2,345

46.5

3인가구

3,325

20.9

4,101

21.5

4,218

20.7

4,201

20.1

+876

17.4

4인가구

4,289

27.0

3,589

18.8

3,300

16.2

3,271

15.6

-1,018

-20.2

5인이상

1,581

9.9

1,224

6.4

1,014

5.0

947

4.5

-634

-12.6

전

체

15,887

100.0

19,111

100.0

20,343

100.0

20,927

100.0

5,040

100.0

다인가구

12,716

-

13,908

-

14,196

-

14,283

-

-

주: 다인가구는 2인가구 이상 전체의 합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만일, 1인가구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주거 부문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 또다른 팬데믹 상황이 도래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수 있
다. 그러나 이미 낮은 학력, 불안한 직업군, 낮은 소득, 더 이른 나이에 불안 직업군으
로의 이전, 주거여건 불안 등의 요소를 고루 갖춘 1인 가구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강건
하게 버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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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 가구원수별 가구수 변화(1985~2019)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박미선·우지윤(2021: 7 재인용)

가구형태 중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 직업, 돌봄, 주거안정성, 주거비부담
측면에서 취약한데, 소득면에서는 1인가구 빈곤율이 높은 것에 더하여 최근 빈곤율이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인가구의 빈곤율(기준 중위소득 50%기준)
은 시장소득 기준 59.6%로 코로나 발생 전인 2018년보다 0.7%p 증가하였으며, 가처
분 소득 기준으로는 51.8%로 2018년 대비 0.9%p 감소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인구유형별 상대적 빈곤율에서 코로나 발생 전인 2018년 대비 시장소득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증가한 인구유형은 청년, 장애인, 취업자, 여성가구주가구, 1인가구이다. 가
처분소득기준으로는 시장소득기준으로 상대적빈곤율이 증가하였던 인구유형 중 장애
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상대적빈곤율이 감소하였다(<그림 2-11> 참고).
그러나,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에서 1인 가구와 유사한 수준의 빈곤율을 유지
하였던 노인과 장애인은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빈곤율에서 상당히 감소한 것과 달리
1인가구는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소득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경상소득에서 공
적이전소득인 연금과 정부지원금이 부족하거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인 가구는 위기에 취약한 가구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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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 인구유형별 상대적빈곤율(시장소득, 가처분소득기준)

주 1: 시장소득이란 시장(노동시장, 금융시장, 서비스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로,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로 산정
주 2: 가처분소득이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으로,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장분담금 으로 산정
주 3: 경상소득이란 시장소득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연금+정부지원금)으로 산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제2장 주거위기와 주거정책 대상 ･ 29

1인가구 중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의 특성에 따라 안정과 불안정직업군을 분류하면,1
인가구의 약 64.6%가 불안정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다인가구가 안정직업군
에 40.6% 종사하는 것과 비교하여 직업의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2-2> 참고). 여기서, 안정직업군은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업무 종사
자로 정의하고,불안정 직업군으 서비스업, 판매업, 기능적업무(가공 등),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를 포함한다.
미국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은 안정적 직업군에 대졸 이상의 고소득, 고학력
자에 집중되어 있어 재택근무자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자 73%, 대학 졸업자 62%인
반면, 고졸 이하는 22%에 불과하다는 학력차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소득별로도
고소득층의 재택근무가 높고, 인종적으로도 흑인 등 소수인종의 재택근무가 현저히 낮
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수인종이 팬데믹 상황에서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 위기에
차별적으로 더 높은 위험에 처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Wedeen, 20212)).

표 2-2 | 직업군별 종사 가구수
(단위: 만 가구, (%))

구분

전체가구

다인가구

1인가구

안정직업군

587.3

(38.2)

466.9

(40.6)

120.4

(31.0)

불안정직업군

864.5

(56.2)

613.9

(53.4)

250.6

(64.6)

기타 특수직

85.9

(5.6)

68.8

(6.0)

17.1

(4.4)

계

1,537.6

(100.0)

1,149.6

(100.0)

388.0

(100.0)

주 1: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소득을 얻는 일 또는 무급(무보수)으로 가구원의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가구수
주 2: 안정직업군: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업무 종사자를 포함
불안정 직업군: 서비스업, 판매업, 기능적업무(가공 등),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를 포함
기타 특수직: 군인, 군무원, 농립어업 종사자를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2020.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2) Wedeen. S. 2021. Balck and Hispanic Renters Face Greatest Threat of Evicition in Pandemic
(https://www.jchs.harvard.edu/blog/black-and-hispanic-renters-face-greatest-threat-evictionpandemic) (2021년 10월 30일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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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정책 대상과 주거위기의 정의
1) 주거정책 대상자의 범위
주거정책의 대상자는 「주거기본법」, 「주거약자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
리지침」 중심의 주거정책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의 근간이 되는 최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주거정책대상은 “주거지원 필요계층”이라는 용
어로 표출되고 있으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은 장애인·고령
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으로 명시된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
성에 기초한 대상자 선별방식으로 볼 수 있다.
주거기본법의 주거지원필요계층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23.>
1. 소득수준 · 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 고령자
· 저소득층 · 신혼부부 · 청년층 · 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
안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
이 향상되도록 할 것

한편 주거약자법에서 정의하는 주거정책 대상은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에 의한 주거약자로 노인, 장애인등으로 제한된다. 즉,
장애인·고령자 중심의 정의에 추가로 보훈 등 영구임대특별공급 대상자 중 장애인 경
우를 추가하는 방식의 지극히 보수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이다.
주거약자법의 주거약자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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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행령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
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한 주거정책 대상을 파악해보면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등으로 정의되나 실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
거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쪽방 등 비주택(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
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이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또는 재해
우려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등
도 포함이 된다. 이에 더하여 이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
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특히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의 자산기준
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다층적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자에 한해서 주거취약계
층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다층적 제약조건이란 거주공간의 열악함+
열악한 거처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저소득+저자산을 의미한다. 그나마 이러한 대
상자도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한정하다가 점차 확대되어 온 것으로 미미하게나마
지원대상자가 추가되어 왔다.
주거약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반한 고령과 장애인 중심의 보수적인 대상자 설
정이고, 주거취약계층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인구특성과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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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정 거처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조건이 충족되고 나서도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낮아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표
2-3> 참고).
따라서 주거위기에 빠진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
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소득감소로 공과금이나 임대료 연체
위기에 놓인 경우, 비자발적 이주에 직면한 경우와 같이 추가적인 주거하향을 막기 위
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표 2-3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기준의 시기별 변화
지원대상자 필수기준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자산기준
5천만원
이하 토지소유,
2천2백만원 이하
자동차소유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지원대상자 선택기준

대상자 추가
시기

거처 특성

09.08.24.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10.03.31.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가구 특성
⦁범죄피해자

12.08.20.

+⦁노숙인시설 거주자

15.12.28.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

18.03.14.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

+⦁아동빈곤가구

19.07.23.

+⦁PC방, 만화방 거주자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20.07.29.

+⦁지하층 거주자

출처: 이후빈 외(2020) p.37 표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정책 대상 확대 필요성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주거안정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에 따른 경제
침체가 가구 소득을 급감하게 만들면서 매달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임차가구의 주택임대료이다. 이러한 영향은 점유형태와
소득수준 그리고 가구 특성에 따라 달리 표출된다. 영국과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자가
가구에 비해 민간임차가구가 주거안정성에 위협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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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주거정책 대상에 민간임차거주 위기가구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코
로나 이후 해외에서의 조사결과와 주거상황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EU에서 27개 회
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현재진행형이다. 전면봉쇄(lockdown)된 국가에서는 향후 3개월 내 자신의 집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가 다소 높은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평균 6%에 이르고 있으며, 가
장 높은 국가는 사이프러스로 15.3%이다. 그리스는 13.3%, 말타와 포르투갈은
9.3%로 나타났다(OECD, 2021a).
해외에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영향은 경제사회적 특성과 인종, 점유형태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임차가구가 자가가구에 비해 퇴거위기에 직면하였
다. 임차가구는 임대료 지불이 지연될 가능성이 자가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평
균 17%의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자가가구의 모기지 연체
위험응답률은 10%이하이다. 또한, 실제 임대료가 연체된 가구 중에는 아동가구가 아
동이 없는 가구에 비해 연체율이 높았다. 이러한 임차가구는 다음달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현저히 낮았으며, 평균적으로 임차인의 1/3이 다음달 임대료를
낼 가능성이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자가가구의 모기지에 대해서는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임차가구는 약 절반에 가까운 46%가 향후 2개월 내
임대료 연체로 현재 거처를 떠날 것 같다고 생각하였으며, 4백만명이상의 임차가구가
향후 2개월간 퇴거로 현재 거처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상당히 높다고 응답하였
다. 이는 모기지 연체로 퇴거할 것이라고 응답한 자가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HUD,
2020).
민간임차가구에 대한 임대인들도 유사하게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정부의 적극적인 임대료 지원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수도 워싱
턴 DC에서는 2020년 6월 기준 DC 내에서 사업하는 부담가능주택 개발업자, 저렴주택
소유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로
나의 공공위생에 대한 긴급조치가 임대사업, 임차인,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저렴주택 공급에 대한 상당한 우려할
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Government of the D.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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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가능 주택 공급자들은 사업운영과 임차인, 미래에 대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58%의 사업자들이 향후 임대사업 운영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56%의 사업자가 임차인들의 임대료 구제요청이 상승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코로나
로 영향받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는게 현재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정
부정책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Government of the D.C., 2020).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코로나 감염과 상망률 감소에도 효과적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감염병에 걸리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고 개인 위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카운
티별로 상이하게 퇴거 제한과 공공시설 단절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퇴거를 제한하
는 조치가 발효됨으로써 코로나 감염율은 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감염에 따른 사망률은 11% 감소하였다. 수도·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단
전·단수 금지 조치에 따라 코로나 감염율은 4.4% 감소하고 사망률은 11%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일 이러한 조치가 미국 전역에 걸쳐 발효되었다면 2020년 3월
초부터 2020년 11월까지 퇴거 제한 조치에 따라 코로나 감염율이 14.2%, 사망률이
40.7% 하락했을 것이고 단전·단수 등 유틸리티 지속공급이 이루어졌다면 코로나 감염
이 8.7%, 사망률이 14.8% 하락했을 것이다. 퇴거를 막고 생활기본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주거불안에 대응한 정책(housing precarity policies)은 코로나
감염과 사망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Jowers et al., 2021).
이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퇴거와 주거이동 뿐만 아니라 건강과 아동 학습
등 장기적인 삶의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거와 건강에 대한 논의가 확장 중이다.

3) 주거지원대상 및 주거위기 관련 선행연구
주거복지정책의 대상 및 지원대상은 주거빈곤계층을 시작으로 관련 개념들이 등장하
기 시작했다. 주거빈곤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주거불안과 주거취약 개념이 연관
및 파생되어 주거복지정책의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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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거위기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거복지정책 대상의 변화 과정을 주거빈곤을 시작으로 주거불안, 주거취약, 그리고 주
거위기까지로 정리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로 주거빈곤은 주로 물리적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로
인한 생활 수준 및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을 통해 개념화되고 있다. 여기에
서 더 나아가 세부적인 구분을 위해 경제적 특성과 밀접한 가구 특성 등을 결합하여
주거빈곤가구를 유형화하는 연구가 있다.
이태진 외(2010)는 주거빈곤계층을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물리적 특성, 소득 등의
경제적 특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였다.
주거빈곤계층을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
는 가구 혹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계층으로 정의하
였다. 이 때 유형 구분을 위한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은 주거빈곤을
구성하는 독립된 변수가 아니라 상호연관되어 있음 강조하였다.
박신영(2012)은 주거빈곤을 객관적인 기준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과도한 주거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나타내는 주거비 과부담을 통해 정의하였다. 박신영
(2012)은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빈곤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사화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주거빈곤의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
다. 박신영(2012)은 주거빈곤의 규모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의미하는 RIR(Rent to Income Ratio)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 그리고
저소득층이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RIR 30%가 넘는 가구로 분석하여 분석하였다.
임세희 외(2017)는 최저주거기준과 가구 특성, 주거욕구 특성을 결합하여 주거빈
곤을 총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주거실태조사
를 활용하여 주거빈곤가구를 중복주거빈곤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필수시설기준미
달가구, 방수기준미달구가구, 구조성능환경미달가구, 주거비과부담가구주거로 구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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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주거빈곤의 정의
구분
면적기준
미달가구

주거
빈곤

내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

필수시설기준
미달가구

최저주거기준에 명시된 단독사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상하수도 중 하나라도 없는
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가구

집의 구조물, 방수·난방·환기·채광·방음, 재난·재해 안정성 문항에 대한 4점 척도
중 ‘불량’으로 응답한 항목이 2개 이상인 가구

방수기준
미달주거가구
주거비과부담가구

점유형태에 따라 구분한 주거비(주거유지비 포함)가 월평균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30%

중복주거빈곤가구

면적기준, 필수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 방수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 2
개 이상 중복 경험하고 있는 가구

출처: 임세희 외(2017)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최은희 외(2018)는 주거빈곤을 개념화하면서 연관 개념으로써 주거불안과 주거취약
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였다. 최은희 외(2018)는 주거빈곤을 거주안전성 측면,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고려하여 “주거환경, 과도한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주거여건
등에 장기간 방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최은희 외(2018)
는 주거빈곤과 관련된 개념으로 주거취약을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주거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주거비 부담이 크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 주택상태가
불량한 가구“로 정의하였다. 주거 문제 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성
실성, 경제적 능력등을 함께 평가하며 노년층, 대학생 등과 같은 특정 계층을 취약계층
으로 우선한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로 주거불안은 주거빈곤과 연관되어 물리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비주택거주자
에 대하여 논의되었으나 이후 Standing(2011)의 불안계급 이론에 기반하여 불안정한
삶의 측면에서 개념화하는 시도가 있었다.
변용찬 외(2010)는 주거빈곤을 주거상태의 취약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주거불안을
그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주거상실위기계층은 임대료 체납, 철거 등의 이유로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의미하며, 주거불안계층은 기준미달의 과밀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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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비주택에 거주하는 이들, 주거상실계층은 빈곤,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공원·역
사·주차장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등으로 정의하였다.

표 2-5 | 주거빈곤 계층의 구성
주거 빈곤 계층의 구성
주거상실위기

주거불안

주거상실

강제퇴거 조치자, 임대료 연체자,
사회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등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여관
거주자 등

노숙인, 공원·만화방·찜질방 생활자
등

출처: 이태진 외(2009), 변용찬 외(2010)를 참고햐여 재작성

박미선(2017)은 불안계급 이론을 토대로 청년 1인가구의 주거문제를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주거불안계급으로 재정의하였다. 주거불안계급을 불안한 노동시장에서의 지
위와 주거문맹이라는 주거경로상의 불안정성이 결합된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노동시장
의 유연화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은 불안계급을 양성했고, 이는 사회적 불
평등이 주거불안을 고착화시키고 재생산하는 생산-재생산의 틀로 볼 수 있다. 한국 청
년 주거불안계급은 분노, 사회적 무질서, 불안, 소외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불안정과
연계된 심리적 양상과 주거문맹으로 인한 의존, 무관심, 회피, 무책임의 심리적 양상
이 결합된 특성을 보인다. 여기서 주거문맹이란 주거관련 교육의 부재로 인한 주택탐
색·계약·거주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미, 책임에 대한 지식일 일천한
상황을 의미한다.
권민지(2018) 또한 불안정성과 불안계급 개념을 활용하였으나 여기에 젠더 차이를
반영하여 주거불안계급을 정의하고 청년 여성을 주거불안계급으로 개념화하였다. 주거
불안계급을 “경제적 불안정성과 도시공간의 젠더 편향으로 인해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
끼며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의 부재로 불안을 느끼는 집단”이라 정의하
였으며, 노동 시장의 불안정과 이와 연결된 심리적 양상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불안계
급논의에 젠더를 함께 고려하여 청년 여성 주거불안계급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불안정
성의 증가와 한국의 가부장적 맥락의 결합이 한국 청년 여성들이 주거불안계급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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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배경이라고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주거취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주거빈곤을 정의하
면서 강조되는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약한 계층의 의미로
주거빈곤의 연장선에 있는 개념이다.
변용찬 외(2010)는 취약계층을 크게 인구학적 기준, 욕구 기준, 소득 기준으로 구분
하였다. 주거취약은 욕구에 따라 구분되는 취약계층으로 주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계층에 해당된다.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을 잠재적인 복지 수요 계층으로 해석하여 “해
당 부문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집단이 어느 범위에 분포하는지 또는 박탈 수준
을 기초로 박탈의 수준이 변화되는 소득구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타겟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박정민 외(2015)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과부담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거빈곤과 유
사한 의미로 주거취약계층을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을 최저주거기준
과 주거비 과부담을 고려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주거비 과부담 상태는 아
니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면 ‘주거환경부적절’, 최저주거기준은 충족하지만 주거
비 과부담 상태이면 ‘주거비 과부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중층적 주거취
약’, 두 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주거취약’으로 구분하였다.
홍정훈(2018)은 주거취약계층을 주거비 부담이 크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
주택상태가 불량한 가구로 정의하였다. 즉, 주거취약계층을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부
담비를 통해 정의하였다.이러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권을 보장
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각각 설정하고 공고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취약성에 기초하여 주거취약
계층을 정의하는 시도도 있었다. 왜, 어떻게 주거문제를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
가 주거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등의 동태적 특성을 가진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빈곤을 현재의 상태에 대한 개념이고 주거취약은 현재를 넘어 빈곤으로
의 진입과 탈출 등의 과정을 담은 동태적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남원석(2013)은 ‘취약성(vulnerability)’의 개념에 기초하여 주거취약계층을 ‘당면
한 주거문제를 자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워 주거수준의 악화 위기에 노출된 가구’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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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개별 가구의 복지수준에 대한 ‘사후적(ex-post)’평가를 의미하는 빈곤과는
다르게 취약성은 ‘사전적(ex-ante)’평가로 어떤 경로를 통해 빈곤층이 되었는지, 왜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향후 탈빈곤의 가능성이 있는지와 같은 동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취약성을 ‘복지수준 저하를 유발하는 리스크(risk)에 대한 가
구의 노출 정도’로 정의하여 주거취약계층이 리스크, 리스크에 대한 대응, 리스크와
대응능력의 차이의 조합으로 개념화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자연적 리스크(지진, 가뭄, 홍수 등)와 인간활동의 결과(범죄, 실업,
차별 등), (2) 가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리스크와 개별 가구에 특수적인 리스크, (3)
예측가능한 리스크와 불확실하여 예측불가능한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이후빈(2020)은 불안계급 이론의 사회구조적 관점과 취약성을 통해 빈곤에 대한 동
태적 접근을 하여 주거위기를 현재와 미래로 구분하고, 주거복지정책의 지원대상으로
서의 주거취약계층을 개념화 하였다. 남원석(2013)의 취약성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개념을 통해 주거취약은 주거빈곤으로의 진입 배경과 과정 그리고 앞으로 주거빈곤으
로부터 탈출할 가능성 등을 포괄하고 있는 과정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주거빈곤은
현재 상태의 빈곤에 대한 개념인 반면에 주거취약은 빈곤의 이유와 방법 등에 대한 것으
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네 번째로 주거위기는 잠재적인 주거정책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약
성과 불안계급 이론을 토대로 주거빈곤을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2021a)는 거주환경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주거
문제 해결 능력을 고려하여 주거위기가구를 잠재적 위기가구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움막거주자 등 비주택거주자로
거주환경이 취약한 경우를 의미하며 원룸·다세대·반지하·지하 등에 거주하는 1인 단독
세대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등의 취약가구도 포함한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안전상 문제가 있으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하는 집의 물리적 환경
으로 인해 신체활동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후빈(2020)은 주거취약계층 개념에 기초하여 주거위기를 현재 주거상태의 미달을
의미하는 주거빈곤과 주거비 과부담으로 인해 빈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주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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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구분하였다. 근로빈곤층(working poor)과 주거취약계층(housing vulnerablue
groups)을 이론적 배경으로 주거위기를 탐색하였다. 불안계급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한 노동 불안정이 주거 불안정을 야기하고 이 두 불안이 중첩되어 근
로빈곤층의 이중불안(double precarity of the working poor)이 발생하고, 이 이중불
안의 실현인 주거위기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남원석(2013)과 김
준형 외(2017)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한 주거취약계층의 개념에 근거하여 누가, 어떻
게, 왜, 미래에 주거빈곤을 처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나타내는 동태적 접근에 따라 주거
위기가구를 규정하였다.

4) 주거위기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중층 안전망 요구
주거위기를 정의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주거정책 대상으로서 등장
한 주거빈곤이 물리적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 이와 연관된 거주자의 가구
특성, 사회적 특성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삶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개념이
파생되었다.
정리하면 첫째, 주거빈곤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측면인 최저주거기준과 경제적 측면
인 주거비부담률을 측정하여 주거빈곤을 개념화 하였으며, 둘째 주거불안은 초반에 물
리적인 주택상태를 기준으로 주거불안을 정의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불안계급 이론
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주거빈곤을 연결하여 개념화하는 시도가 발견되었
다. 셋째 주거취약의 경우 초반에는 주거빈곤과 측정방법은 동일하나 ‘주거 문제를 스
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에 초점을 맞춰 개념화가 진행되었다. 이후 연구에서
는 주거취약을 주거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 과정을 담은 개념으로 현재 상태를 의미하
는 주거빈곤과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거위기는 주거빈곤보다 더 넓
은 개념으로 주거 문제와 함께 노동시장의 불안성과 코로나와 같은 재난 등의 사회·경
제적 요인을 결합하여 미래의 잠재적인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주거위기가구는 코로나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따라 차별적 영
향을 받아 주거의 불안과 주거비부담에 따라 비자발적 이주가 발생하는 가구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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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상자의 특성으로는 정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으로 정의한 물리
적 거처의 비적정성에 도달하기 전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써, 직업과 가구
형태, 점유형태, 보증금규모 등에 따라 차별적 영향을 받는 대상이다. 이들은 주거취
약이라는 정책대상으로 포섭되지 전 단계에 놓여있어 주거문제가 가시화되기 전 단계
에 자리하는 특성이 있다(<그림 2-12> 참고).
그림 2-12 | 주거위기의 자리매김과 특성
고착화 前

가시화 前
주거위기

취 약

상 실

출처: 연구진 작성

위기가구 지원 방식은 중층적 사회안전망 틀을 활용하여 구조화할 수 있다. 위에서
정의한 주거위기가구의 발생과 취약화, 주거상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연동할 수
있다. 넓은 범위에서 주거를 통한 안전망 구축은 사회안전망 논의와 연결된다.
사회안전망이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김상균 외, 2005). 사회안전망은 다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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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1차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예방
하는 사회보험, 2차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의미하며, 3차 안전망은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 및 구호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김
경혜, 2009).
이를 앞서 논의한 주거위기가구와 연결하면, 주거위기에서 취약으로 전락을 예방하
는 지원(1차), 취약한 상황이 된 가구에 대한 지원(2차), 위기에 대응한 긴급지원 강
화(3차)의 다층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주거부문에서는 다층적 주거안전망이 요구되
는 것이다(<그림 2-13> 참고).

그림 2-13 | 다층적 안전망 구조

3중의 사회안전망
1차：취약계층 전락 예방
2차：취약계층 대상 공공보조, 사회서비스 제고
3차：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지원 및 구호제도

출처: 연구진 작성

이하 3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위
기가구가 발생하는 경로와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2장에서 예기치 못한 감염병 상황
에서 전통적인 정책대상이 아닌 집단이 정책대상으로 조명되어야 함을 밝혔다면, 3장
에서는 이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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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거위기 발생 경로와 규모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주거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속에 의도
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군과 취약한 가구형태가 중첩되는 경우, 그리고
점유형태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장기간의 소득감소는 임대료 연체와 퇴거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가구는 최소 25.9만~51.2만 가구로 추정된다. 한편 빅데이터를 통하여 전기, 가스,
수도 등과 같은 기초생활서비스의 연체와 미납 지속 연체를 통하여 추정한 주거위기가구 규모는
29만~40.6만 가구로 추정되어 두 접근법의 결과치에 유사성이 발견된다.

1. 코로나와 주거위기 발생 경로
1) 주거위기 발생 경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요구는 자가격리가 불가능하거나 재택근무로 인한
소득 저하가 예상되는 직군 종사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어 직간접적으로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밀접 접촉 완화,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성 여부에 따라 주거위기 정도가 차
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군에서는 소득이 유지되고
안전한 장소에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대면접촉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던
직업군은 재택근무라는 근무형태의 강요가 직접적으로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3-1>에 정리된 코로나 전·후의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의 그룹별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그룹A는 코로나 이전의 주거취약계층으로 주거비 과부담, 주거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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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집단이다. 그룹B는 재택근무가 가능
하여 자신의 소득 변화없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그룹이며, 그룹C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택근무가 불가능해지는 직업군에 종사&민간임차에 거주하면서&점유형태가 불
안한 월세 및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고&보증금의 규모가 작아 위기 상황에서 보증금
잠식 또는 이주의 위험이 있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그룹D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로
시설내 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의미한다.
경제적 충격의 시기에는 그룹C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고 월세에 의존하는 점유형태군에서는 월수입의 감소는 월임대료 지급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임대료의 체납 가능성을 높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경우 퇴거위기에 노출되어 최악의 경우 노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그림 3-1> 참고).

그림 3-1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주거위기 발생 경로

출처: 박미선(2021) p.5를 바탕으로 작성

이러한 최악의 노숙 상황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즉, 사
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군인가 여부(①), 소득이 감소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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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납부의 어려움을 겪는 (보증부)월세 즉,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점유형태인가
여부(②), 임대료의 장기 체납으로 인하여 퇴거위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증금의 수준
이 매우 낮아야 하므로 보증금이 월임대료의 몇배인가 여부(③)등의 조건이 중첩된 상
황에서 가능할 것이다. ①은 직업의 불안정성으로, ②는 주거점유형태의 불안정성으
로, ③은 보증금과 월세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주거위기 발생과 함께 추가적인 격차 발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OECD 국가들에서 다양한 긴급주거지원을 하
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자가격리(self-isolation)가 불가능한 대상들
이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됨과 동시에 다른 이들과 접촉함으로써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지붕이 샌다거나,
기초 위생설비가 불충분하거나, 과밀거주(overcrowded conditions)인 경우 그 위험은
자명하다. 특히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에 따른
교육 불평등 격차 발생의 추가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OECD, 2020c).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의 발생은 점유형태별 차별적 취약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6월 기준, 약 20%에 달하는 임차가구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자가가구의 13%가 모기지 상환금 납부 문제
를 겪는 것과 대비하여 점유형태에 따른 차별적 취약성임을 보여준다. 또한 임차가구
중 다음달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약간 가능할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가 1/3에 이르는 반면, 자가가구의 모기지 상환납부에 대해서는 15%가 유
사한 답을 하였다(OECD, 20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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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 및 가구특성별 주거위기가구 규모 추정
1) 민간임대거주 불안정 직업군의 주거위기 가구 규모
가구 특성에 따른 주거위기가구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직업군별 종사 가구수를 추정해보면 총 864.5만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직업군에 종사하며, 불안정직업군이 총 조사자의 56.2%를 차지한다(<표 3-1> 참고).

표 3-1 | 직업군별 종사 가구수
(단위: 만 가구)

구분

전체가구

가구

(%)

안정직업군

소계

587.3

(38.2)

불안정직업군

기타 특수직
계

관리자

74.9

(4.9)

전문가 및 준전문가

127.7

(8.3)

사무업무

384.7

(25.0)

소계

864.5

(56.2)

서비스업

283.1

(18.4)

판매업

154.7

(10.1)

기능적업무(가공 등)

190.0

(12.4)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117.0

(7.6)

단순 노무

119.7

(7.8)

농림어업, 군인, 군무원 등 계

85.9

(5.6)

1,537.6

(100.0)

주 1: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소득을 얻는 일 또는 무급(무보수)으로 가구원의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가구수
주 2: 안정직업군: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업무 종사자를 포함
불안정 직업군: 서비스업, 판매업, 기능적업무(가공 등),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를 포함
기타 특수직: 군인, 군무원, 농립어업 종사자를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2020.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두 번째로 직업 안정성&점유형태 측면에서는 총 238.6만 가구가 불안정직업군이면
서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불안정직업군 종사자의 27.6%가 보증부 월세와 순
수월세로 거주중이나, 점유형태 응답가구 수와 가격까지 응답한 가구수 사이에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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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한다. 안정직업군 종사자는 16%가 보증부 월세와 순수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
므로 직업군간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표 3-2> 참고).
표 3-2 | 점유형태별 직업군별 전체가구 수
(단위: 만 가구, (%))

구분

안정 직업군

불안정(취약)직업군

기타

안정

자가

340.4

(58.0)

470.9

(54.5)

75.4

(87.8)

⬆

전세

133.8

(22.8)

126.1

(14.6)

3.1

(3.6)

⬇

보증부 월세

86.0

(14.6)

206.3

(23.9)

1.3

(1.5)

순수월세

8.4

(1.4)

32.3

(3.7)

0.9

(1.1)

무상

18.6

(3.2)

29.0

(3.3)

5.2

(6.1)

587.3

(100.0)

864.5

(100.0)

85.9

(100.0)

불안정
기타
계

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소득을 얻는 일을 하였거나, 무급(무보수)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분석함
자료: 국토교통부. 2020.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특히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에 따라 취약성의 정도를 구분하면, 최소 32.3만가구가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위기가 가시화되기 쉬운 상황이다. 이때 보증금이나 월세가격에
무응답을 제외하였기에 직업군별 가구수와 차이가 발생한다(<표 3-3> 참고).
표 3-3 | 보증금 규모별 취약직업군 전체가구 수
단위: 만 가구

구 분

안정 직업군

취약직업군

월세 점유자 계(순수+보증부 월세)

92.7주1

235.7주1

8.4

32.3

5.5

18.9

순수월세
보증부 월세

월세 대비 보증금 규모

6배 미만
6~12배 미만

14.4

33.7

12~24배 미만

18.6

39.7

24배 이상

45.8

111.0

주 1: 보증금이나 월세가격을 모름/무응답인 가구는 제외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규모별 가구수의 합계가
앞의 점유형태별 직업군의 가구수 합계와 차이가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2020.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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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형태 취약성을 고려한 주거위기 가구 규모
이하에서는 주거위기가구의 규모를 다인가구에 비해 취약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직
업의 불안정성+점유형태+보증금 규모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직업의 불안정성에 더하여 주거의 점유형태상 불안정성은 주거위기로 가는 두 번째
길목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코로나 이후 적극적인 임차가구 보호 시책을 펼친 이유
중 하나는 점유형태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며, 월세를 위주로 형성된 민간임차시장
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임차유형 중 보증금 위주의 전세와 순수월세 사이에
보증부 월세가 존재하고 전세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순수월세로 갈수록 불안
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보증부 월세와 순수월세 비중이 월등히 높아 경제위기가
주거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전체가구 기준으로 불안정 직업군에 속한
경우 전세 14.6%, 보증부 월세 23.9%, 순수월세 3.7%인데 반해 1인가구이면서 불
안정직업군인 경우에는 점유형태에서 보증부월세 45.8%, 순수월세 10.4%로 보증부
월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3-2>, <표 3-4> 참고).

표 3-4 | 점유형태별 직업군별 1인 가구 수
(단위: 만 가구, (%))

구분

안정 직업군

불안정(취약)직업군

기타

안정

자가

20.9

(17.4)

59.6

(23.8)

13.9

(81.2)

⬆

전세

31.1

(25.8)

36.5

(14.5)

0.4

(2.1)

⬇

보증부 월세

54.4

(45.2)

114.6

(45.8)

0.2

(1.4)

순수월세

7.0

(5.8)

26.1

(10.4)

0.3

(1.9)

무상

6.9

(5.8)

13.8

(5.5)

2.3

(13.4)

120.4

(100.0)

250.6

(100.0)

17.1

(100.0)

불안정
기타
계

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소득을 얻는 일을 하였거나, 무급(무보수)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분석함
자료: 국토교통부. 2020.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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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업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점유형태에서도 불안정한 보증부월세와 순수월세인 경
우는 전체 1인가구의 절반을 상향하고 있는데, 56.2%의 1인가구가 불안정직업군이면
서 보증부월세나 순수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며 가구수로는 140.7만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 위기로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주거위기에 달할 수 있는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보증금과 월세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부
월세 거주자 중에서도 보증금이 월세의 몇배인지가 중요하다. 앞서 확인한 이중의 불
안정성(직업+점유형태)에 더하여 보증금이 아예 없거나(순수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6배 미만(6개월 이상 수입이 없는 경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 6~12배 미만(1년 이상
수입이 없는 경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안전망 안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민간
임대 거주가구만을 대상으로 설정하면, 최소한 25.9만의 1인가구는 실업 시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15.8만가구는 6개월 이상 수입이 없으면 거주하는
집을 비우거나 퇴거의 위기에 놓이게 되며, 25.8만가구가 1년 이상 수입이 없을 때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3-5> 참고).
불안정 취약직업군 중 보증부 월세 거주가구의 평균적인 모습은 보증금 2,050만원
에 월세 32.8만원이다. 보증금과 월세 배율에 따른 평균 보증금과 월세를 분석해 보
면, 6배 미만은 보증금 120만원에 월세 32.0만원, 6~12배 미만은 340만원에 월세
37.6만원, 12~24배 미만은 648만원에 월세 40.2만원, 24배 이상은 보증금 3,410만
원에 28.7만원 수준이다. 월세는 대체로 30만원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증
금 규모가 월세의 3배, 10배, 15배 수준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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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 보증금 규모별 취업직업군 민간임대 거주 1인 가구수
(단위: 만 가구)

구 분

안정직업군

취약직업군

월세 점유자 계(순수+보증부월세)

57.2주1

127.8주1

6.6

25.9

순수월세
보증부 월세

월세 대비 보증금규모

6배 미만

4.9

15.8

6-12배 미만

12.7

25.8

12-24배 미만

14.7

25.7

24배 이상

18.3

34.6

주: 보증금이나 월세가격이 모름/무응답인 가구는 제외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규모별 가구수의 합계가
앞의 점유형태별 직업군의 가구수 합계와 차이가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2020.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주거취약계층은 최저주거기준미달이나 지옥고와 같은 비주
택 거주가구와 같이 물리적 특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의되었다. 그
러나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그 면적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아동의 성별에 따른 침실기준도 미비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정도의 수준은 주
거권을 침해당하는 수준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
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4.6%(2020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상존
하고 있다. 특히,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9.8%로 전국 평균
의 두배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은 취업이 이루어지는 순간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 물리적 수준의 주거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정
도로 전혀 다른 주택의 유형과 점유형태를 보인다. 또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신
혼부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취업과 결혼에 이를 수 있는 청년은 이 시대에
선택받은 계층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대다수의 청년이 혼자 거주하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창궐할 것을 가정한다면, 최저주거기준의 확대,
취약 직업군의 주거위기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대응 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와 같이 1인가구는 학력, 소득, 직업적 취약성에 더하여 점유형태의 불안정성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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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는 보증금이라는 완충제(buffer)가 부족
한 상황이다. 또한 1인가구는 돌봄 측면에서도 취약하여, 위기상황에서 주변에 상시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돌연사나 고독사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거비의 부담이나 주거여건의 열악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위기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이미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3. 기초 생활서비스 단절에 따른 주거위기가구 규모 추정
1) 빅데이터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
2015년 12월 이후부터 국가 및 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중이다. 위기가구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해 총 34가지 항목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정
보를 활용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2조). 주요한 정보 수집 내용은 단가스 가구정보, 보험료 체납, 긴급복지지원 탈락가
구, 시설 입소 탈락자나 퇴소자, 신용위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공동주택 관리
비 체납자 등이다(<그림 3-2> 참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경제적 위기징후를 수집·통계분석한 뒤 고위
험군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는데, 이 때 고위험군은 회차별 약 450만명의 정보를 수
집하며 사망자·기통보자 등을 제외한 후 17~18만명을 선별하여 통보한다(<그림 3-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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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출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21) p.76

그림 3-3 | 지자체 통보 발굴대상자 예측·선별 절차
지원결과 환류

각 기관
자료 입수
및
자료 검증

짝수월
1~
20일

약 600만건
(변수
중복
포함)

행정안전부
발굴
분석
분석모형 구동
발굴
세대원수
대상자
⇒ 대상자 ⇒
⇒
(1인모형/
⇒ 대상자 ⇒
⇒
확인요청
지자체
구성
다인모형)
구성
(1인/다인)
분배

짝수월
20~
21일

짝수월
21~23일

약 450~500만명
(입수자료에서 대상자추출,
사망 및 주소미상 필터링 후)

자료: 보건복지부(2021b)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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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월
24~27일

짝수월
27~
30일

짝수월
30~
31일

발굴
운영
개시

홀수월
1~2일

약 18만명

⇒

지자체
현장
조사

운영
개시 후
2개월

특히 34항목 중에 주거와 관련된 항목 및 기초 생활 서비스를 살펴보면, 단전·단수·
단가스·주거위기에 따른 위기가구가 있다. 단전·단수·단가스는 3개월 이상 체납할 경
우 위기가구로 판단하며, 주거위기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 일정금
액 이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공동주택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를 주
거위기 가구로 판단한다(<표 3-6> 참고).

표 3-6 | 복지사각지대 주요 정보연계 현황 및 발굴변수
근거 : 법률(제12조 제1항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근거 : 시행령(제8조 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3)

신용정보원

방문건강사업 대상

기초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건강보험공단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요양

기저귀 분유지원

2) ①
②
③
④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기준금액 이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신생아 난청지원

3) ①
②
③
는
④
⑤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미지원
전기료 체납

한국전력공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내원사유 자해·자살

응급의료센터

휴·폐업자

국세청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21) p.81

2020년까지는 월세기준이 30만원 이하이었다. 그러나 실제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하는 가구의 주거실태를 보면, 고시원·고시텔 거주 가구의 평균임대료가 33.4만원,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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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업소 객실 거주가구의 평균 임대료 30.6만 원 등 30만원 기준이 무색하다(통계청
외. 2017, p.7). 이처럼 주거위기가구의 기준을 월세 30만원 이하로 볼 경우, 고시
원·고시텔에 거주하는 가구와 숙박업소의 객실에 거주하는 가구는 정상적인 거처에 거
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취약계층
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높게 설정된 기준에 대한 현실적 조정이
요구된다.
한편, 이렇게 수집된 발굴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각 지
자체에 분배된 발굴대상자 전체 목록과 해당되는 발굴변수 조회가 가능하다(<그림
3-4> 참고). 추가적으로 발굴연월, 발굴차수, 발굴 우선순위, 대상구분 등 세부 조회
도 가능하며 발굴대상자의 처리상태까지 확인이 가능하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 2021).
그림 3-4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조회 화면

자료: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20)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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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바탕으로 2020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는 고위
험가구 272만명을 발굴하였으며, 지자체 조사를 통해 총 89만명에게 먼저 찾아가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보건복지부. 2020b).
연도별 실적은 2016년 약 21만 명에서 2020년 10월 기준 78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
고 있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복지서비스로 연계된 경우는 2016년 4.6만에서 증가추세
로 2020년 10월 기준 30.7만명으로 집계되었다.
복지서비스 지원의 종류는 공적 서비스 지원과 민간 서비스 지원으로 나뉘는데, 민
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공적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 대비 지원 실적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발견된다(<표
3-7>, <그림 3-5> 참고).

표 3-7 | 연도별 빅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발굴 현황
(단위: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누적조사대상자

-

507,200

873,900

1,506,900

2,295,600

조사대상자

208,600

298,600

366,700

633,000

788,700

누적 복지서비스 지원 합계

-

122,400

255,800

483,700

791,400

복지서비스 지원 합계

46,700

75,700

133,400

227,900

307,700

주1

민간 서비스

16,100

28,000

68,000

161,100

210,200

공적 서비스주2

30,600

47,700

65,400

66,800

97,500

주 1: 민간서비스–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
주 2: 공적서비스-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등
자료: 보건복지부(2021b) 및 한국일보(2020b)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위기가구
의 사전 탐지와 보조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장점이 있고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 전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전·단수·단가스·월세체납과 같
은 주거위기가구에 특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서비스의 접근불가를
통한 주거위기가구 규모 파악이 추가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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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연도별 빅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발굴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20) p.116

2) 전기, 수도, 가스 및 월세 체납을 통한 위기가구 규모 추정
주거권의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는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다. 소득감소 등
으로 기초생활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위기가구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이하
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등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체납 또는 단절가구 규모를 파악하
고자 한다.
우선, 전기요금 체납 규모는 2020년 1~5월 기간동안 101만 1,905명으로, 1년전
78만 5,989보다 28.8%가 증가1)하였으며, 2020년 7월 기준에는 전기요금을 제때 내
지 못한 가구가 80만 가구에 육박하고, 전기요금 체납액이 1,463억원에 달한다. 이러
한 체납가구에는 주거용·산업용·농사용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주거용 비중
이 70%를 차지한다.2) 한국전력이 제출3)한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 및 단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납 가구가 연말 기준 평균 72만 1,800가구로 집계되었
1) 한국일보. 2020년 10월 13일. “전기료 체납 100만명 넘어... 코로나에 ‘파탄 벼랑’ 몰린 서민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217340001258?did=NS&dtype=2
2) 뉴데일리. 2020년 9월 16일. 전기요금도 못 낸 가구 80만 호, 체납액 1463억...‘2만원 통신비’ 대신 복지사각층
챙겨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16/2020091600158.html
3) 한국전력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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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9년 대비 2020년의 급격한 증가 경향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가구의 기초생활서비스 비용 지불능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3-6>,
<표 3-8> 참고). 전기요금 체납액 가구당 체납금액도 연도별로 증가추세로, 2015년
11.9만원이던 가구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7월 기준 18.3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경제
적 충격을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감소시 체납하는 우선적인 부문이 전기와 같은
기초생활서비스이고 월세체납이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4), 기초
생활서비스 체납은 주거위기 발생의 사전적 징후로 의미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림 3-6 | 코로나 발생 이전·이후의 전기요금 체납가구 및 체납금액의 규모 변화 추이

자료: 뉴데일리(202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4) 다년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상담하고 지원서비스를 연계한 전문가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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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 최근 5년간 지역본부별 전기요금 체납현황
(단위 : 천 호, 억 원)

본부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07

호수

미수

호수

미수

호수

미수

호수

미수

호수

미수

호수

미수

서울

45

21

49

23

52

25

50

27

52

24

57

26

남서울

43

28

47

35

48

35

48

35

48

35

48

34

인천

49

56

52

63

54

57

51

76

54

84

57

83

경기 북부

34

46

36

51

40

69

43

81

43

110

44

139

경기

81

117

83

109

91

128

96

224

99

257

102

236

강원

21

34

21

26

25

30

23

36

24

34

27

42

충북

26

33

26

41

30

53

29

59

26

53

28

62

대전 충남

66

94

68

91

76

104

80

138

76

149

82

155

전북

32

30

34

42

31

70

36

95

35

103

36

105

광주 전남

53

49

58

57

62

71

59

84

57

80

59

88

대구 경북

81

107

114

136

108

154

108

193

107

216

116

237

부산

66

71

73

81

80

106

82

128

80

134

85

141

경남

32

58

35

94

42

66

43

83

43

97

44

96

제주

7

13

9

11

12

14

12

15

13

16

13

19

계

636

757

705

860

751

982

760

1,274

757

1,392

798

1,463

주: 2015~2020.7월 기준, 주거용·산업용·농사용등 모두 포함
자료: 뉴데일리(202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수도요금 체납의 경우에도 2020년 1~5월 기간에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가 된 사
람도 1만 801명으로 1년 전 8,990명에서 20.1% 증가하였다.5)
도시가스요금의 체납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제출6)한 ‘도시가스 요금 체납현황’에
따르면 2020년 1~8월 집계된 가스요금 연체가구는 83만 3,450가구로 전년도 체납가
구인 80만 4,180가구를 넘어선 곳으로 조사가 되었다. 코로나 발생기간에 도시가스요
금 체납금액은 580억 8,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5) 한국일보. 2020년 10월 13일. “전기료 체납 100만명 넘어... 코로나에 ‘파탄 벼랑’ 몰린 서민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217340001258?did=NS&dtype=2
6) 한국가스공사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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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규모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7)
한편, 20201년 5월 21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
스템에 집계된 단전가구는 25만건, 단수 가구는 2만건, 단가스 가구는 2만건으로 파악
되어 총 29만 가구가 기초생활 서비스가 단절된 위기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4. 위기가구 규모 추정의 시사점
1) 위기가구 추정방식과 규모
위기가구 추정방식의 경우, 코로나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따른 위기가구 규모추정을
직업과 주거특성이 결합된 위기가구 발생경로에 따른 방식과 기초생활서비스 유지 관
점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위기가구의 규모는 주거위기가구를 정의하는 방식과 범위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구
분하였다. 첫 번째는 위기발생경로에 따른 주거위기가구로 추정되는 가구규모로 32.3
만~51.2만 가구이며, 이 중에서 가구형태의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직업+점유형태+
보증금 규모+1인 가구) 주거위기가구 규모는 최소 25.9만 가구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에 따른 주거위기가구 규모 추정으로, 유틸리티+의료+고용+
건강 등 총 34가지 항목에 따른 위기가구 규모는 40.6만 가구, 그 중에서 기초생활서
비스 유지 불가에 따른 위기가구 규모는 29만 가구로 파악된다(<그림 3-7> 참고).

7) 한국경제. 2021년 2월 7일. “코로나 發 생활고에... 가스·전기요금 못내는 서민 확 늘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7700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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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위기가구 추계방식에 따른 규모 추정 요약

자료: 연구진 작성

2) 위기가구 발생 경향 및 특성
코로나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따른 위기가구 급증은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단전·단수·단가스를 통해 살펴본 위기가구 규모는 통계 집계 이후, 특히 2019년과 비
교하여 2020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차단하는 비인권적 상황으로 귀
결됨을 의미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위기가구가 가시화되지 않고 급격하지 않았던 정책 환경
과 사회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해외에서와 같이 코로나 초기에 임대료 동결요구나
임대료 납부 거부 운동 등이 발생하지 않고 거리 노숙인의 급격한 증가 등 주거위기가
가시화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방역체계 작동과 긴급 재난 지원금 등 이외에도 몇가지
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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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증금 기반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라는 부분이다. 점유형태 측면에서 민간임
차가구가 보증금이라는 자산기반 월세 시스템을 하고 있어 보증금을 월세로 잠식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월세
거주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취
약직업군이면서 순수월세 거주자의 평균적인 모습은 가구주 연령 48.6세, 가구원수
1.2명, 월소득 138.4만원, 월세 25.8만원, 주거관리비 6.1만원, 평균 금융자산
644.8만원이다(2019년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 셋째 주거하향 이동 측면이다. 보증
금 잠식 시 더 작은 주택이나 낮은 월세 주택으로 이주 또는 부모나 친구 등과 합가하
는 방식으로 주거위기에 대응하였다(남재욱, 2020). 넷째 연체시 행동양식 측면에서
주거비 연체를 최후순위로 미루는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대응 정책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득급감에 따른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으로
정의된 주거정책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를 통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취약상태가 확정된 이들을 위한 주거취약계층지원사업이
라는 특정 사업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위기와 취약 상태가 고착화되기 전 또는 고착
화된 후 탈출 또는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지원 상향사업, 그리고
긴급임시주택을 통한 거처 마련 등이 있다. 이때 주요한 서비스 전달주체로 주거복지
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대응을 다음에서 이어지는 4장에서 검토하
며, 주거위기가구 대응 체계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요한 긴급지원과 회복지
원 및 서비스연계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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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거위기 대응 정책과 서비스 연계

주거위기와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대응, 상시지원, 탈출 및 회복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 대응이 요구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긴급
주거지원, 긴급복지사업 내 주거지원이라는 긴급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약상황에 빠진 가구
를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과 위기로부터 회복을 위한 비주택주거지원 상향사업, 긴급임시
주택공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위기가구의 다차원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상담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위기가구 지원실적이 높아가고 있으나 위기 특성의
비정형성과 일시성, 그리고 지원제도의 제한성과 경직성으로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다.

1. 주거위기가구 긴급 대응 정책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대응은 긴급, 상시, 회복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기존에 정책대상이 아니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방식의 중요
성이 높다. 이는 위기가구가 취약한 상태에 고착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기에서 회복하거나 탈출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데 이는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와 임시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4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을 검토하므로, 일
반적인 상시지원체계인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와 같은 대표적인 주거지원방식에
대한 검토는 제외한다. 대신, 긴급한 지원정책과 한시적 완화 등을 통해 대상자를 얼마
나 확대하고 지원을 두텁게 했는지 등 긴급대응 방식과, 위기로부터의 회복이나 탈출
을 돕는 서비스 연계 방식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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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이후 긴급 주거지원 방안
(1) 국토교통부의 긴급 주거지원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거위기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의 지원을 위해 LH, 지자
체와 협업하여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천호를 제공하고 임대보증금 부담완화, 주
거급여 조기지급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국토교통부, 2020b).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를 6개월
간 납부유예하거나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 8.5만호의 임대료를 3개월간 50% 감
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는 주택전세자금의 금리
를 인하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수수료를 할인하는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거지원을
도모한다.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서는 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
하여 무상으로 임시거처로 활용한다. 퇴거위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6개월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하면서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율을 하향조정하고 재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여 약 2천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4,500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 2020b).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주거위기가구 긴급지원은 주로 공공부문의
자원과 조직을 활용한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사업자가
제어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는 것이고, 또한 비주택 거주자 등을 위한 거처로 공공임
대주택 사업자의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적 자금인 기금의 금리나 부대비
용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주로 공적영역에서 작동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위기 노출가구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시기적으로는 이보다 앞서 위기가 고착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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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국정현안정책조
정회의(2007년)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2011년), ｢취약계층 고령자 주
거지원방안｣(2018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시작되었
다. 주거지원대상은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으로
정의되고 비적정거처 거주자나 특정한 취약상태의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입주를 지원한다. 대상자의 소득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정도의 저
소득이 요구된다(국토교통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최초에 공공임대주택유형 중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보다 빠르게 비주택 거주자들을 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되었다. 이 사업
은 비주택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중 매입·전세 임대주택유형을 공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비주택 거주자가 입주하기에 주거비가 높고, 영구임대주택
은 대기자가 많고 사실상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비주택 거처를 빠
르게 해소할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라 기대되었다.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이후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주택 이주도 같은 사업이다. 대신, 이주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LH 전담인력이 입주
신청 등 서류절차를 대행하고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보증금, 이사비, 생필집기가 지원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강화
된 것이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과, 코로나19 긴급대응, 비주택거주자
주거지원상향사업이 상호 중첩되고 연결되어 있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볼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해 임시거
처 제공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점이 코로나19 이후의 주거부문 지원에서 특기할
사항이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서도 입주자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에 통보하여, 이들이 추가적인 사회서비스와 교육훈련 등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하고 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
침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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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내 주거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
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2006년 이전에는 긴박한 경제적 욕구를 가진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복지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일련의 사건 보도 이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개정
된다.1)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사전
적으로 지원 후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위기의 사유는 주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 가정폭력, 이혼, 화재
등 주택손실 등이 해당한다. 특히 주거위기와 관련된 사유는 2006년 화재 등으로 인한
주택손실 규정 신설 이후 제한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이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
하이면서 경·공매로 주거상실 위기에 처한 경우(2010년), 교각·창고 등 주거취약지역
조사 및 노숙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비정형적 대상자 발굴(2011년), 재개발에 따른 강
제철거 및 유사사유(2014년), 거주주택의 붕괴위험(2015년) 등이다(<그림 4-1> 참
고). 긴급한 주거위기에 대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위기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
하여 이에 해당하는 가구만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제한적인 방식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발생이후 추가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2)
주거지원의 방식은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1회에 한하여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것으
로 나누어져있다. 임시거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처를 제공하거
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개인가정 위탁, 월세, 하숙, 여관 등 시·군·구청장이
임시 거처로 인정되는 각종 주거형태)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
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거지원 기준은 2019년 중소도시 1~2인 가

1) ‘대구 불로동 어린이 사망’ 사건(2004년)’,‘공중화장실 생활 3남매’ 사건(2011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2014년)
등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정 경위 <부록1> 참고
2) 위기상황 인정사유와 기준 변화는 <부록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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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원액이 29만원 수준이다(지원기준 변화 <표 4-1> 참고).

표 4-1 |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지원 기준의 변화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원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2인

357,600

365,800

374,200

382,800

387,200

387,200

3~4인

594,200

607,800

621,700

635,900

643,200

643,200

5~6인

783,700

801,700

820,100

838,900

848,600

848,600

1~2인

234,500

239,800

245,300

250,900

253,800

290,300

3~4인

390,700

399,600

408,700

418,100

422,900

422,900

5~6인

514,900

526,700

538,800

551,100

557,400

557,400

1~2인

134,900

138,000

141,100

144,300

145,900

183,400

3~4인

224,800

229,900

235,100

240,500

243,200

243,200

5~6인

295,900

302,700

309,600

316,700

320,300

320,300

주: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14년: 대도시 94,700원, 중소도시 62,100원, 농어촌 35,500원씩 추가 지급
2015년: 대도시 96,800원, 중소도시 63,500원, 농어촌 36,300원씩 추가 지급
2016년: 대도시 99,000원, 중소도시 64,900원, 농어촌 37,100원씩 추가 지급
2017년: 대도시 101,200원, 중소도시 66,300원, 농어촌 37,900원씩 추가 지급
2018년: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2019년: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2019a)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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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코로나 이전,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 및 사후적정성 기준의 변화

출처: 여유진 외(2018).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2019a)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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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 운영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시·군·
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등을 구성하
여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 맞춤형 사각지대 발굴사업이 기획되도록 추진 중이다(<그림
4-2> 참고). 특히,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지역사
회보장협의체가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3) 이 중 읍·
면·동 협의체에서 중점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이다(보건복지부. 2020a, 92).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
구), 3개월 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체납 가구, 3개월 이상 임대료(공공
주택), 관리비(공동주택) 체납 가구,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가족의 실직, 폐업, 중대한 질
병·장애, 사망(자살), 부채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쪽방, 고시원,
여인숙, 원룸, 공공임대주택,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가구, 가족과 관
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장애인, 중장년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등이다. 이처럼 보
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
로 상시발굴하기 위하여 위기가구 발굴 관계망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3)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체적인 역할은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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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성

출처: 보건복지부(2020c, 2021c) 및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20)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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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지방정부에서도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위
기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그림 4-3> 참고).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실직 등으로 주택임차료
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를 조례에서 주거지원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
믹 이후 주/부 소득자의 무급휴직 등 소득 상실, 소득 급감, 특수형태근로자 등으로
인한 소득급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서울형 긴급복지지
원제도 세부 기준은 <부록 2>를 참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지자체별로는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운영
기준을 자체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를 포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래의 <그림 4-3>에 정리한 바와 같이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 등 긴급지
원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하여 각 지자체별 완화한 시기와 기준이 다르다. 또한 위기사
유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항목을 부여하여 재량을 발휘하고 있다.
일반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지자체별로는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자체적
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시의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
구 지원사업과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미성년동반) 주거위기 임차자금 지원사
업 등이 있다(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부록 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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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운영기준만 기재함
주 2: 전라북도의 경우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간을 9월까지 연장함.
자료: 각 지자체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3 | 지자체별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기준

2. 주거위기가구 회복 지원과 서비스 연계
1)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위기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회복하기 위
한 지원방식은 대상을 특정한 사업과, 긴급임시주택 제공, 그리고 이 전과정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이다. 특정사업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이고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이후 국토교통부는 생애주기 맞춤 지원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
소, 신혼부부 자가 점유율 증대 등에 점진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2018
년 7월에는 신혼부부·청년, 2018년 10월에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등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
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로드맵 체계에서 세밀한 지원이 어려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
하다는 논의가 2019년에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비주택거주자 주거상
향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은 기존에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에게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에서
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하는 형태이다. 수요발굴 주체로서
지자체는 비주택 방문 상담을 통하여 희망자를 발굴하고 임대주택공급의 주체인 한국
토지주택공사(LH)는 1:1 주거지원 상담과 밀착 지원서비스를 진행하여 이사비·생필
품 지원, 자활·돌봄 서비스 연계 등의 세밀한 지원을 진행한다(<그림 4-4> 참고).4)

4)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와 LH의 세부적인 역할은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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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절차

출처: 국토교통부(2020b)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국토교통부는 대상자가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적응과정에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서는 지원대상을
반지하 가구까지 확대하였는데, 반지하 가구의 경우 일부 양호한 곳도 있으나 다가구·
다세대 지하층은 채광·습기·침수·곰팡이·해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창문노출 등으
로 방범에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2) 긴급임시주택 공급
(1) 긴급임시주택의 개념과 필요성
긴급임시주택은 지역 내 주거상실 위기를 경험하거나, 이미 주거상실이 발생한 주민
에게 안정적 거처를 확보하기 전 단계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가 함께 결합되어 장기적으
로 안정적인 주거확보와 주거상향을 돕는다는 특징이 있다.
긴급임시주택은 기존의 주거지원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위기가구에 대응하기 위함
이다. 즉, 기존의 주거복지체계 내에서는 위기가구 스스로 자신의 거처를 알아보거나
충분치 않은 주거비 지원을 통해 거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퇴거의 위기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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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닥친 경우에 지역사회 거주가 준비되고 나서 주택을 구하게 되는 기존의 접근
(Housing Ready)으로는 단계별 진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주거상실의 위
기라는 시급성이 높은 경우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집중적인 주거서비스를 결합
하여 위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회복을 돕는 전략이다.
따라서 대상자는 상당한 위기의 시급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지
원 대상자 판정의 기준은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이들이 되고, 이들이 머무는 공간
은 ‘임시’적이라는 특징이 따라온다. 즉, 긴급함이 완화되는 임시 기간이 지나면 온전
히 장기적으로 머물수 있는 거처로 이주를 하기 위한 중간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주거상실 위기가구에 대응을 위한 기존 주거복지제도의 한계로 인해 긴급임시주택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표 4-2> 참고). 현재 퇴거와 주거상실의 위험
을 경험하는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대응체계가 효과적이고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낮고, 공공 및 국가·지자체의 역할이 오랫동안 소극적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주거상실 대상은 주로 시설을 중심으로 보호가 이루어졌으며
이 안에서 새로운 주거로의 이동이나 자립은 비교적 논의가 적었다는 것이다(송아영
외, 2020).

표 4-2 | 주거상실 위기가구 대응에 대한 기존 주거복지제도의 한계
기존 주거복지제도

한계

긴급복지제도

노숙인
생활시설을 활용한
임시거처
일반 생활시설



소득기준 및 기간 제한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적절하지 못한 임시거소



주거상향 목표 부재



주거독립, 자립이 아닌 시설보호중심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집단 생활(주거가 아님)



임시주거비의 한계, 주거복지서비스의 결여



시설입소를 위한 자격기준이 매우 엄격(대상별로 시설 운영)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집단 생활(주거가 아님)



서울시 시설분포 현황 및 양적 부족



시설보호의 적절성 문제

출처: 송아영 외(2020)의 일부 내용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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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임시주택 도입과 운영
긴급임시주택은 지역 내 주거위기가구 상담 및 지원을 수행하던 민간을 중심으로 운
영이 시장되었다. 서울시의 주거상담을 진행하던 민간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상담과정
에서 기존 주거복지자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한 거처확보 필요성을 절감
하고, LH로부터 장기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긴급임시거처로 활용하게 된 것
이다. 2016년 시작되어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100호 미만의 긴급임시주택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표 4-3> 참고). 아직은 초기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3 | 서울특별시 긴급지원주택 운영 현황(2020년도 기준)
지역

운영호수

강남

3 (비주택 2개 포함)

운영주체

강북

1

관악

20 (비주택 1개 별도)

광진

1

금천

3

은평

1

성북

2

구로

5

길가온해명

주거복지센터

마포

23 (LH 공급 7, SH 공급 16)

구청(생활보장과)

서대문

7(21년 상반기 5곳 추가 예정)

구청(사회복지과)

합계

66

주: 긴급임시주택과는 별도로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을 위한 임시주택을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용산(1호), 관악(1호), 강남(2호), 구로(1호), 중구(1호) (21년 2월 말까지 운영
예정)
자료: 중앙주거복지센터(2021) 내부 자료

긴급임시주택의 운영은 운영주체에 따라 각기 상이하다. 위기 대상가구는 불가피한
재난에 따른 주거위기 이외에 강제퇴거, 가정폭력, 재개발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한
주거상실 위기가 모두 중요하게 명시되고 추가적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재량권이 부여된
다(<표 4-4> 참고). 입주기간은 주거상실 이후 주거확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이
므로 대체로 짧은데 최초 3~6개월 이후 연장을 통하여 1회 또는 2회 정도가 추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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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긴급임시주택 입주 기간은 이러한 주거확보와 주거안정 도모 기
간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12~18개월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송
아영 외. 2020)(긴급임시주택 입주자 비용부담과 운영비용 충당방식은 <부록 4> 참고).

표 4-4 | 서울 긴급임시주택 입주 기준
구분

강남 강북 관악 광진

금천

은평 성북

마포

구로 서대문

1. 서울시민 여부
해당 자치구 주민 우선

○

○

○

○

○

○

○
마포

○

○

2. 주거위기 사유
① 화재, 자연재해(수해, 지진 등),
주택붕괴 등 재난재해

○

○

○

○

○

○

○

○

○

○

② 경매, 재개발, 강제퇴거, 가정
폭력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
황으로 임시주거를 필요로 하
는 상황

○

○

○

○

○

○

○

○

○

○

③ 다른 임대주택 대기 중인 상태

○

○

○

○

○

○

○

○

④ 주거복지센터나 사례관리자가
판단한 주거위기 상황

○

○

○

○

○

○

○

○

○

○

○

선정회의

○

100%

○

○

○

3.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70%

○

주: 광진의 경우 주거상향 계획을 주요한 입주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입주자는 주거상향계획 제출 필요
구로의 경우 아동가구 우선 기준을 갖추고 있어 아동가구는 입주에 있어 우선적 순위를 점할 수 있음
자료: 중앙주거복지센터(2021) 내부 자료

3)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서비스 연계
(1)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자리매김
초기 주거복지센터는 지역주거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거단체의 제안을 수용하여 2007년에 공식적으로 첫 출범을 하였고, 6개 주거복지센
터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지역사회복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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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차원에서 주거복지센터가 논의된 것은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 즉, 복잡한 지원절차, 사업별 개별 운영 및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부상하
면서 종합적인 주거복지 서비스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부터였다.
주거복지지원 서비스는 대상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중
심에서의 인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거복지전달체계는 수요자 중심에서
전달체계가 구성되지 못한 점, 주거복지와 관련한 공식적 상담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점,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단체 간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특히 공공부문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규정하고, 지역 주거복지의 주
체이자 지역 주거복지 거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는 구체
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주택자금지원, 주택개량 등 주요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별로 상
이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복잡한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주거복지센터가 주체
가 되어 대상자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가구여건에 맞는 주
거복지 프로그램을 신청 및 지원해줌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이 효과적으로 대상자에게 전
달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발굴과 주거욕구에 대한 상담, 그
리고 제도 및 서비스로의 연계 뿐만 아니라, 기존 주거복지정책 및 제도의 비효과성·불
완전성으로 인해 제도와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보다 밀접하고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밀착형 구심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하여 2025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주
거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국토교통부, 2020d).
실제로 주거복지센터는 주민과 밀접접촉하여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여
위기가구의 상황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존의 전달체계 내에서 국토교통
부 이외에 보건복지부의 일반복지 전달체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최종적인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사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업하고 있다. 주
거복지센터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직접 내방하여 위기상황을 상담하는 경우, 읍면동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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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약가구의 상황에 따라 주거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주거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지역의
복지관이나 다른 유관 복지센터 등에서 연계하는 경우,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연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림 4-5> 참고).
그림 4-5 | 주거복지센터의 지역사회 내 자리매김과 역할 개념도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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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복지센터 주요 사업 및 사업 실적 관리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사업을 구성하며, 주요사업은 상담 및 사례관리, 자원발굴 및 연계사업, 직접주거비
사업, 주거복지네트워크 사업, 주거복지교육, 홍보사업, 특화사업 등이다.
상담 및 사례관리는 주거복지센터의 핵심기능으로 주거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
든 사업은 상담 및 사례관리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즉 모든 사업에서 상담 및 사례관리
가 이루어지며,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요
기능이다. 상담 및 사례관리는 기초상담과 심층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주거문제의 특성
과 복잡성 등을 기초로 하여 심층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중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도 진행하며 이는 주거자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이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외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실시한다(서울시 주거
복지센터, 2020; 서울시, 2020. 주거복지센터 업무매뉴얼)
주거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가구는 한번의 정보 제공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중
첩된 위기상황이 대부분이므로, 이들에 대한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전산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초기상담 단계에서는 심층 사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초기상담에서 대상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기록한다.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구상황, 경제상황
등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거주형태, 거주기간, 부담가능 보증금액
등의 주거정보와 공공임대 입주, 퇴거 위기, 직접지원 요청, 복지제도 안내 등 우선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와 그 외에 추가적인 상담 내용들을 기록한다.
이후 담당기관의 이전단계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대상자가 새로 유입될 경우에는 이
전 담당기관으로부터 의뢰서를 받아, 이전에 대상자가 어떠한 주거상황이었는지, 그리
고 어떠한 주거문제와 주거욕구가 있었는지를 파악한다. 상담관리 단계에서는 가구상
황과 주요문제 및 욕구, 센터의 조치, 그리고 후속조치 등의 상담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함으로써 대상자를 관리하는데, 이러한 상담내용 기록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면담자료와 상담기록 시스템은 <부록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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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위기가구 지원 실적 및 특성
1) 주거취약계층 지원 실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취약함이 증명된 가구들을 매입·전세임대로 이동하여
비주택거처를 빠르게 해소할 것이 기대되었다. 지난 10여년간의 실적은 1백호 수준에
서 5,500호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0년 사이에 공급물량이 10배
나 증가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계층 소요에 비해 충분한 양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존재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주거취약계층 대상 공급물량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
원 업무처리지침」 제17조 1항 및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연도의 지원실적
과 주거취약계층 수요량을 고려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호수의 경우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15% 범위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0여년 동안
실제 공급 물량은 소요에 미달하는 500~1,000호 내외로 그쳤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
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 2018: 198).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에서 주거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이에 대응하여 지원실적이 급증한 것은
긍정적이다(<표 4-5>, <그림 4-6> 참고).

표 4-5 | 연도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실적
(단위: 호)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공급호수

119

343

556

603

844

521

584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공급호수

610

989

1,070

1,098

1,638

3,905

5,502

자료: 최은영 외(2018) 및 미래한국(2021)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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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요 실적(2007~2020년)

자료: 최은영 외(2018) 및 미래한국(2021)을 바탕으로 작성

2) 긴급복지지원 내 주거지원 실적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2006년 이후 상시적으로 지원
하는 사업이고 그 중 특히 주거지원실적의 변화와 특징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의 물리
적 주택 지원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주거부문에 대한
지원건수는 전체 건수 대비 2.9%를 차지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총 지원액의 1.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주거부문 지원건수의 경우 2011년까지는 1%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했다. 주거부문 지원금액의 경우 2013년까지 1%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2015년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역시 2.3%에 불과하였다.
2007년~2008년에는 금융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2009년을 전·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의 여파를 받은 휴·폐업 및 실직자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
라, 의료지원에 편중되어 있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일시적으로 생계지원이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생계지원 건수의 경우 2008년도에는
11.7%였으나 2009년도에는 47.8%였으며, 생계지원 금액의 경우 2008년도에는

88

6.2%에서 2009년도에는 32.3%로 급증하였다(<그림 4-7>, <그림 4-8> 참고).
그림 4-7 |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도별 지원건수 비중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10, 2011, 2012, 2013, 2014b, 2015b, 2016b, 2017b, 2018b, 2019b, 2020b)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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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도별 지원금액 비중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10, 2011, 2012, 2013, 2014b, 2015b, 2016b, 2017b, 2018b, 2019b, 2020b)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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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주거지원에 한하여 최장 지원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면
서 지원건수의 비중은 2013년도 3.4% → 2014년도 5.4%로 증가하였으나, 지원금액
측면에서는 2013년도 1.2% → 2014년도 2.2%로 소폭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
주거지원 부문의 건당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건당 지원
금액은 20.9만 원이며, 2009년에 건당 26.0만 원으로 가장 높다. 2006년 시작시 지
원건수가 35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 2.3만 건으로 급증하였다. 따라서 지원액 자
체도 48.2억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건당 지원금액은 별 차이없이 20만 원 전후에
머물고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표 4-6> 참고). 이는
제한적인 대상자 기준과 지원의 대상에 대한 제약에 기인한다.

표 4-6 |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지원 부문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건당 지원금액 비교
(단위 : 건, 백만 원, 원)

연도

지원건수(건) [A]

지원금액(백만원) [B]

건당 지원금액(원) [B÷ A]

주거지원

계

주거지원

계

주거지원

계

평균

6,428

175,914

1,360

95,512

208,873

760,291

2006

357

19,487

65

17,987

182,073

923,026

2007

252

24,932

46

30,381

182,540

1,218,554

2008

236

27,205

46

34,238

194,915

1,258,519

2009

438

94,683

114

79,450

260,274

839,116

2010

342

45,278

67

50,473

195,906

1,114,736

2011

489

42,057

95

45,743

194,274

1,087,643

2012

1,115

38,855

231

34,670

207,175

892,292

2013

2,803

83,187

643

53,626

229,397

644,644

2014

5,797

107,286

1,296

58,619

223,564

546,381

2015

12,536

251,327

2,880

124,644

229,738

495,944

2016

10,143

222,981

2,153

109,342

212,265

490,365

2017

12,090

250,568

2,496

115,791

206,452

462,114

2018

11,302

254,119

2,238

124,257

198,018

488,972

2019

15,521

336,782

3,209

159,182

206,752

472,656

2020

22,993

839,967

4,823

394,280

209,759

469,399

자료: 보건복지부(2014a, 2015a, 2016a, 2017a, 2018a, 2019a, 2020a)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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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위기 탈출·회복 지원과 서비스 연계 실적
(1) 비주택거주자 주거지원 사업 실적
심각한 주거취약상태에 빠진 가구를 위기상황에서 탈출하고 회복을 돕는 지원은 비
주택 거주자를 발굴하여 주거지원을 직접적으로 상향시키는 사업이 있다. 또한 그 수
단과 기제로 긴급임시주택과 주거복지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국토교통부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선도 지자체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등 11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선
정(사업지역별로 구분할 경우 총 18개소)하였으며, 총 지원규모는 국비 50% 매칭으
로 총 20억원을 투입하였다(<표 4-7>, <그림 4-9> 참고).

표 4-7 | 2020년 비주택 주거상향 지원사업 참여지역
지역

유형

사업
시행기관

사업구역

사업 수행기관

광역형

서울시

중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중구주거복지센터, 용산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강남구

강남구 일대

강남주거복지센터

양천구

양천구 일대

양천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시흥주거복지센터, 안산지역자활협동조합

광명시

광명 3,4동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원시

수원시 일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

서울
기초형
광역형

경기

기초형

중구 동인천동, 동구
만석동, 계양구 효성동

광역형

인천시

기초형

미추홀구

주안동, 용현동, 문학동

인천도시공사

부산

기초형

부산남구

대연동, 문현동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광주

광역형

광주시

북구 중흥1‧3동, 중앙동,
신안동, 우산동, 용봉동

광주도시공사

전북

기초형

전주시

전주시 일원

전주시 주거복지과

인천

출처: 국토교통부(2020a) 및 국토교통부(202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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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인천지역본부

그림 4-9 | 지역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선정배경 및 사업실적

자료: 국토교통부(2020a) 및 국토교통부(202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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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은 총 1,735가구를 목표로 하였고 신청 접수한
건이 1,965건, 입주대기 947건, 입주완료 811 건으로 전체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상담은 2.3만 건에 이를 정도였다(<표 4-8>, <그림
4-10>, <그림 4-11> 참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대응하여, 주거위기에
직면하기 쉬운 가구에 대하여 직접적인 주거상향이동을 지원한 것은 위기에 대응한 의
미있는 정책적 시도이다. 특히 민간부문에 존재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위기상항에
서 탈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표 4-8 | 2020년 비주택 주거상향 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지역

유형

광역

시행
기관

지원지역

예산
사용

목표
가구

상담

신청
접수

중구

98%

100

1,562

130

81

49

130 / 49

용산구

89%

100

1,939

225

140

85

225 / 85

구로구

100%

150

1,613

141

85

56

94 / 38

관악구

100%

160

2,176

235

179

56

147 / 35

동작구

100%

120

2,477

240

142

98

200 / 82

강남구

강남구

100%

100

1,229

114

47

67

114 / 67

양천구

양천구

100%

50

1,192

136

78

55

266 / 110

시흥시

100%

40

1,176

26

59

71

325 / 178

안산시

100%

130

366

56

13

40

41 / 31

광명시

광명시

52%

50

81

12

9

7

32 / 14

수원시

수원시

84%

100

963

104

23

64

87 / 64

서울시

서울

기초
광역
경기
기초
인천

경기도

입주
대기

입주
완료

달성율(%)

광역

인천시 중구, 동구

74%

200

2,830

290

8

55

32 / 28

기초

미추홀구 주안동 등

93%

100

1,600

64

23

33

56 / 33

부산

기초

남구

대연동 등

100%

70

705

64

12

21

47 / 30

광주

광역

광주시

북구

92%

165

2,664

63

32

22

33 / 13

전북

기초

전주시
합계

전주시

100%

100

436

65

16

32

48 / 32

-

1,735

23,009

1,965

947

811

-

주: 달성율은 목표가구수 대비 건수로 (입주대기+입주완료/ 입주완료)로 계산
자료: 국토교통부(2021)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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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 2020년 비주택 주거상향 지원사업 목표가구수 대비 상담건수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202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11 | 2020년 비주택 주거상향 지원사업 목표가구수 대비 달성률

자료: 국토교통부(202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긴급임시주택 공급 실적
긴급임시주택은 기존 주거복지체계가 주거상실위기가구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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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특성을 보완하고 주거를 중심으로한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주거자원으
로의 의미가 크다. 2019년도 긴급임시주택에 입주했던 입주가구의 주요 특성 분석 결
과 긴급임시주택은 1인가구보다 다인가구에, 아동동반가구 지원에, 그리고 다양한 형
태의 주거상실가구 지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송아영 외, 2020).
즉, 화재나 붕괴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가구 및 경제적 어려움이나 재개발로 인한 퇴
거,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 비주택거주자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주거위기 등 다양한
주거위기에 대응이 가능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주거위기의 경우 가정폭력 시설 및 쉼
터 입소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있고 이들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보호자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긴급임시주택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표 4-9> 참고).

표 4-9 | 긴급임시주택 입주가구 특성 및 입주시점에 확인된 주거위기
입주가구 특성
자
입주가 평균
평균
치
구수 가구원 가구주
구
수
연령
강남

1

입주시 주거위기 상황
화재, 붕괴 가정폭력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인한 가출 및 재개발 등으로
주거상실
주거위기
인한 퇴거

최저
기준
미달

고시원
찜질방 등
기타
비주택
거주

2

70

-

-

-

-

1

-

강북

1

3

47

-

-

-

1

-

-

관악

12

1.3

52

1

2

4

1

4

-

광진

3

2.6

46.3

1

2

-

-

-

-

금천

4

3.7

37.7

-

-

2

-

1

1

은평

1

2

29

-

-

-

-

1

-

성북

3

4.3

48

-

-

2

1

-

-

마포

13

1.5

53.1

-

1

5

1

6

-

계

38

2.5

47.8

2

5

13

4

13

1

자료: 송아영 외(2020) p.59를 참고하여 재구성

또한 긴급임시주택은 주거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주거이동 가능성을 지원한다.
단순히 주거를 통한 보호와 임시거주의 기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서비스
와 상담 및 사례관리가 집중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송아영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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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임시주택을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사는 입주 과정부터 입주 후 그리고 주
거지 탐색과 확인 및 이주 그리고 지역사회정착 전반에 있어 주거확보와 주거유지가
가능하도록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상담, 자원연계를 수행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적합한 주거를 탐색하고 주거유지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연계하며 입주자
의 주거탐색과 주거유지의 동기를 끌어올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
에서 주거탐색과정에서 주거취약계층 특성 상 정보의 불균형, 그리고 주거시장에서의
차별 등을 방지하고 입주자 권리 옹호를 위한 밀착 및 동행서비스가 제공되며, 새로운
주거로 입주 후 주거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사정하며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경우 안정적
주거로의 이동을 위한 서비스 재설계까지 지원된다. 이처럼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가구
나 대상자 특성에 맞는 주거 위기 지원과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이를 지원하는데 주거복지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주거복지센터 상담 실적과 특성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0월)까지 서울주거복지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2020년에 상담실적과 대상인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상담건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표 4-10> 참고).

표 4-10 | 서울주거복지센터 최근3개년 주거복지 상담실적
상담 내용(건)

구분

상담실적
(건)

대상인원
(명)

계

2019

52,531

24,403

52,531

9,208

32,326

1,057

806

9,134

2020

74,900

29,573

74,900

13,059

40,963

1,820

2,423

16,635

2021.10

98,831

32,558

99,497

14,337

51,327

1,758

2,725

28,684

주거비지원 임대주택 공공부조 주택금융

기타

자료: 서울시(2021) 내부자료, 중앙주거복지센터(2021) 내부자료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상담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전체 주거복지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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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2020년 주거복지 상담실적은 29,573명, 74,900건이며 그 외 2020년 긴급주거
지원 실적은 총 13.6억원, 4,812건으로 나타난다(<그림 4-12> 참고). 2021년 10월
기준 상담실적은 거의 10만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상인원도 32,558명으로 증가하였
다. 주거복지센터에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의 지원실적 변화를 보면, 수혜가구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2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상담실적
상담실적

대상인원

주: 2021년은 10월 기준
자료: 서울시(2021) 내부자료; 중앙주거복지센터(2021) 내부자료

표 4-11 | 2020년 주거복지센터 지원내역과 수혜가구
구 분

지원액(천원)

계

1,362,615

4,812

긴급 월세/보증금 지원

896,981

726

주거환경개선(집수리)

126,558

543

긴급 연료지원

22,964

104

기타(긴급물품, 현물 등)

316,112

3,439

자료: 서울시(2021) 내부자료; 중앙주거복지센터(2021)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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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가구

비고

특화사업포함

긴급주거지원실적은 2020년 기준 사업비 총 5.7억원, 1,488건이고, 2021년 10월 기준
사업비 4.9억원, 지원실적 1,335건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역사와 인력, 지역사회에서의 자리
매김 등에 따라 실적에는 편차가 나타난다(센터별 상세 실적은 <부록 6> 참고).

표 4-12 | 2021년 주거복지센터 지원내역과 수혜가구(2021.1~2021.10)
구 분

지원액(천원)

수혜가구

계

1,469,716

7,225

긴급 보증금 지원

454,933

264

긴급 임차료(월세) 지원

216,451

298

주거환경개선(집수리)

144,679

674

긴급 연료지원

29,983

118

기타(긴급물품, 현물 등)

623,412

5,871

비고

특화사업포함

자료: 서울시(2021) 내부자료; 중앙주거복지센터(2021) 내부자료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주거위기가구 상담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구의
스트레스 대응능력에 따라 위기상황에 직면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가구 자체의 결혼,
건강, 소득, 직업 등의 내재적 이슈와 함께 코로나가 촉발한 영향이 최종적으로 주거위
기에 이르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시기에 국내에 발생한 주거위기가구
발생사례를 일부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가구형태 별로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주거위기 상태까지 진입한 과정과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 1인가구의 경우
60대 단독가구인 A씨는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사업실패와 사기로 경제적
곤궁에 처하였다. 이에 더해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나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제대로 받
지 못하면서 거처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지인의 도움으로 지인 사무
실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지인마저 코로나로 인해 사업경영의 어려움에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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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사무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사무실 공간이지만 그동
안 거처로 사용하던 주거의 상실 위기에 놓인 경우이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퇴
거위기, 주거지마련, 입주시 이사지원, 물품, 생계비 지원, 돌봄서비스연계까지 복합
적으로 지원한 경우이다.

□ 청년, 코로나 위기 사례
20대 청년 단독가구인 B씨의 경우, 어릴적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
였다. 군복무 이후 조부모의 사망 및 실직으로 인하여 쪽방과 고시원을 주 거주지로
이용하고, 일용직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일용직 일자리
마저 잃게 되면서 임대료를 연체하여 노숙으로 전락한 경우이다. 서울역 인근에서 노
숙을 하다 발굴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대표적인 주거상실 가구이다. 주거복지센터를
통하여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며, 긴급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를 지불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취업 교육 참여 등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가족해체의 경우1: 한부모 가구
C씨네 가구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이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소득이지만 월평균 근로소득이 80~100만원을 유지하던 가구이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모친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딸도 실직하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수입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던 예
년과 달리 코로나 영향에 더하여 건강이 악화되면서 추가적인 수입원이 급감하게 되었
다. 따라서 원래 갖고 있던 지병의 치료도 난망하고 소득감소로 인해 임대료가 연체되
면서 지원을 요청하였다.

□ 가족해체의 경우2 : 조손가구
D씨 가구는 조손가구로 아들이 이혼하면서 손녀 둘을 맡겼다. 할머니는 10년간 노

100

점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며 손녀의 양육과 가구 생계를 책임져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붕어빵 장사를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득감소는 임대료와 공과금 미납, 그리고 관리
비 체납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미 이들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임대
료 연체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이 다가오면서 재계약 시
점에서 인상된 보증금와 연체한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하였다. 이들은 주거복지센터를 통하여 긴급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고, 민간 부문의 사
업을 통하여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받고 조손가구가 무사히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재택근무 불가능 직종의 주거상향 제한의 경우
도심부에 있는 일자리 때문에 열악한 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강
남과 같은 업무지구의 이면에는 해당 공간을 청소하는 분들의 경우가 그 사례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새벽에 출근해서 업무공간이 다음날 아침 일찍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므로 새벽 2-4시 사이에 이동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 업무지구의
바로 인근에 거주해야 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대중교통이 마감하고 아직 새로이 첫차
가 운행을 시작하지 않는 시간에 이동을 해야 하는데, 택시비를 감당할 수입이 없으므
로 일터 인근의 도보권 내에 있는 반지하, 고시원 등에 머물러야 한다. 도심의 화려한
업무지구 이면의 전이지대(zone in transition)가 존재하는 동심원 이론을 보여주는 살
이다. 이들은 더 나은 주거여건을 위해 지상의 더 나은 조건의 주택으로 이주를 권하여
도, 이런 주거여건 개선과 이동 자체가 시간소요, 교통비 지출과 일터로부터의 이격을
의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4) 주거위기가구 지원정책의 시사점
(1) 주거위기가구 진입 경로와 특성
주거복지센터 상담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주거자체의 문제와 주거를 둘러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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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기상황을 초래한다. 주거 이외에도 주거를 둘러싼
환경으로 직업, 소득, 건강, 돌봄, 결혼 등이 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며, 각 요인들간의 선후 관계와 코로나 충격에 의한 발생 시점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주요 사례를 통해 주거위기의 진입 경로를 살펴본 결과, 주거 위기는 다양한 분야의
위기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최종적 위기 형태, 즉, “위기의 끝판왕”과 같은 특성을 보이
고 있어, 주요 위기의 발생 경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로별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각각의 위기 가구별로 직업, 소득, 건강, 결혼 등 다양한
과정에서 불안정성이 발생이 시작되며, 분야별 불안정성이 결합·중첩되며 가구의 위기
가 심화되어 결국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주거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13> 참고).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입과정별, 상담자 사회·경제적·신체적·가정사 특성별, 주거관련 욕구별, 연계한 자
원 및 서비스별, 주거안정 및 성과별 등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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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사례 2
-

사례 3
-

사례 4
-

사례 5

이혼, 건강 → 코로나 → 수입 급감 → 건강 악화 → 돌봄 → 주거위기
이혼가정으로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함께 거주 중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여 생계에 어려움 발생
건강상태 악화로 수입 대체 활동 어려운 상황
경제적 상황 악화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여 지병이 악화
주거복지센터 지원 요청 상담

가정 문제 → 건강 → 돌봄 → 고시원 거주 → 주거위기
모친은 사망하고 고령의 부친은 재혼하여 가족과 단절된 상황
교통사고로 인대파열, 얼굴 상처 등 후유증으로 고생 중
소득감소로 고시원 거주 중이었으나 이로 인한 건강악화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고시원 거구중 자활근로센터에서 독거노인 방문 돌보미를 하면서 조금씩 자활의지를 높이고 있었음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었으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주거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

경제 → 신용불량 → 직업 → 건강 → 주거상황 → 퇴거요청
경제상황 악화로 신용불량 상황에 처함. 구직 제약으로 일용직 근로활동으로 생계 유지
그 와중에 낙상사고로 뇌출혈 발생. 병원 생활과 기억 상실로 삶의 의욕 상실
다가구 주택 옥탑층에 거주 중이나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위해 퇴거요청
주거기준 미달인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
복지재단 통한 지원과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주거물색 지원, 금융상담 지원. 자활 활동

결혼 이혼 → 직업 → 소득 → 건강 → 쪽방 거주 → 퇴거 위기 → 자녀방치
남편과 이혼 후 자녀 부양하며 김밥집을 운영하던 중 금융위기에 사업 부도
부채와 함께 신용불량상태 전락. 이에 더해 희귀질환이 발생하여 장기간 일 어려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쪽방에 거주하였으나 집주인 바뀐 후 퇴거 위기에 놓임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임대주택 신청, 수급자격 획득
자녀는 생업으로 인하여 방임상태에 놓여 학폭과 왕따를 겪고 사회 적응 어려움
주거복지센터와 전세임대 물색 후 거처 안정으로 자녀의 건강, 치료 상담 진행 중

한부모 → 소득하락 → 코로나 → 소득급감 → 생계위기 → 건강 → 임대료 연체

- 한부모 가구로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입이 급감
- 자녀도 코로나로 인한 실직으로 생계위기에 직면
- 건강악화에 치료비 조달 난망에 임대료 연체 상황에 봉착

사례 6
-

조손가구 → 코로나 → 수입 급감 → 임대료, 공과금 연체 → 주거위기
조손가구로 노점에서 장사로 생계 유지
코로나로 인한 노점 폐쇄. 소득급감으로 임대료와 공과금 연체 발생
공공임대주택 거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의 위협, 주거위기 직면
주거복지센터에서 긴급 주거지원 받고 공과금, 임대료 체납 위기 탈출

출처: 서울시 주거복지센터(2021)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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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 주거위기가구 진입경로와 특성 개념도

출처: 연구진 작성

(2) 긴급 주거지원의 제한성
국토교통부의 공공공부문은 공적자금 위주의 지원으로 LH, 주택관리공단, 주거급
여, 주택도시기금 중심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신속하고 두터운 안전망
기능이 가능하게 하고 주거급여 수급예정자에게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에게도 금리 인하의 혜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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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간임차거주 저소득가구의 지원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주거복지
센터를 중심으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중이나 개선의 여지가 크다. 즉, 국내 대다수 임차
가구가 거주하는 민간시장에서의 임차가구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며 임대료 연체
나 공과금 연체를 통한 위기가구가 상당하나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에서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원항목이 있으
나 이는 전체 긴급복지지원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비 중심으
로 지원이 이루어지던 체계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생계비 지원이 급증한 것이 구성상의
변화이나, 주거부문의 지원은 건수의 비중도, 건당 지원액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찾
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은 주거상실 직전의 위기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임대료 연체와 같은 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여, 긴급복지지원
에서의 주거지원은 임대료 연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기의 초기단계에서 지원이 어
렵고, 대부분 다른 공적지원으로 연계하는 경항이 커 그 성격이 주거위기가구 대응에
특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한 주거위기가구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시스템이 강화되
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나 국토부
에서는 참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주거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 중요
“위기의 끝판왕”에 가까운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인 주거
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소프트한 상담과 물리적 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임시주택이 결합
될 경우 효과적인 주거 위기 가구 지원에 상당한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연계를 통하여 상담한 자료는 위기의 진입과 진행경로,
지원을 통한 변화과정과 최종 안착까지의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러나 일
반적인 정책적 개입이나 지원은 이미 상당부분 위기가 진행되어 상황이 심각해지는 시
점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상당한 시간

제4장 주거위기 대응 정책과 서비스 연계 ․ 105

과 노력이 소요된다. 만약, 주거복지센터의 상담 자료를 통해 실제 어느 시점에서 정책
적 개입을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좀 더 빠른 시점에 더 많은 가구
에게 더 적은 비용으로 위기에 진입하거나 덜 악화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4) 주거복지센터의 상담 자료 구축 체계화 및 정책 활용 필요
기존의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의 전환하여 상담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정
책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거복지센터에 일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공급
자 입장에서 예산 사용 정도, 상담의 건수, 비주택상향으로 성공한 사례 건수 등 정량
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상담을 시행하
는 주체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수요자 관점의 정보 형성과 지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수요자의 주거소요(needs)를 중심으로 한 사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입장에서 상담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관
리, 상담의 기준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5) 긴급임시주택을 활용한 주거안전망 확대 필요성
주거위기에 가까운 상실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거처를 직접 제공하여 마련해주는 긴
급임시주택은 그 자체로 주거안전망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긴급임시주택은 대
부분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공가로 남아 있는 물량을 긴급임시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런 물건은 적정주거(decent housing)로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에서 직접 긴급임시
주택을 매입, 관리하고 있는 마포구는 양질의 긴급임시주택 확보를 위해 관내에서 발생
하는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하기도 하고, 공공청사를 재건축
하면서 추가된 용적률을 활용하여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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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해외 주거위기 대응 방식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를 강타하여 기존에 정책 대상이 아니던 가구들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
가 발생하였다. 락다운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취약계층, 저소득 임차가구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긴급하게 민간임차가구에 대한 계약 연장, 퇴거금지, 임대료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거의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상시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주거위기 탈출
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공급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긴급, 상시, 연계 정책의 실시 및 강화는 국내 주거정책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1.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 긴급 지원 대응
1) 긴급 지원을 통한 주거위기가구 대응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감소 영향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임차인
과 자가소유자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중이다. 구제조치, 대응전략의 핵심은 임대료와
모기지 미납 이연, 퇴거 유예, 건설분야 지원등으로 나타난다.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이연, 퇴거 금지, 임대료 지원, 공과금 납부 이연
또는 지원,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 또는 갱신 조치 시행, 임대료 동결 등이며, 자가소
유자의 경우 모기지 납부 이연, 재산세 납부 이연이나 경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홈리스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의 종류와 각국별 주요 대응 방식을 살펴보면, 스페인은 코
로나로 경제적 충격을 받은 임차인 중 대규모 임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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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예를 선언하였다. 스페인의 취약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정부의 재
정적 지원을 받는데 정부가 무이자로 6개월간 소액대출을 하는 형식을 취하며 이를 향
후 10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OECD, 2020a). 오스트리아, 독일, 멕시코,
포르투갈 역시 봉쇄조치(lockdown) 이후 경제적 영향을 받은 임차인에게 몇 개월간
임대료 지불을 유예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룩셈부르크는 경제충격으로 임대료 지불이
불가능한 임차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코로나로 인해 수입
이 20% 이상 감소하였지만, 임대료 지불 유예할 권리를 얻지 못한 경우에 임대료 지불
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그리스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이
된 임차인에 대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최대 60%를 감액해주는 조치를 취했
다. 리스본, 신트라 등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사회주택의 임대료가 몇 개
월간 유예되었다(OECD, 2020a).
코로나 이후 임대차 시장의 규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에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료를 동결하도록 조치하였다. 아르헨티나, 오스
트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기
존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등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OECD, 2020a).
주요국에서는 자가소유자 모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이탈리아와 미
국에서는 모기지 납부를 못하여 차압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 기간 동안
차압 조치를 유예하였고, 네덜란드, 영국도 이와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주택관련 보조금의 대상자와 규모가 확대되는 정책 변화도 나타났다. 아일랜드, 룩
셈부르크, 러시아에서는 주택보조금 지급대상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코로나 위기 상
황에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라트비아
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표 5-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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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주거지원 대응 방식
임차가구

국가

자가가구
기타
모기
모기
임차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세금 은행 공과 건설 긴급
퇴거
지납 차압 지납
기간 료 료보 료 료지
납부 대출 금지 업지 거처
금지
부 유예 부
연장 동결 조 경감 원
유예 편의 원
원 제공
유예
지원

호주

ㅇ

오스트리아

ㅇ

ㅇ

ㅇ

벨기에

*

*

캐나다

*

ㅇ

ㅇ

독일

ㅇ

ㅇ
ㅇ

ㅇ

아일랜드

ㅇ

이스라엘

*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일본

ㅇ

*

ㅇ

ㅇ

ㅇ

ㅇ

대한민국

ㅇ
ㅇ

ㅇ

멕시코

ㅇ

네덜란드

ㅇ

뉴질랜드

ㅇ

ㅇ
*

ㅇ

ㅇ

ㅇ

ㅇ

ㅇ

노르웨이

ㅇ

폴란드

ㅇ

포르투갈

ㅇ

ㅇ

스페인

ㅇ

ㅇ

*

*

*

*

ㅇ

ㅇ

ㅇ

ㅇ

ㅇ

ㅇ

터키
영국

*

ㅇ

이태리

룸셈부르크

*

ㅇ
ㅇ

그리스
헝가리

ㅇ
ㅇ

콜롬비아
프랑스

ㅇ
ㅇ

ㅇ

ㅇ
ㅇ

미국

*

아르헨티나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ㅇ

*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ㅇ

주: ㅇ 전국적 또는 대부분 적용되는 조치, * 전국 단위가 아닌 일부 지방에서 실시되는 조치
출처: OECD(2020a) p.17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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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적 주거비 지원을 통한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4개 국가가 주택수당
(housing allowances)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규 도입하였다(OECD, 2021d)(<표 5-2>
참고).

표 5-2 |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별 주택수당(신설 또는 변경)
조치

신설 또는
변경

정부 단위

수혜 대상

비용 종류

코로나 주거지원

신설

지역/주

가구

임대료

주거비 완화지원

신설

지역/주

임대인

임대료

긴급주거비지원

변경

연방정부

임대인

임대료

과밀 특별지원

변경

연방정부

-

-

체코

코로나 대응
특별긴급지원

변경

-

가구

임대료와 주거비용

프랑스

가장 취약가구 예외적
연대지원금

신설

국가/연방

가구

임대료와 주거비용

이탈리아

임대주택 접근에 대한
국가적 지원자금

변경

지역/주

-

임대료

일본

주거안전급여

변경

국가/연방

임대인

임대료

노르웨이

국가주거급여

변경

국가/연방

가구

임대료와 주거비용

폴란드

임대료 보조

신설

공동(중앙, 지방
매칭)

가구

임대료와 주거비용

포르투갈

코로나 지원

신설

국가/연방

가구

임대료

스페인

자동 임대료 갱신

변경

공동(중앙, 지방
매칭))

가구

임대료

스웨덴

유자녀가구 주거급여

변경

국가/연방

가구

임대료와 주거비용

터키

임대 수당

변경

국가/연방

가구

임대료

커뮤니티개발 CDBG

변경
신설

가구(지방정
부를 통해
지급)

임대료

긴급임대료지원

공동(중앙, 지방
매칭)

국가
호주

칠레

미국
출처: OECD(2021d)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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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수당 지출의 경우 미국은 약 250억 달러, 프랑스는 약 12억 유로의 재정을
투입하였으며 칠레, 체코,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기존 주택 수당을 확대 및 조정하
여 운영하고 있다(<그림 5-1> 참고).

그림 5-1 |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별 주택수당 재정투입규모

주: 환율 1USD=1,200KRW 기준
자료: OECD(2021c)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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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위기가구 지원 법적 조치
영국은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법 2020(Coronavirus
Act 2020)’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1)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봉쇄
정책이 가구 소득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연쇄적으로 주거안정이 위협받게 된 것이 법
제정의 배경이다(Wilson, 2021).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하여 ‘퇴거방지(protection from eviction)’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29조).2) 영국의 퇴거 방지법(Protection from Eviction Act 1977) 및 임대
법(Rent Act 1977)은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종료 고지 시
점을 ‘최소 4주 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법 2020에 의해 이 시점이
‘최소 3개월’로 연장되었다. 이 법은 2020년 3월 26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적
용, 2021년 10월 1일부터 퇴거 통지 기간이 코로나19 이전인 2개월로 돌아가게 된다.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퇴거 강제집행 중지도 진행되었으나, 이
후 풀려 지방관리(bailiff)들이 퇴거를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 세입자 보호 대책으로 임대료 연체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고
비상사태 기간 중 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였다(한국도시연구소,
2020).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세입자는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
는 의무가 있으며 집주인은 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청하여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보조를 받는데도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알려 해결책을 상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데 2021년 2월
이후 신청된 건은 무료로 중재가 이루어졌다(영국 코로나바이러스법).

1) 영국 코로나바이러스법 전문.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0/7/contents/enacted (2021년
9월 20일 최종 접속)
2) 영국 코로나바이러스법 주거부문 시행조치.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0/7/schedule/29/enacted (2021년 9월 20일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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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위기가구 긴급실태조사
(1) 미국 통계청 가구조사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이 주거, 고용, 식
품안전, 건강, 교육, 사회보장급여, 가계지출, 교통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빠
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구조사(Household Pulse Survey)를 실시하였다.
전미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주소를 기준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가구조사이며,
주소지 거주자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수준이다. 2021년 12월 기준 총 6회의 데이터 수집(Phase 1,2,3,3.1, 3.2,
3.3)이 이루어졌고 최종 3.3회차 조사는 2021년 12월1일에 시작하여 2022년 2월7일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3)
각 회차별 질문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동수당, 긴급지원금 사용, 코로나 백
신 관련 질문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긴급 대응 및 정책영향을 신속하게 파악
하기 위해 새로운 질문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다. 주거와 관련된 질문은 점유형태, 주
택유형, 방수, 지난달 임대료/모기지 지불여부, 다음달 임대료/모기지 지불가능성, 임
대료/모기지 연체여부, 2개월내 퇴거 가능성, 주택압류에 따른 퇴거 가능성 등으로 구
성되었다(<표 5-3> 참고).

3) United States Census.
https://www.census.gov/data/experimental-data-products/household-pulse-survey.html (2021년
12월 30일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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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 미 통계청 가구조사의 주거 부문 질문 문항
구분

질문

응답

점유형태

당신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1) 자가, 모기지 상환 완료
2) 자가, 모기지 상환 중
3) 임차 4) 무상
99) 무응답, 미상

주택유형

당신의 주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이동식 주택
2) 독립된 단독주택
3) 이웃과 벽을 맞댄 단독주택
4) 2호 아파트
5) 3-4호 아파트
6) 5-9호 아파트
7) 10-19호 아파트
8) 20-49호 아파트
9) 50호 이상 아파트
10) 보트, 밴 등
99) 무응답, 미상

지난달 주거비
납부

지난달 임대료나 모기지를
납부하셨습니까?

다음달 주거비
지불 확신

다음달 임대료나 모기지 납부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방수

댁에 방은 몇 개 있습니까?

임대료 연체

현재 임대료가 연체 중입니까?

1) 예
99) 무응답

2) 아니오

모기지 연체

현재 모기지 납부 연체 중입니까?

1) 예
99) 무응답

2) 아니오

퇴거 가능성

향후 2개월 이내 퇴거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높음
3) 거의 없음
99) 무응답

2) 약간 높음
4) 전혀 없음

주택압류 가능성

향후 2개월 이내 주택 압류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높음
3) 거의 없음
99) 무응답

2) 약간 높음
4) 전혀 없음

1) 예
3) 납부 지연

2) 아니오
99) 무응답

1) 전혀 확신하지 않음 2) 조금 불확실함
3) 보통
4) 확신하는 편
5) 매우 확신함
99) 무응답
(기입식) 0-25

출처: United States Census Bureau(2020) 가구조사 설문지를 참고로 연구진 작성

미 통계청 가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광범위한 실직을 경
험했고 임대료 및 모기지 연체가 발생했는데, 그 중 유색인종 가구의 영향이 더욱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자녀 가구가 무자녀 가구에 비해 주거위기 영향을 더욱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먹을거리가 부족한 문제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CB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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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도시연구소의 코로나 영향 추적 조사
미국 통계청의 설문조사 이외에도 미국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 주거, 생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종·민족
별 코로나 영향 추적(Tracking COVID-19’s Effects by Race and Ethnicity)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4) 이는 인종, 소득, 연령 및 가구 특성별 세분화된 주거비 지불능력
에 대한 데이터 요구에 비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데이터가 없음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인종적·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긴 했지만, 감염병 발
발 이후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5)
조사는 2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첫 번째 설문조사는 2020년 4월 23일부터 7월 21일
까지, 두 번째 설문조사는 2020년 8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은 노인이 아닌 성인 대상의 건강 개혁 모니터링 설문조사(HRMS,Health Reform
Monitoring Survey)6) 참가자를 바탕으로 샘플링하여 문자 및 이메일 조사가 실시되
었다. 설문조사 중 주거와 관련된 문항은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점유형태, 주택유
형, 공적 혜택, 주거지원과 관련된 내용의 일반적인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표
5-4> 참고).
두 번째로 진행된 코로나 영향 추적조사(Tracking COVID-19’s Effects by Race
and Ethnicity: Questionnaire Two)에서 주거와 관련된 질문은 단순한 점유형태나 주
거지원 여부에서 심화되어, 월세, 지난달 주거비 지불 지연, 생활기초서비스 지불 지

4) Urban Institute. Coronavirus Tracking Survey Wave 1&2 Questionnaire
5) Urban Institute. “New Data Suggest COVID-19 is Widening Housing Disparities by Race and
Income”. 2020년 5월 29일.
https://www.urban.org/urban-wire/new-data-suggest-covid-19-widening-housing-disparities-r
ace-and-income
6) 건강 개혁 모니터링 설문 조사는(HRMS)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된 목적은 ACA(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시행 문제와 건강 보험 적용 범위 변경 및 관련 건강 결과에 대한 시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됨.
HRMS 운영을 위한 핵심 자금은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RWJF)과 Urban Institute에서 제공
(Health Reform Monitoring Survey, http://hrms.urban.org/index.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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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임대료 연체 여부와 연체금액, 퇴거 위협 등에 대한 질문으로 변경되었다(<표
5-5> 참고).
표 5-4 | 코로나 영향 추적조사(1차) 설문지 중 주거부문 문항
No.

질문문항

응답선택방식

1

당신이 사는 곳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1) 자가
3) 무상

2) 임차

2

지난 한달간 지원받은 공공의 혜택을 받았습니까?
(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료 경감이 되는 연방, 주,
지방정부 주택 프로그램)

1) 예
3) 모름

2) 아니오

3

2020년 3월 1일부터 가구원 중 공공의 혜택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료 경감이 되는
연방, 주, 지방정부 주택 프로그램)

1) 예
3) 모름

2) 아니오

4

공공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은 어려웠나요?
(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료 경감이 되는 연방, 주,
지방정부 주택 프로그램)

1) 매우 어려움
3) 보통
5) 매우 쉬움

2) 어려움
4) 쉬움

출처: Urban Institute. Coronavirus Tracking Survey Wave 1 Questionnaire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5-5 | 코로나 영향 추적조사(2차) 설문지 중 주거부문 문항
No.

질문문항

응답선택방식

1

당신이 사는 곳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1) 자가

2) 임차

3) 무상

2

당신이 사는 곳의 월세는 얼마입니까?

월 금액 : $

3

지난 30일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까?
a. 귀하의 가구는 임대료 또는 모기지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지불할 여력이 없어 지불이 늦어졌습니까?
b. 귀하의 가구는 가스, 석유 또는 전기 요금을 전액 지불 할 수
없었습니까?

(각 a,b 문항별)
1) 예
2) 아니오

4

임대료나 모기지 상황이 한달 이상 연체되었나요?

1) 예

5

연체된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

2020년 3월 1일 이후 퇴거통지서를 받았거나 퇴거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하십시오.

1) 예. 퇴거 통지를 받았습니다.
2) 예. 퇴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3) 아니오

다음 달 아래의 어려움을 겪을 것을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1. 충분히 먹는 것
2.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음
3. 임대료 또는 모기지 지불 가능
4. 가스, 석유 또는 전기 요금을 지불할 수 있음
5. 빚을 갚을 수 있음
6. 의료비 지불 가능

(각 1,2,3,4,5,6 문항별)
1)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2) 별로 걱정 안한다
3) 다소 걱정스럽다
4) 매우 걱정스럽다

2) 아니오

출처: Urban Institute. Coronavirus Tracking Survey Wave 2 Questionnaire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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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덜란드의 주거위기가구 실태 조사
네덜란드 주거정책에서 취약계층은 규제부문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이들의 가구구성과 소득에 따라 주거비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지자체와 의료보험
사, 임대인 및 사회주택협회, 에너지 및 수도공급업체가 협력하여 주거비, 가스/수도/
전기료, 지방세, 보험료, 통신비 등 고정 지출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지자체에 보고하여 빠르게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NOS, 2020). 임
대인, 보험사, 전기/가스/수도 공급업체 등은 비용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
저 체납 고지를 보냈는데 그에 응답하지 않고 30~100일 지난 후에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게 보고하며, 지자체는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빚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안한다. 대상자가 실제 도움을 받을지 거절할지는 스스로 결정한다.
암스테르담, 네이메헌(Nijmegen), 아른헴(Arnhem)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각
민간업체와 지자체가 개별협정을 맺고 시행했으며 앞으로 350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이 금전문제가 있는지, 있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운영한다(geldfit.nl)7).

(4) 영국의 퇴거위기가구 설문조사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퇴거 위험에 처한 가구 규모 추정을 위하여 16세
이상 임차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임대
료 체납비율, 임대인과 연락한 이유, 개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또
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주택 입주자의 주
거안정성과 비교하였다(상세한 설문 문항은 <부록 8> 참고).

7) 네덜란드 행정부 홈페이지
https://www.rijksoverheid.nl/actueel/nieuws/2021/09/14/campagne-wijst-ondernemer-met-gel
dzorgen-de-weg-naar-hulp (2021년 9월 14일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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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위기가구 상시 지원 체계 강화
1) 사회주택 공급 확대
(1) 미국 부담가능주택 공급 확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 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을 통하여 인프라 현대
화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수백만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문제(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 에너지 비용 등 공과금 문제 심각성
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최소 부지
면적, 주차장 의무 건설, 다가구 주택 금지 등을 포함한 전통적 지역지구제
(exclusionary zoning laws)를 완화 및 폐지하여 부담가능주택 건설에 불필요한 장벽
제거하고 관할 구역에 유연성과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200만개 이상
의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보존 및 개조에 2천 13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백만개 이상의 저렴하고 탄력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공급, 보
존 및 개조(affordable, resilient, accessible, energy efficient, and electrified
housing units) 하기 위해 세금 공제,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로 근린투자계획(Neighborhood Homes Investment Act, NHIA) 통과시켜 향
후 5년 동안 200억 달러 상당의 NHIA 세금 공제 제공으로 약 50만호 주택 건설 및
재건하여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4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공공임대주
택 인프라를 개선하여 생명 안전과 연결되어있는 위험성들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운영
비용을 크게 줄이는 에너지 효율성 관련 조치 취할 것을 발표했다. 이는 물리적 인프라
개선 뿐만 아니라 여성, 유색인종 및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8)

8) 미 백악관 일자리계획 설명 홈페이지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31/
fact-sheet-the-american-jobs-plan/ (2021년 4월 30일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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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연합의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주택 공급
정부가 직접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회주택은 그 주택단지 거주민을 사회적 낙인, 배
제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영국은 ‘사회주택을 위한 뉴딜정책’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긍
정적 이야기 공유, 사회주택과 빈곤에 대한 미디어의 프레임 변화, 주택소유를 강조하
는 분위기 완화, 사회주택의 디자인과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사회적 낙인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MHCLG, 2020).
유럽 연합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30%의 주택가격 급등, 15%의 임대료 상승을 목도
하는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거위기 상황에 직면한다. 소득감소와 실업,
주택 모기지나 임대료 미납, 연체 등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주택시장
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주택 공급과 부담가능 주택 공급 확대에 관심이 높아졌다. 국가
적 차원의 대표적인 노력으로는 프랑스에서 2021~2022년 사회주택 부문에 5억 유로
를 투자하여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안전한, 녹색 사회주택
프로그램’에 20억 유로를 투자하여 에너지 효율적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 및 사회주
택 건설과 학생주택 건설을 촉진할 예정이다. 스페인에서도 국가주택계획을 통해 공공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잉글랜드에서는 그동안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던 섹션
106(Section 106)의 종료를 예정하고 있어 민간부문에서 공급되는 개발사업에서 다양
한 소득계층 혼합을 가능하게 하던 정책 수단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Housing
Europe, 2021).
유럽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이후 대응은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과 임차인 보호체계를
가동하였다. 팬데믹 상황에 따른 위기가구 급증은 홈리스와 감염병 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대응방안에 홈리스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도 포함이 되었다. 한편, 그동안
사회주택 공급에 소극적이었던 남부유럽에서도 사회주택과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에 상
당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사회주택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외
에도 사회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는 그린 뉴딜이 어우러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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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빅토리아 주 사회주택 투자 확대
호주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이후, 지역주민들의 집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더 나아가
안정성을 위하여 공공 및 지역 사회 주택에 대한 최대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2021년 예산(Victorian Budget 2020/21) 계획을 통하여 향후 4년 동안
대도시 전역에 12,000호 이상의 새로운 사회주택 건설과 53억 달러 규모의 예산 투자
를 진행할 것을 공표하였다. 사회 주택 공급에 대한 투자는 1,100호의 오래된 공공
주택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9,300호의 새로운 사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양적인 측면에서 4년 동안 사회 주택 공급을 10% 증가시켜 수천 명의 빅토리
아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재
생 프로그램, 사회주택 성장 펀드와 같은 기 추진예정 사업과 함께 신규 주택 건설이
결합되어 15,8000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향후 40년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다.9) 신규 사회 주택 투자의 주요 대상자는 빅토리아 거주민, 연급 수급자, 장애가
있는 빅토리아 거주민, 가정 폭력 피해자 및 한부모 가정이다. 신규 주택 중 2,000호
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빅토리아 거주민을 것이며, 추가로 2,900호는 저렴한 비용
의 주택을 건설하여 중·저소득층이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4년 동안, 매년 약 10,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추가로
1,1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노숙자를 위한 호텔에 추가적인 일자리 지원에 사용할 예정
이다. 일자리 지원의 경우 주요 지원대상자는 여성, 빅토리아 거주민, 장애인, 사회
주택 임차인 및 사회적 목표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
진다. 노숙자를 위한 호텔의 추가 지원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훈련, 고용, 임차권 유지,
지역 협회 설립 및 기타 다양한 지원을 포함할 것이며 거주자, 지방 정부, 그리고 주택
분야 관련 기관과 협업으로 설계된다. 추가적으로 공공 주택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
비 및 예방 조치 구현을 위해 청소, 보안, 식량 및 재료 지원,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9) Premier of Victoria. 2020. VICTORIA’S BIG HOUSING BUILD (2021년 3월 15일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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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예산 투입과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아동 및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접수 등이 있다(Premier of Victoria, 2020).

2) 사회주택 임대료 인상억제 및 주거지원 강화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주택의 임대료 인상억제와 주거지원 강화를 통하여 기존 상시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있다. 2020년 이후로 규제 부문의 최대 임대료 인상률은 물가상
승률을 따르도록 해왔으며 2021년부터 물가인상률 + 1%까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
도록 조정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서 네덜란드 하원은 규제부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동결10)하도록 하는 베커만(Beckerman) 발의안을 통과시켰다(2021년 2월
9일)11). 2021년 사회주택 거주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의 월세 인상률을 0%로 하
여 사실상 2020년과 같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약 26만
가구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표 5-6> 참고). 해당 동결 조치로 가구의
소득과 월세에 따라 가구별 효과는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가구당 매월 6유로를 절약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동결로 인한 주택협회의 손실은 1,800만 유로로 추정되며, 이는 1만 5천 호
의 신규주택건설 계획, 재정계획, 투자안정 및 정상적인 관리사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정부는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0) 네덜란드 행정부 장관이 하원에 보내는 브리프(2021년 2월 17일) 참고: Kamerfrief-uitvoering motie
Beckerman
11)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택을 개조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임대료 인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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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 네덜란드 소득기준 별 사회주택 최대 임대료 인상률
연소득 기준 이하 가구 대상 연소득 기준 초과 가구 대상
최대 임대료 인상률
최대 임대료 인상률

구분

기준 연소득*

2021년

44,655

0.0%

0.0%

2020년

43,574

5.1%

6.6%

2019년

42,436

4.1%

5.6%

2018년

41,056

3.9%

5.4%

2017년

40,349

2.8%

4.3%

주: 가구의 2년 전 연소득이 적용됨. 2020년의 경우 2018년 가구의 합산 연소득이 43,574유로 이하인 경우 최대
임대료 인상률 5.1%를 적용받음
자료: 네덜란드 행정부 사회주택 관련 홈페이지.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woning-huren/vraag-en-antwoord/welke-regels-gel
den-er-voor-een-huurverhoging. (2021년 9월 7일 최종 접속)

임대인에 대해서는 신규주택건설, 기후협약에 준하는 지속가능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개선, 안전과 관리를 위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용건물 에너지 사용량
효율화를 도입하여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공공주택기금(Public Housing Fund)을 위
한 임대세를 감축하고자 하였다. 그 외 민간 부문 임대인의 손실은 최대 임대료 인상률
2.4%를 적용할 경우 850만 유로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정부는 2,000만 유로를 투자
하여 주택협회와 대형 민간임차사업자의 임차인세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3) 민간임대시장 접근성 강화 및 규제
네덜란드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장관은 민간주택시
장 접근성 향상 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제대로 된 부담가능한 주택에 거주할 권리
가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주 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사회초년생과 중위소득 가구들의 주택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
한 방안을 발표하였다.12)
12) 네덜란드 주택정책 홈페이지 (2021년 9월 7일 최종 접속)
https://www.dutchhousingpolicy.nl/latest/news/2020/05/15/annual-rent-increase-for-nonsubsid
ized-housing-sector-capped

124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일반주택(민간부문)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20
년 7월 이후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 도입하는 것이다. 2021년 3월 23일 상원은 민간
부문 임대주택에 대해 매년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를 물가상승률 +1%로 제한하는 법
안을 통과시켜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고자 하였
다. 2021년 5월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 3년 동안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4%(물가상승률 1.4%+1%)로 제한하는데, 다만 2021년의 경우 베
커만 발의안 통과에 의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도 0.0% 적용한다.
또,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암스테르담, 우트렉(Utrecht), 틸부르그(Tilburg), 헤이
그, 로테르담 등 주요 도시에서 투자목적의 주택 매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NOS, 2021). 이는 사회 초년생과 중위소득 가구를 위한 자가 주택이 임대사업자에
게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매 보호장치(Buy-up protection)이다. 현재 주택시
장에서 거래되는 주택 3채 중 1채가 투자자들에 의해 구입되고 있으며 이는 임대료 상
승과 지역의 거주 적합성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매보호장치는
임대사업을 완전히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시장부문(middle market
segment)에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며 구매보호 대상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하
고자 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일반적으로 6~12
개월인 단기임차계약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13)

13) 그 외의 네덜란드 취약계층 지원 내용은 <부록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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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위기가구 탈출·회복지원과 서비스 강화
1) 긴급주택공급을 위한 주거우선 정책(Housing First)
(1) 미국, 유럽의 주거우선 정책
주거우선(housing first)은 노숙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지원에서 기존의 주거
준비(housing readiness) 방식이 내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오바
마 행정부 이전, 기존의 노숙인에 대한 주거정책은 영구적인 주택으로 준비된(ready)
이들에 대한 준비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홈리스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임
시주택(transitional housing)에 머물면서 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
다. 그러나 연구 결과 임시주택의 효용성과 주거준비라는 개념의 적정성에 대해 심각
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후 주거우선정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주거우선과 달리 주거준비방식은 사회로 복귀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단계적으로 다
음 단계로 이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각 단계별 성공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 이행이
가능한 계단식 구조였다. 이런 과정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근본적 해결
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주거우선으로 정책적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다.
주거우선 정책은 지역사회거주가 필요한 노숙인의 준비상태와는 무관하게 주거를 우
선적으로 제공하고, 그 안정적 거처 내에서 다른 서비스를 연계하고 추가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영구적인 주택에 입주하는 데 있어 그 어떤 조건도 부여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상당히 긍정적 성과를 거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chwartz, 2020).

(2) 캐나다의 긴급주택입주 촉진
2020년 9월, 캐나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긴급 주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캐
나다 모기지 및 주택공사(CMHC,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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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긴급주택입주 촉진전략(RHI, Rapid Housing Initiative)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모듈형 주택 건설, 토지 취득 및 기존 건물 개조 자금을 지원하여 최대 3,000호
의 부담가능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14) 즉, 긴급주택입주 촉진전략은 국가 주택 전략
(NHS, National Housing Strategy)의 대상이 되는 취약가구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
은 이에게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전략이다.15)
부담가능한 주택의 적격 수혜자로 포함되는 대상은 노숙자, 가정 폭력 피해 여성 및
자녀, 흑인 캐나다인, 노인, 청소년, 장애인,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
등 국가 주택 전략(NHS)에 따른 대상자이다. 특히 긴급주택입주 촉진전략은 코로나
19로 인해 노숙자가 되었거나 임시 대피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2) 주거 상담 강화
미국 주거 상담은 주택의 탐색, 자금조달, 임대, 주거 유지 등 거처 마련의 전과정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나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1968년
주택 및 도시개발법 제106조에 근거하고 있다. 자가소유자 및 임차인 모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인증한 주택상담사를 고용한 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주택 구입을 위한 상담은 대공황 이후 가장 많은 관심과 자금
지원을 받았고, 2006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후 주택압류 사태로 인해 증가하였
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임차인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코로
나19 이전의 상담은 주로 주택구매 전 조언과 자가주택 압류방지를 위한 서비스가 중
심이었고, 임차인에 대한 상담은 1% 수준(2019년 기준)으로 매우 미미하였다

14)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 Releases Results for Third Quarter 2020”.
2020년 11월 27일.
https://www.cmhc-schl.gc.ca/en/media-newsroom/news-releases/2020/cmhc-releases-resul
ts-third-quarter-2020 (2021년 10월 20일 최종접속)
15)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2020년 7월 15일. Rapid Housing Initiative
“Rapid Housing Initiative (RHI)”.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2020년 9월 21일.
https://www.cmhc-schl.gc.ca/en/NHS/rapid-housing-initiative (2021년 10월 20일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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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vez, Anoll & Boshart, 2021).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대료 연체와 퇴거 위기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상
담이 급증하였다. 2020년 말 기준 1,030만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어 상담 역
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020년 3분기까지 9개월간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상
담 중 임대 관련 상담이 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0년 기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과 임대인 84.7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Walsh et
al., 2020).
미 연방주택도시개발부에서는 임대 관련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5,20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임대 상담은 비용이 소요되는 업무로 수요에 비해 자
금지원이 부족하다. 2021년 기준 미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승인 기관 중 58%만이 임대
관련 상담을 제공 중이다(Galvez, Anoll & Boshart, 2021).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지 사태 때에도 주택상담에 대한 펀딩을 급격하게 높인 경험이 있다. 초기에 4천만 달
러를 책정한 후 2억 달러 이상으로 증액하여 압류 위기에 처한 2백만 명 이상의 주택소
유자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에 추가적인 전폭적 자금지원이 요구된다(Walsh et
al., 2020).

3) 주거 및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강화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어젠다 설정과
함께 향후 8년간 국가 경제 전면 개편을 제시하였다. 이 아젠다는 세가지 요소로 구분
된다. 첫번째는 3월 경기 부양금으로 대표되는 긴급 구호 목적의 미국구호계획
(American Rescue Plan,19조 달러)이고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 현대화, 광대역 인터
넷과 양질의 주택 등 물적 기반 재건과 돌봄경제(Care Economy)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목적의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23조 달러)이며, 세 번째는 양질의
교육과 가족 복지 향상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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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기반시설 투자 중심의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18조 달러)이다. 그 중 두 번째인 일자리계획에서 지역사회기반 서비
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일자리계획은 교통 인프라의 현대화, 항구/공항/철도 건설, 광대역 인터넷과 양
질의 주택 공급 등 노후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
고, 인종간 격차를 해소하며, 사회 취약층(노인 및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복지 개선, 돌봄경제(Care Economy) 및 일자리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유색인종 여성 중심인 간병인 처우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강화와 연동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보육 뿐만 아니라 가족 간병 등을 위해 200
만명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배경이 깔려 있다. 특히
지금까지 유색인종의 여성인 중심의 간병인 처우는 매우 낮고, 근로자 6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whitehouse.gov).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 HCBS) 에 대한 접근 확대를 위해 4천억 달러 투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와 지원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간병인
에게 연체된 급여 지불과 더 많은 혜택, 노동 조합을 조직하거나 단체를 교섭할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의 재정 안정성을 향상시켜 의료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 요양 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 접근성 증진으로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
스 뿐만 아니라 유색인종의 커뮤니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16)

16) CAREWORK AND THE ECONOMY. 2021년 4월 14일.
https://research.american.edu/careworkeconomy/blog/tag/american-jobs-plan/ (2021년 6월 20
일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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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주거정책 시사점
1) 사회주택 투자 확대를 통한 상시적 안전망 강화
코로나로 인한 주택 부문 장단기적 영향은 장기적으로 주택부문 투자 하락과 소비
급감에 따른 지불능력 하락으로 이어져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변화가 진행중
이다. 따라서 주택부문 견고성을 강화하면서 주택시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
입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그린뉴딜과 사회주택 투자 확대가 제안되고 있다. 환경친화
적 개발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과 재건이 촉진되며 이는 효율적이고 부담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주택으로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주택과 저렴주택에 대한 정부투자를 적극 확대
함으로써 건설활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또한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적용 장
려와 주택공급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OECD, 2020a; OECD, 2021a).
주택부문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주택부문에 대한 공공투자는
직접 건설 확대를 위한 자본투자와 임대료 지원을 위한 주거비보조로 구성되며 장기적
으로 직접 건설투자에서 주거비보조로 전환되어 왔다. 이는 주거이동 측면의 장점이
있고 주거비 보조는 사회주택의 입주에 비해 자유로운 주거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효과
를 갖지만,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는 단점도 갖는다. 특히 건축용 토지 공급에 대한
이용규제가 강한 곳에서 높은 토지가격 때문에 결국 주거비보조에 드는 비용도 상승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사회주택 건설은 일정부분 이동의 제약이
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주거비부담능력을 하락시키고 장기적으로 공급 확
대에 기여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축기술을 확산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사회주택 공급확대와 포스트 코로나 재건분야 지원 강화 사례도 많은 나라에서 발견
된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러시아, 미국은
코로나 이전에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곳에서 개발업자에게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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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자금 대출의 용이성을 확대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건축
허가를 촉진하고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조합에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
며, 포르투갈의 대도시에서는 주택소유자가 단기로 운영하는 휴양목적 임대주택에 대
해소득세 면제, 양도차익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EU에서는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건축물 리노베이션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에너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OECD, 2020a).
그러나 선진국 사례를 살펴볼 때,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결과의 의도치 않은
정책효과도 동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거금지, 임대료 연체, 임대료 동결 등의 임대
차 시장 규제 강화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자신의 거처에 머물수 있도
록 돕게 된다. 그러나 임대시장 규제강화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
다. 특히, 임대료 규제 강화 조치는 아직 임차하지 않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더 어렵
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부동산투자 수익률을 하락시켜 개발업자와 대부업자의 불확실
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유인 하락으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는 주
택시장에서 수요의 변화에 공급이 덜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주택이
점차 부족해지고 점점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주택의 공급부족은 임대시장에서 투기적
주택버블을 가속화시켜 가구 대출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회복력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
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강한 규제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는데 연관되고 심각한 경
제하강과 연관된다(Cournède, Sakha & Ziemann, 2019).

2)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 조치 실행
코로나19 사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주택의 점유형태와 무관하게 심
각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팬데믹 선언 이후 해외 주요국에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
구 모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행하였다.
소득의 하락이나 실질, 무급휴직을 겪은 많은 가구 중에 특히 저소득, 유색인종 등
이 더 취약함이 드러났다. 대면 접촉이 필수적이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던 직업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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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경우에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보증금이 적고 대부분 월세지불 형태의 임대
차계약인 해외에서는 소득감소가 직접적인 주거불안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각국 정
부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거나,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심지어 임대료를 직접 정부에서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취해
진 적극적 조치 중에는 퇴거금지나 퇴거조치를 행하게 하는 주택법원의 업무를 정지시
킨 것이다. 이는 퇴거로 인한 노숙은 또다른 감염병 노출 위험이기도 하고, 또 이들이
다른 대중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퇴거
금지 조치를 내린 연방정부 부처가 질병관리청(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었다.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재정 투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주거비 납부 지연이나 연체는 동시에 기초생활 서비스의 연체와도 연계된다.
따라서 미국이나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의 경우 주거비 납부 이연
뿐 아니라 기초생활 서비스 단절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등 최소한의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퇴거금지
와 유예로 인하여 실제로 퇴거가 급감한 것이 확인되었다.
자가주택소유자나 임대인에게도 경제적 타격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소규모 임대인
의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지연이나 미납은 주택 유지관리비용이나 재산세 납부 등
주택관련 비용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모기지 납부 유예와 세
금 납부 이연 등의 조치가 행해졌다.
전방위적으로 자가, 임차와 무관하게 영향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고려와 지원을 했
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 또한 더 약한 최약자에 대한 보호를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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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가구 실태파악과 최약자 보호
해외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는 주거
위기가구에 대한 규모를 추정하고 정책 대응을 고민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조사자료나
데이터를 통한 추정도 가능하지만, 실제 긴급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설
문조사는 민간임차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정도를 파악하기도 하고(영국), 임대인에
게 조사하여 임대료 미납 현황을 파악하기도 하며(미국), 무작위로 전국적인 설문을
통하여 긴급위기에 대한 주거영향을 파악하는 방식(미국)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긴급위기 상황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 직업, 주택유형, 점유형태 등에 따른 영향을 파악할
수도 있으며 그 영향이 인종이나 가구 형태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정책대상자 파악과 추가적인 대책 수립과 실행에
도 단초를 제공한다.
개별적인 미등록임대사업이 주된 유형인 국내와는 달리 임대사업자가 발달한 국가에
서는 임대사업자나 협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하여 주거위기의 심각성과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규모 파악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영세
임대인의 추가적인 영향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거정책은 기존 임대료 인상에 상한을 두고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지
하는 등 세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나마 도입했는데 이는 가장 약
자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집주인이나 개발업체의 이익보다 더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거한다.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착한 건물주”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임대료를 받
지 않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나타나며, 대구·경북 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정책
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일반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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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서비스 등 위기 탈출 및 회복 전략 동시 구사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임대인, 전기·수도 공급업자, 은행 등이 협력관
계를 구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파악하고 이들이 심각한 빚 문제에 당면하
기 전에 선제적으로 재정관리 도움을 주는 제도가 유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도 가동중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사전 탐지 체계와 관련된다. 중요한 것은 실
제로 위기가구로 탐지된 경우에도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달체계의 최전선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충분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 주거상담을 이런 이유로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기존에 자가소유
자 중심의 주택압류 방지나 자가마련시 모기지 및 금융이해도 제고 등에 초점을 둔 주
거상담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임차가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기
존에 대면 방식의 상담에서 온라인으로 그 중심점이 이동하고 있다. 상담의 대상자와
방식, 질적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주택압류 완화를 위한 주거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2백만 가구 이상이 도움을 받았다. 2020년에는 미국에서 약 1백만
정도의 임차인과 자가소유자가 위기로 인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전히 1천
만명 이상의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를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저소득 임차인에 대한 주거
상담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주택도시개발부에서는 5,200만 달러
이상을 주거상담 비용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위기회복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과 같은 서비스비용은 주거위기가구의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인 조
치를 취할 수 있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후속적으로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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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린뉴딜 및 주거정책 전환의 분기점과 연계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더욱 취약한 임차가구의 급증은 국가경제 전체에 큰 충격으
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응 뿐 아니라 상시적 위기관
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시적 안전망의 확충은 부담가능주택의 획기적 확충과 돌
봄경제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주거정책의 장기적 정책 전환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정책 전환의 한 축에 주거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과 같은 그린뉴딜이 함께 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사회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상시적인 안전망 구축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취약 자가의 위험성 가중, 그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취약가구의 자가마련 가능성 하락, 그리고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 가중 및 주거불안과 연동된다. 사회주택의 비중이 낮은 남부유럽
국가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을 인지하
고 이에 대한 투자를 천명한 점도 의미있는 변화의 지점이다.
또한 주거서비스의 지원을 통한 돌봄경제 확대도 중요하다. 저소득, 소수인종, 여성
에 집중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주거부문에서도 서비스가 연계되는 경우 정
책 전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정책의 효과성이 증진된다. 국내에서도 주거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정책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과 연계한
사회주택 에너지 효율개선과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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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주거위기가구 안전망 강화 방안

주거위기가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정책대상의 협
소성과 제한성을 극복하고, 위협의 상시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긴급 지원체계 강화, 상시 지원망
강화, 회복과 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긴급지원 체계로는 조사 및 실태파악, 긴급임시주
택 확대, 부처간 협력 강화를 통한 위기가구 지원과 대상자 확대를 제안한다. 회복과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재정 투자확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1. 중층 안전망 체계 구축
1) 위기 상존 시대의 주거정책의 역할
스탠딩(Guy Standing)이 주장한 불안계급(Precariat)은 불안한(Precarious) 프롤
레타리아(Proletariat) 둘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로 문자 그대로 불안정한 노동자
계급이라는 함축적 표현을 의미한다(Standing, 2011). 즉, 불안계급은 노동시장의 유
연화,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과 일상생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
가하며 일상화된 상황에 노출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을 의미한다. 세
계화(globalization)는 시장자유화, 규제완화의 기초 위에 건설되어 경쟁적인 개인주의
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능력을 억제
하기 위한 규제강화, 사회적 보호장치를 재구조화한다. 이로 인해 세계화는 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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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에게 모든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시스템이라는 특성이 띄게 된다. 19세기와
20세기초에 자유방임주의 정치를 추구하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세계화의 시기는 금융
자본이 헤게모니를 잡고 소득불평등이 강화되고 소득의 분배가 자본에 유리하게 이루
어진다. 이런 과정속에 글로벌 시장사회는 만성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성을 지속생산
하고, 거시경제적 불안의 증대, 원치 않는 위험에 대한 노출 확대, 값비싼 재해에 노출
증가, 커뮤니티나 경제에 더 잦은 충격,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침투되는 특징을 보인
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현대 많은 나라에서 성인인구의 최소한 1/4 정도는 불안계
급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스탠딩(Standing)이 주장하는 불안계급이 특수한 일부 계
층이 아닌 평범한 일반인인 우리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특정계급이나 연령, 젠더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의 다수가 현대사회의 생산과 소비, 노동시장 구조에 의해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불안정성을 삶의 일부로 일상화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불안계급
화라고 명명할 수 있다.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MF사태로 일컬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급격히 진행된 국가이며,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자가소유에
대한 접근이 하락하고 임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하여 최초로 임차시장에 진입하는 계층의 불안정성은 급격
히 높아지고 있으며, 청년층은 저임금, 비정규직인 상태로 임차시장 최초로 진입하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더하여 점유형태가 불안정한 주택시장 불안정성이 가중되므로 이
들을 주거불안계급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미선, 2017). 또한, 한국은 OECD 국가중에
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의 선두로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소득감소, 비정규직 고용증가,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식 소득상승의 한계 등 고용안정성이 불확실한 시대에 불안계급 확대는 주거영역으로
확대되어 자가소유 확대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불안계급
(precariat) 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한국이 될 가능성 농후할 것으로 보인다.
불안계급의 특성은 대다수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세계화의 흐름과 금융 구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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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 유연화에 기인하며 이로 인한 영향이 우리 일상에 침투하면서 심리적인 부분에
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양식과 일상화 전체의 과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1인가구 증가, 생애미혼 급증
이 중첩되면서 자가소유를 지향하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47년 1인가구
비율이 37.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다수의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
해 학력, 소득, 직업안정성 측면에서 열위에 놓여있음이 확인되며, 1인가구의 증가는
주거정책의 암묵적 정책지향점이었던 자가소유 확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요한
인구구조적 변화로 작용한다. 이미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청년층의 평생임대세대
(generation rent) 논의는 더 이상 자가소유를 지향하는 정책이 지속가능하지도, 달성
가능하지도 않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청년세대는 독립시 부모로부터의 지원이 없을 경우,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경
우, 주거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자가마련을 위한 공급확대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
급 확대와 민간임차시장 안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1) 2021년 10월 실시된
전국 2030 청년층 주거인식조사에서 청년의 소득수준, 부모로부터의 지원 여부, 지원
가능성,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라 주거정책 우선순위에 차이가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시장 안정이 중요하며, 결혼에 대
해 긍정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확대가 전세대출 확대보다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처럼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1인가구의 증
가와 생애미혼율 증가는 결혼으로의 진입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구조적 상수가 될 것
이며, 현재 추구하는 정책적 우선순위는 누구를 정책 대상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전
혀 다른 방향으로 재원이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불안계급 확대와 주거 및 점유 형태 변화는 실제 외부적 충
격에 의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민간임대에서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대상
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안정적 직업군 감소, 연공서열식 소득상승 기대 하
락, 외부 충격에 의해 소득감소를 야기하는 비정형 직업군 증가, 결혼으로 진입하지
1) 국토연구원. 2021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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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다수의 가구 증가는 민간임대시장에서의 안정적 주거 마련 유지가 어려운 계층
의 증가를 유발하며 안정적 주거 마련을 위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장 안정성이 높고 공공성이 강한 안정장치인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확대 이
외에 주거비 지원 대상 확대, 긴급상황에서의 지원폭 확대 등이 요구된다.
결국,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위험요인이 상시화되는 시기의 주거정책은 안전망의
기능을 담당하고 강화하도록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이는 예방적 주거정책, 안전망의 주
거정책, 돌봄의 주거정책, 건강한 주거정책, 포용적 주거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예방적 주거정책: 정책대상의 확대와 정책의 사전적 대처능력 강화
· 안전망의 주거정책: 공공임대주택 투자 확대 등 주거의 안정망 기능 강화
· 돌봄의 주거정책: 돌봄과 서비스 강화 주거정책
· 건강한 주거정책: 주택의 물리적 열악과 건강 연관성 인식한 주거정책
· 포용적 주거정책: 포용성장 전략 내의 중요한 부문으로 주거를 자리매김

2) 주거안전망 강화에 대한 논의
(1) 미국의 주거안전망 논의
자유시장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에서도 주거정책에서의 안전망 기능 강화를 촉구하는
논의가 최근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주거비 과부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충
분치 못함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들을 민간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주거의 안전망 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
다(Keys, Collinson & Ellen, 2021). 미국에서는 더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신규로 공
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1.1만 호의 거주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정부재원이 투입되는 임대료 보조를 받는 가구는 바우처 대상자 약 5백만 명 (220만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극빈층에게 총 바우처의
75%가 할당되고 있다. 그 중 프로젝트 기반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는
130만가구 등(Galvez, Brennan, Meixell & Pendall, 2017)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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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가구경제와 의사결정 조사(Survey of Household Economics and
Decisionmaking)에 따르면, 심각한 소득감소 상황에서 자력으로 3개월을 버틸 수 있
는가에 대하여 응답자의 29%(2019년 기준)가 임대료, 공과금 등 비용 납부가 불가능
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6-1> 참고).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자신의 소득
에서 임대료로 부담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그림
6-2> 참고), 이처럼 소득감소 위기 상황에서 3개월 이상을 버틸 수 없는 가구의 규모
가 상당하여, 안전망을 자동화, 상시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6-1 | 소득감소기에 자력 생활 가능성
각종 비용 지출
불가능
대출이나 매각을
통해 비용 부담
가능
긴급시 사용할 자
금 마련해 놓음
자료: Keys, Collinson & Ellen(2021) p.2
원자료: Federal Reserve(2021)

그림 6-2 |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월소득의
30~50%
주거비 지출

월소득의
50% 이상
주거비 지출
자료: Pavetti & Bailey(202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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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 상황에 취약한 가구들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카운슬링 의무화, 긴급주거지원 제공, 긴급바우처 제공, 기존의 응급지
원자금의 유연한 활용, 식료품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Pavetti &
Bailey, 2020; Galvez, Brennan, Meixell & Pendall, 2017).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
의 임대료와 공과금 연체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Desmond, 2016) 이는 대부분의 임대인이 법적 도움을 받아 저소득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에 대한 적절한 방어기제를 제공하고 이들을 홈리스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방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Galvez, Brennan, Meixell &
Pendall, 2017).
좀 더 적극적으로는 저소득 임차인을 위하여 긴급임대료지원계좌를 개설하여 지역공
정임대료의 4배 정도 되는 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임대료 연체나 공과금 지불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다(Keys, Collinson & Ellen, 2021). 이 경우 각 개별
가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불 정도이고, 지역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 연간 210만 가구, 연간 141조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중
위소득 50% 이하로 한정하면 연간 90억 달러가 필요하다. 자가소유자를 위한 모기지
이자 세액공제가 연간 1300억 달러 이상이고, 실제 수혜는 고소득 자가소유자가 향유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점유형태 중립적 정책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Galvez, Brennan, Meixell, & Pendall, 2017).

(2) 일본의 주거안전망 논의
일본의 주거체제와 인구구조변화 양상 등은 국내의 상황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공공지원의 잔여화, 임대세대 등장 등에서 반면교사로 상
당한 가치를 갖는다. 일본의 주거체제는 지난 30년 동안 자가소유 위주로 유지되었지
만, 청년층과 장년층의 자가소유율이 감소하면서 이전의 세대와는 다르게 임대주택에
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임대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가소유율이 1978년 60.4%에
서 2018년 61.2%로 거의 변화 없이 절반이 훨씬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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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청년층과 40~50대 장년층의 자가소유율이 지난 30년 동안 10% 이상 감소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고령화가 일어나서 전체 주택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비율이 1978년 5.9%에서 2018년 28.5%로 증가하였
다. 따라서 일본의 주거체제는 자가소유에 편향된 형태를 외부적으로 유지하지만 내부
적으로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자가진입이 이전 시대에 비해 어려워지면 자가소유의 고
령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平山洋介, 2016).
청년층의 자가소유율 감소는 임대주택에서 자가소유로 주거상향을 하지 못하고 임대
주택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임대세대를 형성하게 된다. 임대세대의 등장은 비정규 고용
의 확대, 결혼의 감소, 자산 디플레이션에 따른 주택소유 기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현상이며, 특히 비정규 고용의 확대는 소득의 불안정성을 높
여 주택소유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가세대에서 임대세대로의 전환은 일본의 주거체계가 앞으로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
서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동시에 자가소유에 편향된 주거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정책문제를 제기한다. 전후 일본의 주거체제는 임대주택에
서 자가소유로 넘어가는 주거사다리가 강력하게 작용했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불안
정성은 과도기적 단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소득을 모아서 곧 자가를 소유할 것이
므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은 잠깐 감수하면 되는, 또는 이번에만 해결하
면 되는 일시적 문제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의 붕괴 이전에는
일본 사회는 성장 단계에 있었고, 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소득의 불안정성에 따른 임대주택의 불안정성이 실제로 발현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임대세대에게 이제는 임대주택은 잠시 머무르는 일시적 점유형태가 아니고
상당기간 또는 평생 거주해야 하는 점유형태가 된다. 이처럼 임대주택에서 자가소유로
의 주거사다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불안정성은 잠깐 참으면 되는 간단한 문
제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주거문제이고, 주거사다리를 끊어버린 소득의 불안정성은
임대주택의 불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소득의 불안정성이 임대주
택의 불안정성을 중요한 주거문제로 부상시켰고, 더 나아가서 임대주택의 불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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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세대의 불안정성이 중요한 주거문제로 떠오른 현
실에서 자가소유에 편향된 주거체제 유지의 한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적 임대주택과 민영 임대주택을 모두 활용해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 주거 세이프티넷 정책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2007년 ｢주택확보 요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몇 번의 개정을
통해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과 민영 임대주택의 입주 지원에 기초한 중층적이고 유연한
주택 세이프티넷 정책이 표방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주택 세이프티넷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의 범위를 한층 협
소화하면서 동시에 공적 지원의 부담을 민관 협력의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신자유주의
적 속성을 보이는 특징을 갖는다(平山洋介, 2021).
전후 1950년대 자가소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주거정책은 1970년대와 1980
년대에도 자가소유 촉진과 공영주택 잔여화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화에 따라 공영주택 잔여화는 훨씬 심화되었고, 민영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적 무관심도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과 민영 임대주택의 입
주 지원을 이루어진 주택 세이프티넷 정책이 제시되었는데, 만약 주택 세이프티넷 정
책의 지원대상이 임대세대를 포함해서 시장에서 자력으로 일정한 주거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확장되었다면, 주택 세이프티넷은 주거정책의 신자유주의화에 역행하
는 새로운 방향 전환점으로 기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 평가받는다.
하지만 주택 세이프티넷의 지원대상인 주택확보가 필요한 대상자(주택확보 요배려
자)는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나열식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었고, 이는 소수의 특수한
사람들만 주택 세이프티넷의 정책 대상으로 규정됨을 의미한다. 결국 주거정책의 신자
유주의화에 따라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극히 협소한 지원대상
범위에 대해 공적 임대주택와 민영 임대주택의 상호작용을 수단으로 제시하는 주택 세
이프티넷 정책은 공공의 지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임대주택의 제공 대신에 민관 협
력의 방식으로 공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민영 임대주택의 입주 지원을 주거지
원의 수단으로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의 범위는 더 좁아지고, 수단은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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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 세이프티넷의
구축은 시장의 일반 영역을 넓히면서 동시에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 있는 지원의 특수
영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반과 특수는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특수 영
역을 좁게 설정할수록 주택시장에 놓여 있는 일반 영역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 세이프티넷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주거문제, 예를 들어 임대세
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거정책의 신자유주의의 연장선 상에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의 범위를 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
적인 예로 지극히 소득이 낮지 않지만 평생 불안정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밖 없는 비
정규 고용의 청년에게 정책 대상을 일일이 호명하는 주택 세이프티넷의 구축은 어떤
대안도 되기 어렵다(平山洋介, 2020).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자가소유 위주의 주거체제를 가지고 있다. 또, 아직까지는
임대세대라는 말이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소득의 불안정
성으로 청년의 주택소유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에서 시행하는 주거세이프티넷 정책처럼 제한적, 잔여적, 열거적 방식의 지원을 지속
하는 것이 위기의 시대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주거정책이 앞서 경험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방향, 주거정책 대상의 잔여화와 호명을 통
한 제한적 추가, 공공임대주택 대상자의 제한성, 고령화와 청년층 미혼 급증, 청년층
자가마련 가능성 하락 및 임대세대화 등은 이미 국내에서도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강화
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사전예방적 주
거안전망을 강화하는 전향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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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식의 구조화
앞선 위기가구 상담사례를 통해 위기의 전조신호와 취약화과정, 주거상실의 연속선
을 개념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다층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그림 6-3> 참고).

그림 6-3 | 위기의 신호와 진행 및 지원방식 개념도

출처: 연구진 작성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위기가구의 발생 양상과 진행 경로를 바탕으로 다층의 지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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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조화하고자 한다. 먼저 위기의 초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취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탐지장치와 선제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1차 안전기
능으로 설정한다. 2차는 동적 위기상황이 취약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긴급주
거지원에 유연성을 보완하여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긴급 지원 강화방안을
설정한다. 3차는 최악의 경우 주거상실의 상황에서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긴급
임시주택으로, 이는 주거우선정책(Housing First)의 이념에 기초한다. 마지막, 4차는
상실에서 회복으로 지원하는 대안으로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강화를 제안한
다. 그리고 이러한 다층적 지원을 전체적으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주요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상담 강화를 배경의 안전망으로 제안한다(<그림 6-4> 참고).

그림 6-4 | 다층적 주거안전망 구조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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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위기가구 긴급 지원 체계 강화
1) 정부의 적극적 지원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전의 지원체계를 뛰어넘은 전향적 정부 지원
이 요구된다. 그러나 앞서 추정한 주거위기가구 규모와 실제 정부의 지원 실적을 비교
하면 총 정책대상의 최소 6%~최대 23% 정도가 수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불
안직업군에 취약 점유형태에 거주하는 1인가구로 주거위기가구를 한정할 때 최소 25.9
만~51.2만 가구가 추정되었다. 지난해 주거취약가구 지원사업은 5,502가구, 비주택
상향사업은 4,500가구, 긴급임시주택은 40여가구,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긴
급지원 수혜가구는 최대 8,670여가구, 상담인원은 최대 4만가구 정도로 추산된다2).
합하면 약 5.8만가구 정도가 직간접적인 수혜가구로 추정된다. 즉, 위기가구로 예상되
는 규모의 약 11~23% 수준인 것이다. 비용은 비주택상향사업에 20억원, 서울시의 주
거복지센터 운영비용 53억 원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73억 원으로 위기가구의
11~23%를 커버했다고 가정하면, 위기가구를 100% 지원한다고 하면 약 317억~664
억 정도의 예산 투입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 측의 데이터를 확인하면, 기초생활서비스 단절로 인한 위기가구가 최소
29만~40만 가구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 중 주거부문의 지원은 총 2.3만
가구로 나타났고, 지원금은 총 48억 원이 지출되었다. 국토부와 유사하게 총 위기가구
중 6%~8% 정도만이 실제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건당 지원액이 21만 원
에 불과하므로 위기가구를 100% 지원했을 경우를 상정하면 약 600억~800억 원이 필
요했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 3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2) 2021년 10월 기준 서울시 긴급지원 수혜가구는 7,225가구 이므로 동일한 비유로 12월까지 진행될 경우 8,670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고, 상담실적도 10월 기준 33,225명이므로 12월까지 같은 비율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 39,870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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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5.9만~최대 51.2만 가구를 지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초생활서비스 단
절로 인한 주거위기에 직면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월세지불에 어려
움을 겪는 1인가구였을 수 있다.
개략적인 추산이라는 한계를 감안하고, 상대적으로 해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팬데
믹의 영향이 적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위기가구로 추산되는 규모의 약 10~20%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면 이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큼을 시사한다.

2) 긴급복지지원 주거부문의 대상의 유연성 강화
긴급복지지원 중 주거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건당 지원금액에 큰 변
동이 없고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망 대응으로 충분한지에 대
해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현재 주거상실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시거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주거지원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거상실 직전의 1회성 지원에서 임대료 연체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망의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주거분야 대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법의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임대료 연체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거와 관련된 기초생활 서비스는 단전·단수·단가스·주거위기에 따른 위기가구가
있다. 단전·단수·단가스는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위기가구로 판단하며, 주거위기가
구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공동주택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를 주거위기 가구로 판단한다. 이때 3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하
기 전에 알람정보를 알리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전세보증금 일정액 이하라는 기
준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월세보증금 + (월세금액×200)≦1억〕으
로 규정된다(최현수 외, 2018).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최대
보증금액에 대한 제한이 다르다. 이를 보증금과 월세액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면 아래
<그림 6-5>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울기의 그래프가 도출된다. 해당 기울기 아래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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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보증금과 월세를 지출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3개월 이상 연체시 위기가구로
검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도시 지역에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위기가구 감지체계 내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주
거비부담 수준이나 주택의 비적정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정보시
스템을 통하여 이미 가구의 구성과 소득 및 자산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소득을 고려한
주거비 부담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6-5 | 주거위기가구 선정기준의 보증금-월세 관계 지역적 차이

출처: 연구진 작성

또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비 연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공동
주택거주자는 단독·다가구나 연립·다세대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관리
비도 투명하게 운영된다. 오히려 오피스텔을 포함한 다가구, 연립 등에서 관리비 운영

152

이 불투명하고 연체 시 확인할 방법이 부족하다. 관리의무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한 관
리의무를 확대하여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체시 위기가구 사전 탐지가 가
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률적인 보증금 기준 이외에 소득
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관리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주거위기 위험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설문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 상황에서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특정 위험에 대응한 정책 대상규모 파악과 세밀한 실태
확인에 도움을 줄 것이다.
방법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설문을 진행할 수도 있고, 특정한
유형에 대한 설문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주거실태조사와 같이 전국적인
일반가구의 주거 변화를 확인하는 조사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추가적인 상황에 대응하
는 재량 사업과 조사가 필요하다. 주택의 유형 중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대상으
로 한 특수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주요한 설문 문항으로는 기본적인 주택유형과 점유형태, 주택가격, 보증금, 주택의
위치(지하, 반지하, 지상 등) 이외에 대출금 규모와 이자율, 월 대출금 지불 부담, 직
업의 종류에 따른 안정성 확인, 대출금 상환과 임대료 지불에 대한 확신 및 불안정도,
임대료 연체시 연체회수와 연체금액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때 연체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다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 위기
가구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
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주거실태조사에 없는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문
항을 예를 들면 아래의 <표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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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 주거위기 위험가구 설문조사 문항 예시
구분

질문

응답

지난달 주거비
납부

지난달 임대료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원 1) 예
리금 상환액을 납부하셨습니까?
3) 납부 지연

다음달 주거비
지불 확신

1) 전혀 확신하지 않음 2) 조금 불확실함
다음달 임대료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원
3) 보통
4) 확신하는 편
리금 상환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5) 매우 확신함

월 임대료 연체

현재 월세가 연체 중입니까?
월세 연체시, 연체기간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리금상환 연체

퇴거 가능성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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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니오

총 ____개월, 총 ________ 만원

현재 수도·가스·전기·석유·관리비가 연체 중
1) 예
입니까?
연체시, 연체기간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2) 아니오

총 ____개월, 총 ________ 만원

현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납부
1) 예
연체 중입니까?
주택구입/전세자금 원리금 대출 연체시 총
연체기간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거관리비 연체

1) 예

2) 아니오

2) 아니오

총 ____개월, 총 ________ 만원

퇴거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향후 2개월 이내 퇴거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높음
3) 거의 없음

2) 약간 높음
4) 전혀 없음

3. 주거위기 회복과 서비스 연계 강화
1)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운영 재원의 정부 지원 확대
주거복지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고 정부 로드맵에도 이를 제시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 2.0
을 통하여 2025년까지 전국 시군구 모든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도 설립은 요원한 상황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현재는 비주택상향사업을 지원
하여 사업에 기반하여 인건비를 조달하는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예산당국에서
는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의 인지도가 낮고, 중앙의 역할이 아닌 지방정
부의 업무라며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주거 상담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주거복지센터 역시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는 주거권을 담보하
는 최일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중앙정부에서 일정부분 재정지원
을 통해 안정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압류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
하게 대두되면서 주거상담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8년 당시 의회에서 승인
한 8.5억 달러(약 9천억 원 이상)가 투입되어 1,700개 이상 기관에서 2백만 명 이상의
주택소유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택압류의 위험이 완화되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미납과 연체가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5천만 달
러, 2020년에는 5,200만 달러(약 600억 원)가 상담서비스를 위해 지원 중이다
(Galvez, Anoll & Boshart, 2021).
미국에서처럼 중앙정부가 주거상담인력의 자격을 승인하고, 해당 자격인들이 다양
한 기관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가능한다.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주
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원서비스가 진행되므로 이때 상담인력의 확대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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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제공된 상담서비스 비용(9천억 원)과 상담수혜
자(2백만 명) 비율을 살펴보면 1인당 약 45만 원 정도가 소요됨을 알 수 있다. 국내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많은 이들을 커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의
2021년 실적을 비교하면 총 소요예산 53억 원에 상담 인원 총 4만 명(추산)이므로 1인
당 약 13.25만 원으로 단순 계산된다.
앞서 계산된 주거위기가구의 규모를 25.9만~51.2만을 환산하면, 총 343억 원~678
억 원의 예산이면 위기가구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확장된다. 기 투
입된 53억을 제외할 경우, 추가적인 재원은 290억 원에서 625억 원임을 알 수 있다.
주거복지센터에서의 상담을 통한 주거위기 사전 방지와 연계 서비스 확대를 기하고
자 한다면, 정부에서 일정한 재정적 투입이 필요하다. 그 규모는 서울시의 사례를 바탕
으로 할 경우 연간 약 3백~6백억 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2) 주거복지센터 안정화 및 역할 강화 방안
□ 지역성을 고려한 주거복지센터 설립·운영 및 지자체 책임성 강화
주거복지센터는 지역에 기반한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지역별로 주
거욕구 및 주거자원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확산을 통한
지자체의 기능강화, 지역중심적 의사결정구조의 강화,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체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거복지센터는 기초지자체 기반의 운영체계 및 활동체계를 갖추는 것
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식은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 또는 도농복합지
역에서는 다를 수 있다. 결국, 주거복지센터의 고유 기능과 표준적 역할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역할과 기능이 가능하도록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주거복지센터는 주로 광역시 또는 중소도시, 즉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형의 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거복지센터가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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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농어촌 지역과 도농복합지역에 적합한 주거복지센터모델을 개발
하고 시범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센터 운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 권한을 강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의 주거복지센터 운영 책임 부여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
가 요구된다.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를 정례화하고, 주거분과를 독립신설하는 경우 주거복지
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위치한 지
자체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차이가 있고, 참여시
주거(복지)분과로 독립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이
를 체계화하여 주거복지센터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느슨한 연계를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없이 이루어진 기존 체계에
서 향후 강한 연계와 네트워크를 통한 상담강화 및 소관 부처에서의 적극적 지원 강화
가 요구된다(<그림 6-5> 참고).

□ 주거복지센터 역할과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 주체 결정
주거복지센터는 단순 정보제공 및 제도안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의 주거문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해 사정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및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이와 함께 공공의 주거복지자원 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다양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기능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주거복지자원은 그 범위와 기능이 명확하여 유연성이 부
족하며 주거위기가 아닌 소득기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속함이 떨어져 지역 내
긴급한 주거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복지
센터의 역할을 최적화하기 위한 적합한 운영주체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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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진 작성

As-is

그림 6-6 | 주거복지센터의 자리매김 강화
To-be

□ 주거복지센터 상담자료 입력 관리체계 구축
이와 함께 현재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자료의 중요성에 비해 인력부족과 입력시스템이
업무현장과의 괴리 등으로 상담자료가 충분히 입력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상담자료 입력 방식의 표준화 및 입력 의무화하여 상담자료를 체계적으로 누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자 확대나 특성 파악,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읍면동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에서 행복e음의 모니터 상담
지를 보면, 가족사항, 주변관계, 건강, 복지서비스, 주거환경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 주거부문의 구성형태가 위기가구의 여건을 확인하기에 충분한지 재검토가 필요
하다. 이를 주거부문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또한 이 내용을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자료
입력 초기 상황에서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6-7 | 행복e음 모니터 상담지 주거부분
⑧주거환경
거주지형태
임대현황
편의시설

□ 단독주택 □ 다가구 □ 아파트 □ 여관,고시원 □ 음악 □ 기타 (

)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사글세 □ 무료임대(관계:

)

* 보증금(

만원)/월세(

만원) 거주층：

방 수：

개(가구원

명)

화장실 ( □ 단독 □ 공동 / □ 수세식 □ 재래식 / □ 입식 □ 좌식 / □ 청결 □ 불결 )
부엌( □ 단독 □ 공동 □ 없음 / □ 입식 □ 재래식 / □ 청결 □ 불결 )
□ 벽, 담 ( □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지붕 ( □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 도배, 장퍈 ( □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시설상태

□ 화장실 ( □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부엌 ( □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보일러, 전기배선, 설비 등 ( □ 양호 □ 불량 □ 긴급보수) □ 기타 (

)

□ 폭염취약 □ 한파취약
난방
전기
가전제품
의견

주
보조

□ 연탄 □ 기름 □ 도시가스 □ 일반가스 □ 전기 □ 기타 (

□ 자동차단기대상 □ 조명기구개선대상(백열, 형광등사용) □ 기타 (
□ TV
□ 기타 (

)

□ 전기장판 □ 침대사용 □ 난로 □ 온풍기
□ 냉장고

□ 세탁기

□ 전자레인지

□ 선풍기

□ 에어컨

)
□ 컴퓨터

)

□ 긴급지원 필요 □ 우선지원 필요 □ 지원필요하나 시급하지는 않음

출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21)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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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마련
주거복지센터는 전문성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주거욕구 지원의 활
동이 이루어지므로 전문성있는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특히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복잡한 주거욕구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 계획과 체
계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자원개발과 연계의 역
할이 가능한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특
성을 고려하여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과 취약계층에 대한 가치 및 태도가 적합한 인력의
구성이 요구된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업무가 가능한 인력배치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주거복지센터
는 지역 내 안정적인 네트워크와 연계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안정적
인 인력 확보를 통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
지를 비롯한 휴먼서비스 영역의 전문성은 지식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지식과 경
험 축적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잦은 인력교체 및 인사이동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 긴급임시주택 확대 방안
□ 적절한 지역별 운영규모 추정
긴급임시주택에 대한 소요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지역별 소요 추정이 필요하
다. 서울 긴급임시주택 운영 주체 의견에 따르면 구별로 적게는 5호에서 10호 정도의
긴급임시주택 소요가 확인된다(송아영 외, 2020). 긴급임시주택은 현재로서는 다른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보충적 성격이 존재하며 입주자에
대한 신속한 주거상향 유도 및 동기화를 위해 적절한 양의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다만, 긴급임시주택이 과도하게 공급되는 경우 주거상향 의지 약화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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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임시주택 입주자 선정을 위한 주거위기가구 기준 마련
긴급임시주택은 그 목적과 기능에 맞는 입주자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긴급복지제도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사각지대의 주거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에 구애받지 않는 별도 기준(긴급한 주거위기, 예)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 아동동반가구 등 마련하여 긴급임시주택 입주 우선순위 체계 마련이 요구된
다. 또한, 긴급임시주택의 경우 긴급성이 중요한 요소로 입주자 선정이 신속하게 이루
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입주-후검토의 과정도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안정된 주거이동이 가능할 정도의 긴급임시주택 거주 기간 확보
긴급임시주택은 임시성이 특징으로 단기입주의 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
한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주기간은 입주자의 주거이동과 주거상향이
가능한 정도로 입주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연간 신청
횟수 및 신청 기간 등을 고려하고 적절한 주거이동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였을 때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상황에 따른 연장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임시주택은 입주자들의 신속한 주거확보를 돕는 주거자원으로 기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주할 주거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퇴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송아영 외, 2020)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이후는 임대료를 납부하는 등의
입주조건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적정 주거 수준의 주택 확보
현재 긴급임시주택은 구청에서 LH와 SH를 통해 주택을 제공받은 일부 경우를 제외
하고는 LH 공급곤란 매입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운영 중이다. 이로인해 현재 긴급임시
주택은 공급받은 주택의 위치가 반지하거나 공급곤란의 이유가 분명한 노후주택, 위치
부적절, 곰팡이나 채광의 문제 및 대규모 주택 수리 요구가 있는 주택의 경우가 다수로
긴급임시주택으로 활용되는 주거자원의 질이 부적절한 문제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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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긴급임시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한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기준을 충
족하는3)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며 기본 집기가 구비된 상태의 주택, 즉 입주 후 바로
생활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초 긴급임시주택이 민간의 요구와 힘으로
운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거자원을 LH의 잔여주택을 활용하였어야 했으나 현재는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상태, 적절한 위치의 주택이 공급되
어야 할 것이다.

□ 긴급임시주택 운영 주체 및 역할 분담
긴급임시주택은 주거상실 후 주거확보 전까지 주택과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능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주체가
결정되어야 하며, 주택운영관리 및 주거복지서비스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식과 주택운
영관리 및 주거복지서비스 주체의 이원화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택운영관리 및 주거복지서비스 주체를 일원화의 근거로는 현재 일부 자치구 중심
의 긴급임시주택 운영 체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긴급임시주택 운영의 사례는 일원화
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만약 실제 일원화가 이루어진다면 주택공
급주체인 LH제 지방도시공사로부터 주택을 직접 공급받아 관리운영, 입주자 선정, 사
례관리 및 상담 전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며, 주택공급주체로부터 주택공급은
공공이 확보하고 운영관리 및 서비스를 위탁체계를 통해 적절한 주체에게 맡기는 형태
도 가능한데 서울시 구로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택운영관리 및 주거복지서비스 주체를 이원화할 경우 주택운영관리 주체가 주택의
운영관리 및 입주자 선정의 역할을 수행하며, 입주자의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은 지
역 내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주체에게 위임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주택운영
관리 및 입주자 선정은 공공의 기간이 담당하며 서비스 제공은 민간 또는 주거복지서비
스 기관이 담당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마포구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마포구의 경우 주택확보 및 관리운영 그리고 입주자 선정은 구청에서 담당하며 사례에
3) 적정주거기준 이상의 주거의 질을 충족하여야 하나 현재 적정주거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적용의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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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주거복지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대상은 주거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서비스
제공한다.
다만, 실제 운영형태는 지역의 특성과 주거욕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긴급임시
주택의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의 선택이 필요하다.

4. 주거취약계층 상시 지원망 강화
1)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성 강화와 주체의 다양화
코로나 위기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사회주택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부담가능주
택에 대한 공급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역시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계층이 상
존하게 됨을 감안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중앙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으로 공급방식에서 다양한 주
체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이 다른 국가
에 비해 중앙정부 공기업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두드러지는데(<그림 6-7> 참
고), 이러한 공급방식은 임대주택이 부족한 초기에 대량 생산을 통해 빠른 시일에 재고
를 확충하는데는 상당히 효율적인 구조이나, 장기적으로 다변화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
이 민첩하지 못하고, 독점적 구조가 되면서 오히려 정부가 리스크를 안게 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주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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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 OECD 국가의 사회주택 공급주체

출처: OECD(2018) p.71

또한, 현재의 호당 지원방식은 공공임대주택 소형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
당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그
동안 교차보전(cross subsidy)이라는 명목으로 중앙공기업 내부적인 수익을 주거복지
지출에 사용하도록 하던 방식에서 정부의 비용보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미
국외의 많은 국가에서 낮은 임대료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에
대해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맥락은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일상적 운영에 필요한 자금(operating
fund)과 시설 교체 등 공동주택 시설 개선에 요구되는 자금(capital fund)을 구분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약 73억 달러를 재정지원하여 임대주택 운영과 유지
관리 비용에 충당하고 있다(Schwartz, 2020). 프랑스에서도 사회주택 HML의 공급
운영에 중앙정부의 자금과 1% 기금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받아 임대료 손실을 보완하
고 있다. 정부의 임대료 인하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손실을 공급자에게 특별융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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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부처의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전 감지 체계 강화
현재 사회보장정보망을 통한 각종 생활서비스와 공과금 연체가구가 확인되고 있다.
이런 사전 감지체계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정보가 소관부처에서만 확인
된다는 점에서 활용상의 한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정보 활용성 확대를 통한 위기가구
사전 감지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정보를
다른 부처 및 위기가구 지원을 담당하는 유관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확보 및 상시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공과금 체납 확인 가능성 및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데이터 확
보 상시화를 모색해야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체납과 관리비 체납 가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애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임대료 연체로 명도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의 코로나 대응 방식과 비교할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퇴거가 지속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아파트는 관리비 연체가 상대적으로 확인이 유리하나, 실제 위험가구는 아파트
가 아닌 주거형태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이런 경우 관리비의 연체를 확인하
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비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 기준과 징수를 투명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처간 정보공유 및 연계성 강화 역시 필요하다. 만약, 구직 상담 희망자의 주거상
태 자료 파악 및 주거복지센터로 연계를 한다거나, 현재 각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수집
하는 자료가 일정한 기준과 조건하에 유관 단체나 연구기관에 공유되면 시너지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를 중앙부처
나 보장기관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를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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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결론 및 향후 과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주거위기가구는 최소 25만에서 50만 가구로 추산되며 이들은 다
양한 위기의 징후에서 대처할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생한다. 정책적으로
는 위기가 진행되어 취약상태에 놓인 가구를 중심으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사전적으로 위기
를 탐지할 장치가 미흡하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은 추가적인 주거상
실과 고착화를 예방할 수 있다. 긴급지원 체계 구축, 상시 안전망 강화, 주거위기 회복과 서비스
연계 전략이 요구된다.

1.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 요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나 경기침체, 재택근무, 대중이용시설 제한 등
은 새로운 유형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며 주거위기가구를 발생시켰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감염병 위험에 직접 노출되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소득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최저주거기준미달 등 위
생적 측면에서 불리한 주거여건을 가진 가구에게 재택근무는 감염병에 대한 안전한 대
응전략이 될 수 없다. 또한 소득감소로 인한 여파는 공과금 납부 및 임대료 지급에 어
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기는 외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 위험
에 처한 상태이다.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도 유사하다. 기존에 정책대상으로 정의되
지 않던 대상집단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경제적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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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이를 감내할 자원이 부족할 때 임대료 연체나 공과금 등 기초생활서비스 연체 등
을 겪는다. 이때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직업, 가구형태, 점유형태의 불안정성이 중첩된 주거위기가구의 규모를 추계한 결
과, 약 25.9만~51.2만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기초생활서비스의 단절을 통해
확인한 주거위기가구는 약 29만~40.6만 가구로 추산된다. 각기 다른 방법이나 추산된
규모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위기가구에 대한 대응은 긴급, 상시, 탈출 회복 전략으로 구분된다. 우선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는 국토교통부의 긴급주거지원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공공임대거주가구에 대한 임대료 연체 시 퇴거금지나 긴급복지사업 대상
자 선정시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내에 주거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주거상실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데, 제한
적인 대상자로 인하여 2.3만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이미 주거취약한 상황에 놓인 가
구들을 탈출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긴급
임시주택 등이 있고, 이들을 연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복지센터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긴급임시주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직은 제도의 초기단계로 실적이 많
지는 않다. 주거복지센터는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상담실적이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에게 자원을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빠르게 진행
되었다. 락다운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취약계층, 저소득 임차가구에 더 차별적인 영향
을 미쳤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긴급하게 민간임차가구에 대한 계약 연장, 퇴거금
지, 임대료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거의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상시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주거위기 탈출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상담서비
스,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공급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긴급대응
과 추가적 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 그리고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
과 돌봄서비스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거정책 전환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점, 즉각적 조
사 등 위기가구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상담서비스와 같은 보완책이 강화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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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중요하다. 긴급, 상시, 연계 정책의 실시 및 강화는 국내 주거정책에 상당한 의미
가 있다.

2) 정책 제언
국내 위기가구 발생 경로와 규모, 정책 대상과 지원간의 차이, 해외사례 등을 바탕
으로 주거위기가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는 위기에서 취약으로 진입하기 전에 위기를 진단하기 위한 사전 감지
체계 구축과 같은 상시 안전망, 그리고 취약 상태에 놓인 가구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강화, 주거상실에 빠진 가구에 대한 긴급임시주택 지원, 회복을 위한 서비스 연계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 전 과정을 연경하는 주거복지센터의 강화와 서비
스 확대가 필요하다.
주거위기가구 긴급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제한적 지원에서 벗어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거위기가구 규모를 추정한 결과 최소 25.9만~
최대 51.2만 가구가 위기가구로 추정되는데 이 중 최대 5.8만 가구가 직간접적 수혜가
구로 추정되어 전체 위기가구의 11~23% 정도를 커버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초생활서
비스 단절로 인한 위기가구는 최소 29만~40만 가구로 추정되고 이 중 지원받은 가구
는 2.3만으로 총 6~8%만이 지원을 받았다. 따라서 기존에 지출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금액보다 최소 3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예방조
치가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제도 중 주거부문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의 조건이 주거상실에 버
금가는 심각한 상황에 제한되므로, 이보다 유연성을 확대하여 기초생활서비스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이전에 이미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월세 일정 금액
이하의 가구를 30만 원과 같은 낮은 수준에 한정하지 않고 보증금이 낮은 월세 거주자
나, 보증금 없는 순수월세 거주자로 확대하는 것도 요구된다.
주거위기의 위험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설문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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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 위험에 대응한 정책 대상규모 파악과 세밀한 실태 확인에 도움을 줄 것이다.방
법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설문을 진행할 수도 있고, 특정한 유
형에 대한 설문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주거실태조사와 같이 전국적인 일
반가구의 주거 변화를 확인하는 조사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추가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재량 사업과 조사가 필요하다. 주택의 유형 중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대상으로
한 특수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주거회복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운영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제시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9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2백만 명 이상의
자가소유자를 주택압류 위험에서 도움을 준것과 연결된다. 현재 국내 서울시에서 연간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만 명 이상의 위기가구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위기의 악화
나 상실 위험 가구에게 지원과 연계를 하고 있다. 위기가구 규모가 25.9만~51.2만 가
구임을 감안하면, 총 290억 원에서 6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때 상당한
위기가구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거복지센터 안정화 및 역할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운영 주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적시하였
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자료 입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화하여 상담자료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상담자료 입력 방식의 표준화 및 입력 의무화
하여 상담자료를 체계적으로 누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자 확대나 특성 파악,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임시주택은 최악의 주거상실 위협상황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각 지역별 운영 규모를 추정하고, 입주자 기준을 마련하고, 거주기간을 확보하는 등
긴급임시주택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취약계층 상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속
성 강화와 주체의 다양화 필요성, 또한 정부 부처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전 감지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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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및 의의
주거위기가구의 발생 경로와 기초생활서비스 연체 규모를 통한 다각적 방식을 통하
여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감염병과 같은 위험상황에서 주
거취약이나 상실가구로 하락할 수 있는 정책대상을 파악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다. 이는 현재 정책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잠재적 위험가구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
이고 또한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정부의 사전적 정책 대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현재 비적정거처에 장기간 거주함이 증명되기 전 단계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주거정책 대상을 확대함을 의미한
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위기가구 지원 금액과 위기가구의 전체 규모를 비교하여 추
가적인 재원 투입을 통하여 예방적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추가로 요구되는 정부 예산 규모 추계로 이어져 향후 주거복지 예산 강화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과 설문항목
등을 제안함을서 비자발적 이주와 같은 위기가 가시화되고 고착화되기 전 단계에서 사
전적으로 정책이 지원됨으로써 사후적인 처방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행력있는 대안도 제시하였다.
향후 코로나19 이후 정책적 대응을 장단기로 제시하여 주거정책 전환의 방향을 선제
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잔여적이고 제한적인 정책 대상 나열식
정책으로부터의 탈피를 촉구하는 의미있는 제안을 하였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민간임차가구 중 직업의 안정성과 점유의 안정성
및 가구형태의 안정성이 중첩된 위기가구의 규모를 추정하고, 주거위기발생 경로를 제
안하여 향후 국내 주거복지 분야 연구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해외에서
논의가 활발한 불안계급과 주거안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이를 국내 상황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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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점도 연구가 갖는 주요한 의의 중 하나이다.
해외에서는 퇴거와 취약, 주거의 안정성,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
행되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본 연구를 시작으로 퇴거위기가구,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학문적 고찰이 활성화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2) 향후 과제
주거위기가구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자료와 실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양적으로 통계적으로 분
석하는 위기가구의 규모나 실태와는 다른,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질적인 자료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담자료의 중요성에 비해 데이터베
이스화하는 작업이 부족하여 정책적 활용도가 높지 않음은 아쉬운 지점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지적되듯 위기 상황에서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주거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비 연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단독·다가구나 연립·다세대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관리비도
투명하게 운영된다. 오히려 오피스텔을 포함한 다가구, 연립 등에서 관리비 운영이 불
투명하고 연체 시 확인할 방법이 부족하다. 향후 과제로 진행하면 긴급위기가구 탐지
와 대응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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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eople in Housing Crisis after COVID-19 Pandemic: Diagnosis and
Prescription
Miseon Park, Junghee Cho, Soyeong Heo, etc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onward has affected an
enormous impact on vulnerable households. The housing crisis is defined as
dynamic condition that lacks resources in economic, human, and social capital
to address the unexpected shock or stresses caused by of unprecedented
pandemic situation. Public policy tends to respond to those who are hit severely
by the economic shock and are known as the underprivileged and extremely
low-income households. Thus, an unprecedented event such as the COVID-19
makes vulnerable households even riskier by the void of the public support
system. In this regard, the author aims to diagnose and prescribe a housing
crisis after the COVID-19 pandemic by defining the housing crisis, exploring
crisis pathways, and calculating the volume of people in the housing crisis.
Vulnerable people who have been economically hit by the lockdown measures
due to COVID-19 are experiencing a housing crisis. Existing housing support
was limited to households who were already had vulnerable to economic
turmoil. Therefore, support for the sudden crisis was insufficient. I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households with a housing
crisis after the COVID-19 pandemic and to derive a response strategy.
First, a crisis is a situation in which members feel threatened with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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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and survival, and vulnerability refers to a state in which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are insufficient. The difference is that crisis is a dynamic
concept and vulnerability is a static state. A housing crisis is defined as a
situation in which housing is threatened without finding an appropriate solution
to problems due to insufficient human, economic and social capital in response
to external shocks or stress.
A housing crisis occurs in the overlapping situation of occupation, tenure
type, household type, and deposit size. Estimating this, there are at least
259,000 to 512,000 households in the precarious occupation group living alone
in private rental housing and households with low deposits. At least 290,000
to 406,000 households are in crisis due to delinquency in the cost of basic
living services such as electricity, water, and gas. Therefore, roughly, there are
at least 250,000 to 500,000 households in the housing crisis.
In response to a housing risk, the government has provided several measures
to tackle the urgent housing situation. Typical examples are emergent housing
support and housing counseling services. In addition, housing upgrade projects
and emergency temporary housing are provided for escape and recovery from
the crisis. However, last year, about 5.5 thousand households and an average of
200,000 won per household were supported as emergent housing support, so
their performance was far below what it is to expect to address the housing
crisis. Furthermore, the housing welfare centers have played a major role in
counseling crisis households, the expansion of their role has been minimal due
to insufficient government support.
Oversea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emergency measures were
extensively implemented not only for tenants but for owner-occupiers. These
include deferred rent payment, eviction ban, rent subsidy, deferred utility bill
payment, automatic renewal of lease contract, and even rent freeze.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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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statistical surveys for households in crisis have been conducted: US
Pulse Survey, Urban Institute Survey, etc.
The governments have responded actively to secure social housing and
affordable housing

due to the impact of the pandemic.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have declared
securing social and affordable housing. This is also linked to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in social housing. In addition, the supply of emergency
housing, reinforcement of counseling, and pro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based services are being strengthened.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 multi-layered housing safety net for
households at risk. The author proposes strategies for detecting crises in
advance, providing intensive support for vulnerable households, supporting
recovery measures, and service linkage for those at risk of loss of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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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부록 1: 주거위기 가구 대응 정책
1) 국토교통부 주거위기가구 대응 정책
(1) (코로나19 이후) 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공급 지원 방안
∙ (지원대상) 월세체납으로 명도소송진행 등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로서 지자체가 선정
∙ (지원내용) 선정된 퇴거위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6개월까지 거주가 가능
∙ (지원규모) 2020년 7월 기준 500호 예상, 희망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지자체별
2~10호 내외로 공급계획
∙ (기타사항) LH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복지제도
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게종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2) (코로나19 이후) 긴급복지지원가구에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방안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
으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 (지원내용)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임대보증금 자기부담분 5%→2%로 하향 조
정,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450만 원 → 180만 원으로 하향 조정, 월 임대료 14만
원 수준(수도권 9천만원 지원기준),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지원규모) 전세임대주택 2천 호

(3) (코로나19 이후)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 (지원대상)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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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일대일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
력(LH)이 입주신청 등을 대행하고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
원, 대상자 발굴부터 정착까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이주 지원 119센터
를 대도시권에서 전국으로 확대(10→50개)
∙ (지원규모) 공공임대주택 4.5천 호

(4) (코로나19 이후) 주거급여 적기지원
∙ (지원내용) 소득산정적용 기간의 경우 현 주거급여 대상자의 각 지자체는 원칙적으
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
하여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 검증방식의
경우 현재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
식으로 변경
∙ (지원규모) 최근 5개월간(1~5월) 수급가구의 수는 104→110만 가구로 증가하고
총 지급액은 7,286억 원이었으나, 2020년 기준 연말까지 117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지원대상)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
∙ (지원내용) 입주대상자들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
∙ (정책변화 및 전개) 2007년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시작으로 사업 시작
- 2007년 5월, 정부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를 2009년까지 해소하겠다는 계획
을 발표1)
- 이후 2008~2009년에는 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 및 입주자 관리 및 지원 담당 기
관 선정을 주로 추진
- 2008년 6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1) 최은영 외(2018)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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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거복지재단이 임대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고, 입주자 관리 및 지원을 담당
- 2009년 8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입
주대상자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50%로 강화
- 2010년 3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은 「주거취약계
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되고, 이와 더불어 주요 지원 대상을 ‘고시원·
여인숙에 거주하는 자와 범죄피해자’까지 확대함.이에 따라 사업명도 ‘주거취약계
층 주거지원사업’으로 변경
- 2010년 5월, 국토해양부가 관련기관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한국토
지주택공사, 주거복지재단에 주거취약계층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주택 공급기준을
통보하였으며(예를 들어, 1인 가구 전세임대주택 제한 등), 6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서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
- 2011년 9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전부 개정하면서 주요 지
원 대상을 ‘노숙인 쉼터 및 부랑자시설 거주자’까지 확대
-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비주택거처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 비중이 전체 아동가구 중 11.7%(76.7만 가구)수준으로 파악되어, 아동빈곤
가구 주거지원정책의 일부로 지원대상을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확대2)
-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
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
업’으로 전면 개편3)

2) 최은영 외(2018) 및 국토교통부. 2017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참고하여 작성
3) 국토교통부. 2018년 10월 24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 나눠지겠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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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2009년 까지 해소 계획
연합뉴스, 2007년 5월 15일자.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중점 협의해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가구에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저리의 전세자
금 지원을 통해 오는 2009년까지 서민들의 주거 안정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나머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와 미달 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 임대주
택, 주택개량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엌, 화장실이 없거나 가족들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등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도시연구소(2018) p. 196

(6)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 (선도지자체 역할)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의 구체적인 역할은 주거복지센
터, 사회복지관등 지역복지역량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가구 중 임대주택 이주 희망
자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 역할)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와 1:1 상담 등을 진행한뒤,
현장 동행을 통하여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
∙ (기타사항)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한 후, 비주택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
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
처를 운영

194

2)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대응 정책
(1)긴급복지지원제도 재·개정과 운영
∙ (제정배경) 2004년 12월, 대구시 불로동에서 30대 영세민 부부의 네 살 난 아이가
장롱 안에서 숨진채 발견된 ‘대구 불로동 어린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단순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긴급지원 인프
라 구축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작용
- 이에 따라 긴급지원인프라 구축 및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학
대(1391), 노인학대(1398), 푸드뱅크(1377)등 산재된 복지관련 상담전화번호를
129번으로 통합시키고 『보건복지콜센터』를 설치하여 2005년 11월부터 운영(여유
진 외, 2018)

부표 1-1 | 긴급복지지원제도 제정목적 및 기본원칙(2004년)
구분

주요개정사항

목적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계층 추락 방지

기본원칙

∙ 선(先)지원 후(後)조사
: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등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 심사
∙ 단기지원
: 1개월 또는 1회 지원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
∙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674

∙ 그러나 2011년, 모 방송사의 ‘공중화장실 생활 3남매’사건이 보도되면서 이를 계
기로 그동안 각종 복지제도 확충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
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회 문제가 다시 한 번 대두되면서, 한 달간 복지
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일제조사는 교각·창고 등 주거취약지역 조
사 및 노숙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비정형적 대상자 발굴에 집중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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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정)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개
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본원칙의 변경, 소득·재산기준의 완화, 대상자 선정
에 대한 재량 확대, 신고의무 확대 근거 명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변경
- 기본원칙 변경의 경우, 기존에는 신속 처리의 원칙만을 명시하였으나, “48시간 이
내”에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가장 두드러진 제도 변화 중 하나는 대상자 선정시 지자
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한 것으로, 지자체 자체 조례나 지자체장 인정
에 의한 지원 비율을 기존 예산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4)

부표 1-2 | 긴급복지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2014년)
구분
기본원칙 변경

주요 개정사항
∙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에 따른 48시간 이내 급여지원 강화
※ 2016년의 경우, 3일 이내에 지원이 결정된 비율 94%

소득·재산기준 완화

∙ 긴급지원 대상 선정 위한 소득기준과 금융재산 기준 완화
- 4인가구의 경우,
245만원(최저생계비 150%) → 308만원(최저생계비 185%)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 500만원 이하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재량 확대

∙ 대상자 선정시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확대
- 의료인,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추가

신고의무 확대
근거 명시

∙ 위기가구 해서 위한 시스템 점검과 신고의무 확대 근거 명시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674

∙ (긴급복지신고 의무자 확대 및 교육) 2018년 충북 증평군 한 아파트에서 두 모녀가
사망 후 세 달여 만에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되면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확
대 및 교육의 필요성 강화

4) 여유진 외(2018)에 의하면, 지자체 자체 조례는 지자체장 인정에 의한 지원 비율을 기존의 혜산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이후 2015년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15.7.1) 이후부터는 사실상 지자체장 인정비율을
따로 적시하지 않음으로써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른 자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한 조치였음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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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 긴급복지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2018년)
구분

주요 개정사항

신고의무자의 범위

-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종사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이장과 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신고 의무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개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674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
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인정사유 총 9가
지, 사후적적성 판단의 기준으로 소득·재산·금융재산의 기준을 명시

부표 1-4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인정사유 (2020년 기준)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인정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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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보험, 주택정책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1a)

(2) 위기가구 발굴체계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역할) 통합사례관리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를 수행하는
주체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모형에 따라 고난도 사례관리, 슈
퍼비전 및 솔루션회의 운영, 자원관리, 읍·면·동 관리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업무
등을 수행5)
- 여기서, 고난도 사례관리란 읍·면·동에서서 초기상담 후 지역 내 자원이 부족하거
나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해결이 어려운 사례로, 초기상담 시 주요문제에 ‘안전(학
대, 폭력, 방임 등)’과 ‘정신건강’의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긴급복지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
하거나 협력 체계가 미흡한 경우 등의 사례를 의미6)
∙ (읍·면·동 주민센터 역할)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난도 사례를
직접 수행 또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요청 업무도 수행7)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사업계획서 심의 및 운영지원, 읍·면·동 협의
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회·운영 지원, 읍·면·동 협의체 총괄
매뉴얼 마련,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
5) 보건복지부(2021c) p.19
6) 보건복지부(2021c) p.27
7) 보건복지부(2021c)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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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있어 중점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역
복지자원 발굴, 자체 특화사업의 지원대상자 등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

부그림 1-1 | 긴급복지지원제도 전달체계도

출처: 보건복지부(2020a)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은 대상자 본인과 친족, 그 밖의 관
계의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요청 가능한데, 특히 신고장의 경우 2가지 유형으
로 분류 가능
- 첫 번째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며, 두 번째는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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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협력체계)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협력체계로는 발굴 협력·신
고 의무자(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존 응급지원관련
종사자(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119 응급구조대 등), 저소득층에 대
한 접근성이 높은 자(통·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 가스 검침원 등), 이
웃주민 등(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으로 구분
∙ (긴급지원제도 전달체계에서 읍·면·동의 역할) 시·군·구와 지원요청 또는 신고의
접수 및 현장확인을 진행
∙ (긴급지원제도 전달체계에서 시·군·구의 역할)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
고 지원요청 또는 신고의 접수, 현장확인, 긴급지원 및 사후조사 실시, 지원연장
결정을 담당
∙ (긴급지원제도 전달체계에서 시·도의 역할) 시·군·구의 예산확보 현황, 긴급지원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기관을 조정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처분 및 조치
∙ (긴급지원제도 전달체계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
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 비용 환수 결정, 그 밖의 지급지
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4) (코로나 이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 (일반재산 기준의 변화) 기존 재산가액 산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기본재
산액을 공제(차감)하지 않으며,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차등 적용
∙ (금융재산 기준의 변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100%로 확대하여 금융재산
기준의 상승효과 유발

200

부표 1-5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일반재산 기준의 변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 재산기준(A)

1억 8,800만원

1억 1,800만원

1억 0,100만원

1차 차감액(B)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재산기준 최종 (A+B)

2억 5,700만원

1억 6,000만원

1억 3,600만원

2차 차감액(C)

1억 6200만원

8,200만원

6,900만원

재산기준 최종 (A+C)

3억 5,000만원

2억원

1억 7,0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d, 2020e)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부표 1-6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의 변화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기존금융
재산기준(A)

4인

5인

6인

7인

비고

5,000,000

1차 개선
생활준비금
기준중위소득
100%(B)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금융재산 기준
최종(A+B)

6,757,194

7,991,980

8,870,577

9,749,174

10,627,771

11,506,368

12,389,715

2차 개선
생활준비금
기준중위소득
150%(C)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11,084,573

금융재산 기준
최종(A+C)

7,635,791

9,487,970

10,805,866

12,123,761

13,441,657

14,759,552

16,084,573

3차 개선
생활준비금
기준중위소득
150%(D)

2,742,000

4,632,000

5,976,000

7,314,000

8,636,000

9,943,000

11,246,000

금융재산 기준
최종(A+D)

7,742,000

9,632,000

10,976,000

12,314,000

13,636,000

14,943,000

16,246,000

기준
중위소득
변경으로
인한
금융재산
기준변경

자료: 보건복지부(2020d)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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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서울시 긴급복지제도 특징
1)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8)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
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코로나 19 관련 한시적 기준완화 추가 사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 감소한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음.
출처: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48196. 2021년 5월 30일 접속.

8)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html/020100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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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주거위기가구 긴급 지원 사업
(1) (미성년동반) 주거위기 임차자금 지원사업 지원 절차
부표 2-1 | 서울시 (미성년동반) 주거위기 임차자금 지원사업 지원절차
(자치구/거점기관)

지원
대상자

▶
(발굴)

추천
(1차 서류제출)

(대상가구)

현장방문
공적조회
↓
사례회의
(지원전 심의)

▶
(통보)

↓↑

지원
확정

거주지
마련

<현장확인>

▶
(신청)

신청기관
(자치구,
거점기관,
구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
(제출)

지원확정
↓
계좌입금

2차
서류제출

임차자금 지원위원회
(사회복지협의회)
출처: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2) 서울 청년 월세지원 지원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
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받을 예정 포함)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
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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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서울시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1) 서울시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 (사업내용)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시민 또는 가구에
게 필요한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9)
∙ (주요 지원내용) 생계비·주거비·의료비·기타긴급 항목 중에 1가구당 1항목에 대
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긴급상황의 경우 2개 항목까
지 지원은 가능하나 총지원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기간 중 1회
또는 지원한도 내 최대 3회 분할지원이 가능
∙ (주거부문) 고시원·월세·관리비, 냉난방비, 가전제품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가전
제품의 경우에는 구매금액이 총 30만원 초과 불과
∙ (사업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기
초생활수급권자, 노숙자, 외국인,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며, 신청방법은 희망온돌 거점기관에 개별신청하는 것이 원칙

부표 3-1 | 서울시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지원내용
항목

내용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등 기초생계 유지 관련

생계비
※ 지원금액 : 1가구 최대 100만원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냉난방용품 구입 : 선풍기의 경우 지원가능하나 에어컨은
지원지양
→ 단, 에어컨은 욕창환자 등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기금배분위
원회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
- 가전제품 :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단,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총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원칙
- 현금지원 원칙
-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 맞춤형 현물 지원 및 대납 원칙
- 예외적으로 현금지원 가능

※ 지원금액 : 1가구 최대 100만원

9) 서울주거상담.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111. 2021년 5월 2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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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의료비

내용

지원원칙

- 치료비, 약값, 진단비
- 의료비 선결제 불가(단, 당일치료비에 한해 선납가능)
- 의료비 미납금으로 병원이용 제한된 경우 : 미납금이 5만원
이내인 경우 미납금 지원 허용 (단, 현재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미납금 변제 가능)
-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 지원허용
- 검사비 지원 불가(단, 당면한 문제로 인한 검사비 지원 예외적으
로 가능)
※ 지원금액 : 개인당 최대 100만원, 가구당 최대 300만원
(세대별 최대 3인까지 지원 가능)

기타긴
급

-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 지원금액 : 1가구 최대 100만원

출처: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2)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사업내용)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이동을 위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10)
∙ (주요 지원내용) 주거비(임차보증금)로 1인, 연 600만원 이하를 지원해주며 월세
체납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는 기금사용 불가능
∙ (사업지원대상) 서울시 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의 세대주로서, 위기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인정하는 위기사유에 주거환경저하세대(곰팡이, 누수, 결로 등), 재개발 및 재건
축에 따른 이주 요청 세대,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매·공매 등으로 인한 퇴거요청
세대(본인 소유 주택 제외)가 추가

3) 서울시 (미성년동반) 주거위기 임차자금 지원사업
∙ (사업내용) 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비정형 주거공간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생
활하는 주거위기 가정에 대하여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11)
10)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html/0201009.do. 2021년 5월 25일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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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는 사업으로, 지원수준은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결정
- 만약 LH임대주택 등 지원결정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입주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

(계약서 상 필요 보증금)만을 지원해주며, 선정 후에 3개월 이내에 이주 및 결과
보고 완료(기한 초과 시, 지원포기 또는 재지원 심사 진행)
- 주거위기가정에 지원하는 (미성년동반) 주거위기 임차자금 지원사업은 기본적으

로 개인 접수가 불가능하며, 서울시 자치구(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희망온돌 거
점기관(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추천을 통한 기관 접수만 가능
∙ (사업지원대상) 모텔·여관·고시원 등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단,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음)이거나, 일정
한 주거 없이 차 또는 공원 등에서 거주하는 등 잠재적 주거불안이 예상되는 미성
년 자녀 동반 가구
- 신청 제외 대상은 첫째, 희망온돌광역기금·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을 받은

자, 둘째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셋째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 거주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자, 넷째 사실상 주택을 보유
하고 있거나 거주할 주택이 있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 대상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html/0201006.do)

11)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html/0201006.do. 2021년 5월 25일 최종 접속.

206

부그림 3-1 | 서울시 주거위기가구 주요 지원 정책

자료: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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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긴급임시주택 도입과 전개과정
∙ (긴급임시주택 도입) 서울 성북주거복지센터는 주거상담과정 중에 기존 주거복지
지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퇴거위협, 주거상실 위기 주민들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여
LH에 장기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긴급임시거처로 활용
∙ 2016년, 성북주거복지센터 경험을 토대로 2017년에 금천, 관악에서 주거복지센
터를 중심으로 LH의 장기미임대주택 활용
∙ 이후 2019년, 광진, 은평, 강북, 강남은 아름대운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긴급임시주택사업 운영 가능
∙ 긴급임시주택은 민간주도의 특성이 강하나 예외적으로 마포구의 경우 공약사업으
로 시작되었으며, 현재에도 마포구는 구청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 긴급임시주택 운
영 중
∙ (운영실태) 2020년 기준, 서울시 내 긴급임시주택은 총 66호 운영중
∙ 총2개의 자치구 중 10개의 지자체에서 운영중
∙ 서울시는 주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긴급임시주택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
며,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운영 호수에 차이 발생
∙ 강남, 강북, 관악, 광진, 금천, 은평, 성북구는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긴급임시주택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호수는 센터의 상황에 따라 1~3호를 운영
하는 사례가 일반적
∙ 이 경우 긴급임시주택은 주거복지센터가 LH나 SH로부터 무상공급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센터 자체사업으로 이해가능
∙ 지자체나 공공이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LH는 공급이 곤란한 매입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 긴급임시주택을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은 부
여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관악구의 경우 20호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악의 경우 타 지자체와는 달리
관악구청이 LH로부터 직접 주택을 제공받아 운영주체를 주거복지센터로 지정한 것으
로 위 사례와는 차이가 있음
- 관악구청은 주택공급과 개보수 포함 관리주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상자 선별, 대상

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운영의 주체는 관악주거복지센터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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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는 관악구과 유사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운영주체를 주거복지센터가 아
닌 길가온해명으로 지정하여 현재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길가온해명이 운영을 담당
∙ 서울시내 마포와 서대문구는 운영주체가 구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공이 긴급임시주
택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구에 따라 담당 부서는 차이가 있는데 마포구는 생활보장과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서대문구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담당
∙ 마포의 경우 총 23호의 운영 호수 중 LH로부터 7호의 공급을 받았으며 SH(서울주택
도시공사)에서 나머지 16호의 공급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
∙ 서대문구의 경우 2020년 기준 7호의 긴급임시주택을 운영 중에 있었으며 확대 의지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최대 10호 추가 예정
∙ (사업특징) 긴급임시주택은 주거상실 이후 주거확보 이전에 주거준비를 할 수 있
는 임시적 특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자가 주거준비를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주거확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자에게도 긴급임시주택 유
지와 관련한 역할을 일부 부여
∙ 향후 주거확보를 통해 이주한 이후에 필요한 주거유지 활동(보증금, 임대료 납부,
공과금 납부 등)을 사전에 연습하고 이러한 경험이 지역 내 주거지에서도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행연습적 특성을 함께 반영
∙ (지방사례) 긴급임시주택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선도적 운영사례가 확인되고 있지
만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또는 동일한 형태의 긴급임시주택을 운영 중
∙ 청주시는 청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 2018년 6월부터 20호의 긴급임시주택 운영을
시작
- 청주시는 디딤하우스 사업으로 긴급임시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초기에

는 청주시가 운영주체였으나 주거복지센터 설치 후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을 담당
∙ 이외 대구에서는 대구주거복지센터와 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 2곳에서 긴급임시주
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8호, 8호를 운영하여 16호를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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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임시주택 운영 방식
∙ 긴급임시주택의 운영방식은 운영주체에 따라 입주기준에 차이가 있음
- 입주기준은 긴급임시주택의 주요 대상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며 향후 긴
급임시주택의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됨
∙ 가장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해당 자치구 주
민을 중심으로 입주자 선정
부표 4-1 | 서울 긴급임시주택 입주 기간

입주기간
(개월)

강남

강북

관악

광진

금천

은평

성북

마포

구로 서대문

최초

6

6

6

3

6

6

6

6

6

3

연장(최장)

12

18

18

-

18

18

18

12

12

12

자료: 중앙주거복지센터 내부 자료

2) 긴급임시주택의 운영 관리비

∙ (운영실태) 현재 긴급임시주택은 거의 대부분 LH로부터 장기미임대 공급곤란 주
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활용중이며, 장기미임대 공급곤란 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여 임대가 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가 많아 수리와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이에 긴급임시주택을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들의 경우 긴급임시주택을 처음 제공
받았을 때 리모델링과 수리를 진행한 후 노후 및 주택의 품질 문제로 유지하는 동
안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상황
∙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주택을 운영하는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주
거복지센터의 자체예산 또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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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주거복지센터 내부 자료

기타 주요 사항
퇴거 시
보증금

월5만원씩
적립,

20년에는
5개 운영
하였지만
올해 2개는
수리예정

*공과금
* 구청에서
5만원에서
운영중인
실제 청구금액 119주택
제외 차액은 2개호실도
돌려줌
사용가능

○

퇴거 시
보증금

개인 적립
금액의
20%를
추가지원

*개인 후원금
매칭

○

○

마포

관리비는
지불가능 할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나
퇴거시 일부분
돌려줌

(무보증
월세가능)

3만원 ~
21만원

*월세

*보증금
*월세,공과금,
130만원 ~
기타
7200만원

○

△

○

○

5만원

성북

공과금

은평

○

금천

△

광진

월 임대료

관악
△

강북

보증금

강남

부표 4-2 | 서울 긴급임시주택 입주자 비용부담형태
구로

○

서대문

∙ 긴급임시주택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 리모델링 및 수리비가 요구되며 품목은 대체
로 싱크대 교체, 수도배관 교체, 보일러, 화장실, 주택내무 전체 리모델링 등이
이루어지며 이와 함께 초기 집기구입비도 비용이 발생
∙ 따라서 주택 유지 및 품질관리와 관련한 부분 외에 긴급임시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사례관리비용 등이 발생하며 현재 이는 대부분 센터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부표 4-3 | 서울 긴급임시주택 운영 비용 항목 및 충당 방식
구분

초기
리모델링 및 수리비

집기구입비

기타 비용

소요비용
내역

싱크대교체, 수도배관교체,
보일러, 화장실 등
주택내부 전체 리모델링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
컨, 제습기, 전자렌지, 밥솥, 선
풍기, 옷장, 식탁 등 집기 일체

사례관리비용(차량유류비,
교통비, 기타 입주자 제공
서비스 비용 등)

충당방법
1

강남

민간재단

민간재단

센터 예산

2

강북

민간재단

민간재단, 센터후원금

-

3

관악

구청 긴급주택 운영예산,
공모사업예산

구의 주민참여예산 및 공모예산

센터 특화사업 예산, 구청
긴급주택 운영 예산

4

광진

민간재단 , 주거복지재단

민간재단, 주거복지재단

모법인

5

금천

후원금, 민간재단 2곳(아름다
운재단, 어린이재단)

후원금, 민간재단

외부후원, 센터후원금

6

은평

민간재단

민간재단

-

7

성북

센터후원금

후원품, 센터지원, 민간재단

-

8

마포

민간재단, 구 예산, SH

구 예산

구 예산

주: 본 자료는 2019년도 기준 자료로 현 2021년에는 그 내용과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송아영 외(2020) p.27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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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주거복지센터 상담 시스템
1) 상담 기록 시스템
부그림 5-1 | 주거복지센터 초기상담 기록지와 의뢰서

출처: 성북주거복지센터 면담 자료

∙ 기록한 상담내용은 SH가 개발한 주거복지상담자료 시스템에 업로드
∙ 기록하는 방식에는 상담기록, 경제상황, 기본주거여건, 주택현황이라는 큰 범주로
구분
∙ 특히 상담내용에서 주요 주거 욕구를 구분하는 카테고리는 임대주택, 주거비 지
원, 공공부조, 주택금융, 기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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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카테고리는 더 세분류로 나뉘어서 체크가 가능한데, 상담 이후 대상자의

정보를 재열람 할 때는 5가지 카테고리만 이전 상담 내역에 보여지고 세분류에 대
한 내용은 대상자 정보를 다시 클릭해야지만 확인 가능

부그림 5-2 | 주거복지센터 상담기록 시스템

출처: 성북주거복지센터에서 연구진 촬영

214

▣ 부록 6: 주거복지센터의 주거지원 실적
부표 6-1 | 2020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상담 실적
구분

*
*

*

*
*
*

계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대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대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등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상담 내용(건)

상담실적
(건)

대상인원
(명)

주거비지원

임대주택

공공부조

주택금융

기타

74,900
2,175
2,344
4,210
4,596
2,566
3,164
2,042
5,381
1,498
2,329
2,907
1,214
2,020
1,876
6,063
1,760
2,508
6,171
1,556
4,274
4,287
3,128
2,402
2,137
2,292

29,573
538
1,372
2,073
2,069
1,024
2,135
1,260
1,427
351
1,538
808
496
939
631
2,297
742
638
680
431
916
1849
2031
764
1,128
1,436

13,059
534
268
179
800
1,465
266
534
960
318
378
385
298
716
593
1,545
327
185
777
529
346
569
314
229
326
218

40,963
817
1,380
3,320
2,547
777
1,420
1,040
1,293
739
1,503
2071
499
412
598
4,099
690
1965
3,043
405
3,146
2897
2413
1,506
1,503
880

1,820
134
99
19
9
75
45
21
346
7
27
123
40
37
8
5
25
10
69
15
520
14
58
37
44
33

2,423
92
47
126
52
49
98
12
145
3
25
157
31
167
282
19
154
43
157
123
152
209
15
189
45
31

16,635
598
550
566
1,188
200
1,335
435
2,637
431
396
171
346
688
395
395
564
305
2,125
484
110
598
328
441
219
1,130

주: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참여 센터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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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2 | 2020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긴급주거지원 실적
구분

시 사업비 지원
금액(천원)
지원실적(건)

계
566,370
종 로
24,394
중 구
27,199
용 산
23,639
성 동
34,049
광 진
22,380
동대문
27,534
중 랑
28,511
성 북
23,322
강 북
21,834
도 봉
30,681
노 원
9,102
은 평
16,295
서대문
18,746
마 포
26,413
양 천
28,025
강 서
14,175
구 로
24,368
금 천
21,543
영등포
13,650
동 작
15,061
관 악
25,821
서 초
18,835
강 남
20,581
송 파
26,454
강 동
23,758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1,488
92
47
18
147
172
19
44
70
192
74
18
94
61
29
31
33
40
34
11
11
48
40
101
31
31

후원금 및 자원연계 지원
금액(천원)
지원실적(건)
796,245
27,872
43,379
4,200
60,322
37,562
3,035
11,095
97,992
29,979
7,552
33,106
13,771
32,122
14,777
18,940
73,673
55,012
63,722
23,493
11,000
51,941
2,790
36,754
33,631
8,525

3,324
42
19
5
423
176
4
11
299
347
51
37
8
275
16
45
241
272
159
22
181
282
15
355
14
25

부표 6-3 | 2020년 주거복지센터 지원내역과 수혜가구
구 분

수혜가구

1,362,615

4,812

긴급 월세/보증금 지원

896,981

726

주거환경개선(집수리)

126,558

543

긴급 연료지원

22,964

104

기타(긴급물품, 현물 등)

316,112

3,439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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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천원)

계

비고

특화사업포함

부표 6-4 | 2021년 1~10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상담 실적

구분

상담실적
(건)

대상인원
(명)

계

98,831

종 로

상담 내용(건)
계

주거비
지원

임대
주택

공공
부조

주택
금융

기타

32,558

98,831

14,337

51,327

1,758

2,725

28,684

2,793

603

2,793

716

1,164

97

137

679

* 중 구

5,144

1,700

5,144

254

2,540

19

17

2,314

* 용 산

3,478

2,509

3,478

191

1,919

25

122

1,221

성 동

4,181

1,799

4,181

518

2,276

11

80

1,296

* 광 진

3,544

1,154

3,544

1,265

1,634

43

53

549

동대문

4,243

2,811

4,243

431

1,138

18

127

2,529

중 랑

3,890

1,545

3,890

983

1,005

12

25

1,865

* 성 북

6,778

1,648

6,778

1,401

1,818

398

204

2,957

강 북

2,234

612

2,234

419

1,424

15

53

323

도 봉

2,719

1,819

2,719

254

1,578

20

60

807

* 노 원

4,983

1,207

4,983

652

3,705

145

75

406

은 평

1,731

441

1,731

448

626

58

60

539

서대문

1,989

733

1,989

579

456

72

155

727

마 포

2,350

695

2,350

559

888

31

330

542

양 천

6,168

1,752

6,168

1,362

2,554

18

23

2,211

강 서

1,698

749

1,698

363

425

23

318

569

* 구 로

3,187

719

3,187

91

2,926

2

25

143

* 금 천

3,711

1,058

13,399

1,161

7,671

71

136

4,360

528

561

2,020

438

864

33

81

604

* 동 작

690

1,020

3,703

260

2,768

431

129

115

* 관 악

1,603

1,970

4,515

350

3,735

9

92

329

서 초

1,547

2,407

4,490

502

3,443

19

145

381

* 강 남

710

549

4,652

470

2,771

157

159

1,095

송 파

168

667

1,204

345

632

11

92

124

강 동

1,811

1,830

3,738

325

1,367

20

27

1,999

영등포

주: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참여 센터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중앙주거복지센터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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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5 | 2021년 1~10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긴급주거지원 실적
구분

시 사업비 지원
금액(원)

지원실적(건)

금액(원)

지원실적(건)

계

490,397,496

1,335

979,318,571

5,890

종 로

20,584,330

50

20,500,469

22

중 구

20,852,330

57

19,313,200

36

용 산

19,516,610

31

9,500,000

11

성 동

24,425,650

111

9,728,780

60

광 진

21,800,100

154

47,403,000

138

동대문

18,668,973

27

22,671,068

20

중 랑

23,791,000

97

72,932,465

114

성 북

35,784,780

157

72,390,275

385

강 북

23,068,310

49

20,631,294

211

도 봉

24,215,730

51

10,221,286

83

노 원

6,765,601

13

24,677,562

777

은 평

20,479,270

33

5,113,695

6

서대문

20,083,236

108

26,035,410

459

마 포

18,894,856

20

20,305,000

11

양 천

20,602,560

28

23,033,400

88

강 서

11,048,000

34

51,513,570

63

구 로

21,518,570

61

30,416,500

645

금 천

25,169,560

79

92,374,620

1,099

영등포

12,440,550

13

102,535,400

43

동 작

14,045,100

35

33,950,000

206

관 악

19,557,380

34

53,569,250

19

서 초

20,415,280

23

36,448,317

56

강 남

11,802,680

23

129,444,200

486

송 파

15,982,790

20

35,728,100

838

강 동

18,884,250

27

8,881,710

14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중앙주거복지센터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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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및 자원연계 지원

▣ 부록 7: 네덜란드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식
1) 암스테르담시의 취약계층 지원방안
∙ 암스테르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상환금 ‘일시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를 실시(Van Limpt, 2020)
- 현재 2만 5천 명의 암스테르담 시민이 주거, 통신비 등 고정 지출을 제대로 지불하

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8천 명은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채무상담 절차
(dept counseling) 중에 있는데 일반 시민이 채무상담절차에 가기까지 보통 5년 정
도가 걸리는 것을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
- 이들의 채무는 평균 2만 6천 유로에 달하며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의 경우 한 달에

최대 50유로정도밖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상환하는데
최소 40년이 걸리게 됨
∙ 따라서 암스테르담 시는 이러한 위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를 사전허가제로 변경하고 지역 내 임대상한제, 저소득층
과 중산층12)을 위한 긴급 사회주택 공급, 1인 고령가구(55세 이상)를 위한 신규
주택 공급 등의 주거정책을 실시(장한빛, 2021).
∙ 또 기초수급자, 난민, 사회·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사회주택 1,800호 공급하
기로 하였다.

2) 주거위기 사회적 대응 요구 확대 및 이슈
∙ 저당권자(mortgage-holders)가 담보로 잡힌 집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OECD, 2020a)
∙ 청년노숙자를 위한 청년 노숙자 액션 플랜(2019-2021)를 실시하여 2021년 말까
지 청년노숙자들이 3개월 이내에 보호소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여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1만 가구를 신규 건설하기 위해 2천
만 유로 투자하기로 결정(OECD, 2021b)
12) 2020년 기준 연소득 39,055-43,574유로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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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로 부담 가능한 주택 부족 문제가 더욱 심
각해지고 있다는 점임
- 정부의 주택정책에 불만을 품은 시민 약 1만 5천명이 2021년 9월 12일 암스테르

담 웨스터파크에 집결하여 담 광장까지 행진하는 시위 진행(NOS, 2021)하였으
며, 현재 30만 호의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또, 사회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많게는 10년 이상으로 길고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도 판매자의 희망금액보다 많게는 10% 이상 웃돈을 줘야하는 상황
에서 ‘시장보다 사람이 우선’, ‘주택시장을 파괴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이 행진을 진행
- 좌파정당, 무역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이 시위를 지지했으며,

비슷한 시위가 10월 17일 로테르담에서도 열릴 것이 예정됨
∙ 이처럼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이 매우 부족한 실정 속에서 로테
르담 응용과학대학(Rotterda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은 교수 및 직원들
에게 유학생들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NOS, 2021).
- 로테르담 응용과학 대학은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220개의 방이 있지만 이미

기존 학생들이 입주해있는 상태이며 현재 400명의 유학생들이 거주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내국인조차도 일반 주택임대시장에서 살 곳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인

유학생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주거문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
- 이에 학교는 로테르담 시정부와 협상하여 학생들을 위한 방을 더 많이 확보하려

하고 있으나 진행이 더뎌 단기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교수와 직원들의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생각해냄
- 비록 직원들의 참여가 많지 않아 현재까지 단 두 명의 교수와 한 명의 학생이 빈

방이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상태이지만 학교 측은 이 프로
그램에 대한 홍보를 늘리고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설명

220

▣ 부록 8: 영국 코로나 이후 주거위기 설문
1) 영국 코로나 이후 주거관련 설문 문항
(1) Shelter13)
∙ 코로나 발생 이후, Shelter는 온라인 기반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회사 YouGov
와 함께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규모추정
∙ (산정방식) 주로 영국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및 기타 공식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
- 공통적으로 활용한 공식 통계 ①: Census 2011, 인구조사데이터
- 공통적으로 활용한 공식 통계 ②: ONS(Opinions and Lifestyle Survey, 의견 및

생활

양식

조사)의

연중

인구

추정치의

개인

임차인/인원수(private

renters/people)에 대한 통계

① 2020년 1월 15일, 주택 문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14)
∙ 영국의 3,995명의 개인 세입자(18세 이상)를 대상으로 YouGov가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임.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공식적인 통계를 활용하
여 가중치 적용하여 주택 문제나 걱정으로 신체적 고통을 느낀 성인 인구 규모를
추정

13) Shelter는 부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또는 노숙자를 위하여 주택관련 조언 및 지원,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해주는 자선 단체임
14) Shelter. 2020년 1월 15일. “Two million renters in England made ill by housing worries”. 보도자료.
https://england.shelter.org.uk/media/press_release/2_million_renters_in_england_made_ill_by_h
ousing_wor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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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1 | 주택 문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영국 Shelter, 2020년 1월 15일)
■ 작년에 주택 문제 또는 걱정 (예 : 임대료 감당, 열악한 조건, 임차권 상실 등)으로
밤에 잠을
깼다.

신체적으로
아팠다.

기준(Base) :

식사
/식이 요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절망감을
느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했다.

3,995

매우 동의

13%

10%

10%

14%

21%

약간 동의

19%

13%

14%

18%

24%

동의도 비동의도 하지
않음

13%

15%

16%

15%

13%

약간 동의하지 않음

16%

18%

18%

16%

12%

매우 동의

34%

39%

39%

34%

27%

모르겠음

4%

4%

4%

4%

3%

Net : 동의

32%

23%

24%

32%

45%

2,774,416

2,017,679

2,075,034

2,717,917

3,825,629

Estimated
equivalent
number of adults

* 원문 출처 : 영국 3,995명의 임차인(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YouGov 설문조사이며 온라인으로 진행. 공식 통계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019년 8월~9월. 예상 성인 수(18세 이상)는 영국 주택 조사, 2011
년 인구 조사 및 ONS 중기 인구 추정치의 개인 임차인/인원수에 대한 공식 통계와 함께 설문 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Shelter에서 계산함.
: Shelter(2020a).
https://england.shelter.org.uk/media/press_release/2_million_renters_in_england_made_ill_
by_housing_worries. (2021 3 4
)

② 2020년 7월 6일, COVID-19 이후 퇴거 위험에 처한 가구 규모 추정15)
∙ 영국의 1,058명의 개인 세입자(16세 이상)를 대상으로 YouGov가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로,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조사 진행
∙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하여 임대 체납 비율의 변화에 대한 조사와 집주인/대리인
이 2020년 3월 중순 이후 연락한 이유, 그리고 COVID-19 위기상황이 개인의 삶
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조사함

15) Shelter. 2020년 7월 6일. “230,000 renters at risk of ‘COVID-eviction’ when government ban lifts”.
보도자료.
https://england.shelter.org.uk/media/press_release/230000_renters_at_risk_of_covid-eviction_w
hen_government_ban_l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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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2 |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한 임대 체납 비율 변화와 규모추정(영국 Shelter, 2020년 7월 6일)
구분

임대 체납 비율
(%)

임대체납
추정인원

임대료 미납/임대료 체납 [2020년 6월 4일-11일 기준]

5%

442,403

임대료 미납/임대료 체납
조사시점은 2020년 6월 첫주 기준(임대료는 3월1일 기준)

3%*

226,785

* 2020년 3월 미납 3%는 별도의 진문 2개와 2020년 3월 미납 여부를 붇는 질문 1개, 현재 연체 여부를 묻는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 산출됨
* 원문 출처 : 영국 1,058명의 임차인(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YouGov 설문조사이며 온라인으로 진행. 공식 통계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020년 6월 4일-11일 현장조사(fieldwork). 예상 동등한 인원 수는
Shelter에서 계산함. 2019 년 8월~9월 수치는 영국의 3,995 명의 개인 임차인(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YouGov 설문 조사이며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현장에서 얻은 것임. 질문은
다음과 같음. 어떤 사람들은 주요 지출을 쉽게 지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지불하기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상황을 생각할 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얼마나 쉽거나 어렵습니까?
자료: Shelter(2020b).
https://england.shelter.org.uk/media/press_release/230000_renters_at_risk_of_covid-eviction_
when_government_ban_lifts (2021 3월 4일 최종 접속)

부표 8-3 | COVID-19 위기상황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설문조사결과(영국 Shelter, 2020년 7월 6일)
■ 아래 문장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에 대해 다음 각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까? (각 행에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과 그것이 국가와 개인
에게 끼친 영향은...
...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악화

추정인원

비가중기준(Unweighted base) :

1,058

8,674,570*

기준: 조사대상 모든 임대인

1,058

..전보다 주택
상황이 더
불안하거나
우울해졌음

추정인원

1,058

8,674,570

1,058

매우 동의함

8%

730,399

8%

681,821

동의하는 경향이 있음

22%

1,925,755

23%

1,998,621

동의도 비동의도 하지 않음

17%

1,438,244

19%

1,625,615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23%

1,978,670

23%

1,965,658

매우 동의하지 않음

29%

2,533,842

26%

2,286,617

모름/말하고 싶지 않음

1%

67,662

1%

116,239

합계: 동의함

31%

2,656,153

31%

2,680,442

* Shelter는 영국 주택 조사(English Housing Survey), MHCLG, 2018/19, 인구 조사(Census) 및 ONS 인구
추정치와 연계하여 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추정 등가 인원을 계산함. 이에 따라 영국에는 성인 개인 임차인이 8,675
만명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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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출처 : 영국 1,058명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YouGov 설문조사이며 온라인으로 진행. 공식 통계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020년 6월 4일-11일 현장조사(fieldwork). 예상 동등한 인원 수는 Shelter에서
계산함.
자료: Shelter(2020b).
https://england.shelter.org.uk/media/press_release/230000_renters_at_risk_of_covid-eviction_
when_government_ban_lifts (2021 3월 4일 최종 접속)

부표 8-4 | 2020년 3월 이후, 집주인/대리인이 연락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영국Shelter, 2020년7월 6일)
■ 다음 중 2020년 3월 중순 이후 집주인/대리인이 귀하와 연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모든 개인 임차인

2020년 3월 이후
집주인과 접촉한
개인 임차인

비가중기준(Unweighted base) :

1,058

375

가중치 기반 :

1,058

379

8,674,570

그들은 나에게 공식적으로 퇴거 통지서, 예
를 들어 섹션 21이나 섹션 8 통지서(즉,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재산을 맡기 위
해 주어야 하는 통지서)를 발급해주었음.

1%

4%

119,709

퇴거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음을 언급
하기 위해

2%

6%

174,359

숙소에 대한 일반적인 확신을 주기 위해,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12%

34%

1,048,756

내가 머물 수 있음 / 떠날 필요가 없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7%

19%

582,931

기타

16%

43%

1,347,161

모름/기억할 수 없음

2%

7%

210,792

추정인원

* 원문 출처 : 영국 1,058명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YouGov 설문조사이며 온라인으로 진행. 공식 통계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020년 6월 4일-11일 현장조사(fieldwork). 예상 동등한 인원 수는 Shelter에
서 계산함.
자료: Shelter(2020b).
https://england.shelter.org.uk/media/press_release/230000_renters_at_risk_of_covid-eviction_
when_government_ban_lifts (2021 3월 4일 검색)

③ 2020년 7월 30일, COVID-19 이후 민간임차가구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16)
∙ 2020년 7월 6일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Shelter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부모가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부모보다 노숙을 걱정할 가능성이 2배 가까이 높음을 발표
16) Shelter. 2020년 7월 30일. “Over 450,000 private renting parents fear ‘Covid-homelessness’”. 보도자료.
https://england.shelter.org.uk/media/press_release/ over_450000_private_renting_parents_fear_covid-homelessness

224

- 이는 민간임차 거주의 주거불안정성, 안정적 사회주택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부표 8-5 | COVID-19 이후 민간임대 및 사회주택 거주 부모 대상 설문조사(영국 Shelter, 2020년 7월 30일)

질의사항

기준(Base)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과 그것이 국가와 개인(나)에게
끼친 영향은... 노숙자가 되는 것에 대해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과 그것이 국가와와 개인(나)에
게 미칠 영향은... 장기적으로 볼 때 내 주거상황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느끼게 했음

322명
(매우 동의 또는 동의한다고 응
답한 유자녀 민간 임차가구)
145명
(매우 동의 또는 동의한다고
응답한 유자녀 사회임대주택
거주 임차가구)
322명
(매우 동의 또는 동의한다고 응
답한 유자녀 민간 임차가구)

다음 중 2020년 3월 중순 이후 임대료 지불을 유지하
기 위해 다음 중 귀하가 희생/처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배우자의 식량을 줄임

322명
(매우 동의 또는 동의한다고 응
답한 유자녀 민간 임차가구)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과 그것이 국가와 개인(나)에게
끼친 영향은... 노숙자가 되는 것에 대해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

%

추정인원
(가족에
부양자녀
포함)

17%

457,888

9%

172,873

33%

926,320

15%

429,027

다음 중 2020년 3월 중순 이후 임대료 지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희생/한 적이 있는 경우:
322명
부모로부터 빌린 돈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또는 친구/다른 가족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은행이나 사
20%
549,520
경향이 있으면서 가구 내 자
회 건설에서 돈을 빌림
녀가 있는 민간 임차가구)
또는 신용카드로 빌리거나 급여 담보 대출로 빌린 경우
또는 초과 인출로 빌린 경우
* 2020년 7월 6일 설문조사 표본 중에 322명은 가구 내 자녀가 있었으며, 이번 발표 결과는 그 그룹을 기준으로
한 것임. 504명의 사회주택 임차인의 설문조사도 완료하였으며, 이 중 145명은 가정 내 자녀가 거주하고 있었음.
* 원문 출처 : 영국 1,058명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YouGov 설문조사이며 온라인으로 진행. 공식 통계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020년 6월 4일-11일 현장조사(fieldwork). 예상 동등한 인원 수는 Shelter에
서 계산함.
자료 : Shelter(2020c).
https://england.shelter.org.uk/media/press_release/over_450000_private_renting_parents_fear
_covid-homelessness (2021 3월 4일 최종 접속)

부 록 ･ 225

기본 21-39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저

자 박미선, 조정희, 허소영, 이후빈, 임이랑, 윤진희, 송아영, 다무라 후미노리

발 행 인 강현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발

행 2021년 12월 31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

화 044-960-0114

팩

스 044-211-4760

가

격 8,000원

I S B N 979-11-5898-706-0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십시오.
박미선, 조정희, 허소영, 이후빈, 임이랑, 윤진희, 송아영, 다무라 후미노리. 20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세종: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 | 21-39

2021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박미선(연구책임)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People in Housing Crisis after COVID-19 Pandemic:
Diagnosis and Prescription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방향
• 감염병 방역정책 지원을 위한 시공간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연구
• 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
•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연계 방안
•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
• 공유재산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방안 연구
•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SAR 영상 활용 방향: 철도 인프라를 중심으로
•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
• 국방분야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정책 제언
• 국유지 관리와 활용사례 국제비교 연구
• 국토환경 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연구
•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추진전략
•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의 재생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 기업거래 관계를 고려한 지역경제 분석 방법론 연구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방안
•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
• 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 제고를 통한 상생협력 강화방안
• 도시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계획 도입방안 연구
•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연구
•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
• 디지털 뉴딜 지원 위한 스마트시티 실증·확산 전략 연구
•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한 전략연구
• 디지털 트윈국토의 가치와 추진원칙 연구
•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대응전략
• 바람 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연구
•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Ⅱ)
• 빅데이터 기반 도시 모빌리티 패턴 분석 방법론 연구
•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방안 연구
•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
지역별 특성 비교를 중심으로
• 시민참여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 마련 연구
• 아세안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 올드 뉴타운(Old New-town) 쇠퇴에 대응한 대안적 접근
•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안 연구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정보시스템 구축방안
•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물류유통 개선방향 연구
• 전자상거래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 제3섹터를 활용한 도시형 그린 뉴딜 추진방안
•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 주거취약지역의 전염병 영향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주택시장 순환국면과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
•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정책과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책임성 강화 방안 연구
•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 분석방법 연구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연구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해외 주택금융정책 비교 분석 연구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실태와 상생발전 전략 연구
•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위기와 주거정책 대상
제3장 주거위기 발생 경로와 규모
제4장 주거위기 대응 정책과 서비스 연계
제5장 해외 주거위기 대응 방식
제6장 주거위기가구 안전망 강화 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조정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허소영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원

이후빈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조교수

임이랑
국제 도시및지역계획가협회 연구원

윤진희
미 클리블랜드 주립대 경제연구소 컨설턴트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다무라 후미노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기본 | 21-39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People in Housing Crisis after COVID-19 Pandemic:
Diagnosis and Prescription

박미선, 조정희, 허소영, 이후빈, 임이랑, 윤진희, 송아영, 다무라 후미노리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값 8,000원

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FAX (044) 211-4760

ISBN 979-11-5898-706-0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