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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저주거기준은 지구적 차원에서 생명권(생존권)을 기초로 주거권의 관점
으로 확장되어 출발했다(이호, 2008). 국제기구를 통한 주거권 선언은 국
가적 차원으로 넘어오면서 아마도 복지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복지의 관점이 정책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정치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기도 하다. 최소주거기준과 같이 ‘빈곤의 기준
(threshold of poverty)’이 포함된 개념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개발
과 실질적인 처방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 따
라 주관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게 된다(Alcock, 2012, pp.180-181).
다시 말해 이해당사자(정부 또는 지자체)의 부담 정도는 빈곤의 기준을 정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주요 주거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치·사회적 맥락
에 따라 현저히 다른 내용을 갖는다.
주거권은 생명권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까지
포함한다(Kenna, 2010; Oren et al., 2016). 주거(housing)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인 주택(house)에서 시작하여 거주자의 마음(feeling)을 투영
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인 집(home)이 되기 위한 매개체로서 생활공간의
개념이 포함된 것이다. 여기에서 생활공간은 거주자의 신체에서 벗어나 가
족의 삶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포함하지만(Hartman, 1998), 그 필요조
건은 거주민의 바람직한 건강 유지에 있다(Chapman, 2004). 결국 최저
주거기준은 적어도 거주자의 신체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상태를 유
지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정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영
역에서 주거의 적절성(decentness)을 객관적인 지표로 표현하기 위해 물
리적 수준에서 그 기준(standards)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최저기준’이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
소한의 주거공간으로서 최저주거기준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큰 영
향을 받는다. 취약계층일수록 높은 주거비(또는 숙박비)로 인해 비공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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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문의 거처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예상하지 못하거나 예상가
능하나 간과해 왔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최저주거기준
의 출발은 물리적인 주거기준을 제도화한 것이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 정
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생명권의 위협 혹은 박
탈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목격해왔다.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최저주거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아가 과학적으로 수립된
기준은 여러 주거정책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첫째 주거의 질을 거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한 영국의 최저주거
기준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둘째, ‘거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기초로 수립된
건축법에서 파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명권을 앗아가는지에 대해
서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도 어떻게 생명권이 박탈되는지 살
펴보고, 과학적 최저주거기준의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

2. 영국 주거기준의 종류
1) 영국의 최저주거기준?
한국의 최저주거기준과 영국의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2015년부터 시행된 ‘Technical housing standards (THS)’이며, 여기에
서 최소한의 바닥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2) 예컨대 단층구조의 샤워
실이 딸린 1개의 침실(bedroom)에 1명이 거주하는 주거의 총 바닥면적은
37m2이며, 침실 수, 가구원 수, 층수에 따라 최소면적이 결정된다.3) 한국
1)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총 주거면적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에 따른 방의 개수와 용
도별 공간의 개수를 함께 제공한다. 위생시설, 구조·성능 및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
되나 그 기준이 주거면적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
2) THS는 건축법(Building Regulation: BR)이 아니다.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
정된 BR은 ‘물 효율(Part G: Water Efficiency)’ 부분과 ‘건물의 접근과 활용(Part
M: Accessto and use of buildings)’을 선택가능한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다.
3) 경사진 지붕이 많은 영국의 특성에 따라 주거공간의 높이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바
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총 바닥의 75%가 2.3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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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것과 다른 점은 하나의 침실 넓이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
체적이고 정교하다.4)
최저주거기준이 규제정책의 한 측면이라는 인식과 달리, 영국의 최소면
적기준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준들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력과 건설사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바닥면적을 포함한 관련 주거기준이 부
재한 (일부) 지자체에게 하나의 지표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복합적이다. 특히 전자의 이유로 인해 보다 명료한 기준을 제공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자체에게 여전히 선택의 자율
성을 부여하고 있다.

2) 생활공간으로서의 적절한 집(Decent home)의 기준
‘적절(적정)한 주거’로 해석될 수 있는 Decent Home 기준은 2006년
4월부터 민간임대시장(Private rented sector: PRS)을 포함한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임대 부분에 2018년까지 적용되어 왔다. 2006년 ‘커뮤니티
및

지방자치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발간한 『적정주거 도입을 위한 정의와 지침서(A
Decent Home: Definition and guidance for implementation)』에서는
주거의 법적 최소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가. 주택, 건강 및 안전 평가 시스템
주택법(Housing Act, 2004; 2018)에 기초한 주거의 법적 최소기준은
‘주택, 건강 및 안전 평가 시스템(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HHSRS)’5)에 의해 거주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
4) 성인 1명의 침실은 6.51m2 이상, 성인 2명의 경우 10.22m2, 10세 이하의 아동
의 침실은 4.64m2이다.
5) 이는 기존 주택법(Housing Act 1985)에서 명시된 주거적합기준(Housing Fitness
Standard)을 대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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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29개 위험요소(hazards)를 ‘카테고리 1(Category 1)’로 구분하
고 있다. 이때 29개 위험요소 중 하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 부적절한 집으
로 분류된다(참고 1). 각각의 평가요소는 축적된 여러 양적 데이터를 기반
으로 작성되어 거주유형에 따라 가장 취약한 연령별 인구집단을 구분하고
있다 (MHCLG, 2006b).
비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보다 비영리주택임대에 속해있는 임대인에게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주거정책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첫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경로(보건분야 등)에서 이미 축적된 양적 데이터를 근거로 거주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과
학적이다. 둘째, 일부 요소들의 평가 기준은 평가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
에 다소 의존적이지만, 주거환경을 세부적·종합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어
관련 정책들의 개발 및 관리 기준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비영리주거공급
영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29개 위험요소로부터 위협받지 않
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가 강
력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임
차인에게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곳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
공하거나 안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수리 가능한 상태
적절한 집의 기준은 건물의 주요 구성요소가 하나 이상(혹은 두 개 이상
의 건물 구성요소)이 오래 되었거나, 교체 혹은 중요한 수리를 요구할 때
부적절한 집으로 평가한다. 건물의 주요 구성요소는 벽 구조, 벽 마감재,
지붕 등 12개로 구성되어 있다(MHCLG, 2006a). 건물의 구성요소별 수
리가능 기간은 주거의 종류에 따라 15년(예: 가스보일러)에서부터 80년(예:
벽 구조)까지 상이하게 나타난다. 건물 연한과 상관없이 각 구성요소의 상
태에 따라 부적절한 집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컨대, 화장실의 경우 3가지
아이템(욕조, 세면대, 변기) 중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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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들을 교체해야 할 경우 부적절한 집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기준 역시 일부 평가영역에서 다소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조사된 양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물 구성요소의 최대연한
및 수리필요 상태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 기타: 현대적 시설의 기준 및 적절한 온도 유지
적절한 집은 그 기능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대적인 부엌 및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이 평가기준도 기존의 양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부엌의 경우 20년, 화장실의 경우 30년 이상이면 수리를 해
야 한다. 또한 부엌과 화장실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하
나의 공간에 필수적인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요
소음이 적절하게 방음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적절한 크
기로 배치된 공동공간이 있어야 한다. 현대적 시설의 기준에서는 2개 이하
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적절한 주거로 분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온도 유지를 위해 적절한 온도유지장치 및 단열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제시
되어 있다.6)

3. 주거정책의 예외상태
최저주거기준 측면에서 영국의 주거정책은 과학적이고 구체적이며, 엄격
한 것처럼 보인다. 몇몇 기준에서는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높으
나, 직관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주택공급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관련 정책은 민간임대시장의 주택공
급자에게 사실상 예외상태를 허용함으로써 불량임대인(rogue landlords)의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7) 실제로 자가소유 장려(Right to

6) 참고: www.bre.co.uk/sap2005
7) 법적의무를 무시하고, 열악한 주거를

공급하는

임대인을

불량임대인(r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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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정책이 시행된 이후 전개된 ‘주택소유사회(homeowner society)’의
맥락 속에서 비영리영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거주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
의 경우, 불량임대인으로부터 차별 및 약탈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
일부 보고서에서는 부적절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비율이
PRS(33%)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Decent Housing
Standard’의 규제를 받는 사회주택(15%)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치이다
(Gousy, 2014). 같은 보고서에서는 매년 30만 명 이상의 PRS 거주민들
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보복으로 인한 강제퇴거의
위협을 겪는다고 분석하였다(ibid.).8)
예외상태는 시장의 주택공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주택법에
기초한 HHSRS는 사회주택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해당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
회주택 중 지자체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개입 및 최
종해결 주체인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위험요소가 방치되기도 한
다. 게다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부 평가기준이 주관적 태도에 영향을 받
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관료적 성격이 강한 평가과정으로 인해 거주민
이 직접 지자체에 문제를 알리더라도 그 위험요소 문제가 축소되거나 무시
되는 경험이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Carr et al., 2017).
특정한 정치적·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예외상태 속 정당화된 행위는 제도
적 폭력(institutional violence)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Cooper and
Whyte, 2018). 다소 거친 용어일지 모르지만, 정책의 부재로 인해 특정
landlords)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019년 12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별
주소를
입력함으로써
불량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참고: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
ds/attachment_data/file/819170/Rogue_Landlord_Database_Reform_Consul
tation.pdf)
8) 동시에 같은 보고서에서는 많은 임대인들이 그들의 주택을 최저주거기준에 맞게 수
리 혹은 리모델링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함을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Gousy,
2014).

7

8

「도시와 빈곤」 제116호 (2019년 하반기)
Urbanity & Poverty

(소득)계층에 존재하는 시민들의 신체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일반적인
폭력의 양상과 비교해볼만 하다. 즉 일반적인 폭력이 타인의 신체를 직·간
접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의 부재로 인해 (특히 저소득
계층) 주민들의 신체가 훼손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면 일종의 폭력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공적영역에서 정부예산에 큰 영향을 받는 전문
건축평가사 혹은 공무원 활용 정책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예산감축
(cost-cutting) 정책기조로 인한 적재적소의 인적자원 부재로 이어져 왔
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실제 활동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부족이 결국
(저소득) 거주민의 건강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Gousy, 2014).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영국의 그렌펠타워(Grenfell Tower) 화재를 예로
들 수 있다. 건물외벽수선 의사결정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예산감축
정책기조는 예외상태에 있는 공적영역이 어떻게 정당하게 법(혹은 규제)을
위반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주로 저소득 이민자들이 살고 있던
그렌펠타워가 엄청난 인명피해로 번진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비용효율성을
강조한 값싼 가연성 외벽 설치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렌펠타워 거주자 모임
인

Grenfell

Action

KCTMO(Kensington

Group(GAG)은
and

Chelsea

여러

차례

Tenants

화재

가능성을

Management

Organisation)9)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효율성을 이유로 결국 값싼
가연성 외벽이 설치되었다.
예외상태는 반대로 저소득층에게 적용되기도 한다. 저소득층 주거에 보
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최저주거기준(특히 안전기준)은 주변의 지역개
발 과정에서 너무나 손쉽게 위반된다. 예컨대 GAG(2013)는 그렌펠타워
바로 옆에서 지어질 대규모 레저센터 공사차량 등으로 인해 기존의 타워로
진입하는 차량비상통로가 막혀있었다고 보고했다. 게다가 MacLeod(2018)의
연구에서 정리된 것처럼 화재가 발생하기 전 거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화재

9) 해당 지역의 건물 관리를 자치구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지역주민-자치구 협
력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러나 KCTMO는 지역 저소득층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
았다(MacLeo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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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원이 KCTMO에 보고되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예외상태는 정책영역에서 ‘시간’을
무기로 강력하게 정당화되기도 한다. 정책을 통한 규제 강화 및 완화의 일
련과정 속에서 소급되지 않는 안전관련 정책들은 안전하지 못한 주거를 야
기한다. 이영아(2017)는 1974년에 완공(1967년 계획)된 그렌펠타워의 비
소급 건물안전규정들로 인해 사고 당시 거주자들이 과거의 기준보다 나아
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고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당시 느슨한 건축법(Building Regulation)으로 인해 비상계단이 하나
밖에 없었고, 1970년대 화재안전규제에 적용됨에 따라 스프링클러도 설치
되지 않았다.
그렌펠타워의 거주민들은 생활공간에서 화재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해왔지만, 지자체와 KCTMO는 외부인의 관점으로 타워의 외관
(appearance of the tower)를 ‘보기 좋게’ 바꾸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
다. 오래된 저소득계층의 공동주택은 주변의 이웃들이 보기에 ‘마치’ 슬럼
처럼 보이기도 한다(MacLeod, 2018). 그리고 범죄의 위험이 더 높을 것
으로 ‘여겨지는’ 슬럼은 거주민이 아닌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대적 감
각으로 장식된 건물로 보수될 필요가 있었다.10) 이때 기존의 타워는 새로
운 값싼 단열재로 둘러싸인 뒤 알루미늄 패널로 건물 외곽을 장식하였다.
한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건축법은 오로지 건물의 가장 외관에 사용되는 재
료에 대해서만 작동하였음을 지적하였다(ASH, 2017, p.7).
정책영역에서 예외상태는 누구도 바라거나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취약
계층의 대규모 희생으로 일부분 종료된다. 게다가 그렌펠타워처럼 지리적으
로 극적인 장소(계층의 구분이 뚜렷한 지역 내 저소득계층이 밀집된 장소)
에서 발생했을 때, 혹은 희생의 결과가 더 끔찍할 때 사회적 요구가 보다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렌펠타워 화재 이후 영국에서는 새로운

10) ASH(2017, p.27)는 그렌펠타워 주변 지역의 범죄율은 비교적 소득이 높은 계층
이 거주하는 곳(terraced housing 밀집지역)보다 더 낮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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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특히 화재안전 부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8년에
고층주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수립되었다.11)

4. 영국의 주거정책과 비극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이 정책기준으로 수립된 지 약 20년(법제화는 2004
년)이 흘렀다. 이후 주택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한 최저주거
기준이 2011년 일부 개정되면서 총 주거면적이 약간 증가한 것에 그쳤다.
2018년 7월, 국토교통부는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개정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기본적으로 총 주거면적을 제시하면서, 동
시에 가구 구성에 따라 방의 개수와 용도별 공간의 개수를 함께 설정한 것
이다.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이 주거면적에 대해서는 최소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침실분리기준을 6세(부모와 자녀의 분리), 8
세(이성자녀 간의 분리)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침실에 대한
주거면적을 제시하진 않는다. 다만, 김영태(2016, p.9)의 글에서 밝힌 것
처럼, 실제로는 개별침실의 면적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은 총 주거면적으로 단순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생시설
에 대한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에 대한 기준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
다. 이로 인해 최저주거기준을 연구하거나 언급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면
적기준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건축법을 포함해 여러 법률
에서 주거 성능 및 환경에 대한 기준을 찾아볼 수 있으나, 권고사항인 최
저주거기준과 동등한 수준에서 관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의 기준
이 최저주거기준의 기준으로 봐도 무방한가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데이터도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으로는 온갖 종류의 예외상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
다. 그리고 영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예외상태에서 취약계층은 그들의 생명
11) Post-Grenfell로 지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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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제든지 위협받는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2009)12), 그리고 국일고
시원(2018) 화재가 그 예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고시원은 주거의 종류가
아니면서 취약계층에게 장기적인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열악
한 주거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비주택으로서 고시원은 최저주거기준에서 예
외상태로 남아있다(진미윤·최상희, 2018). 영국의 다중점유주택(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HMOs)은 최저주거기준을 기초로 안전 부분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13) 화재 이후 비주택의 화
재위험을 규제하는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지
만, 불소급원칙으로 인해 2009년 7월 이전에 등록된 고시원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때 거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은 무시되고, 철저하게 개인의 영역으로 남
겨둔다. 이윤발생을 위해 운영되는 고시원은 거주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
공하지 않는다. 좁은 면적(구형모, 2019)뿐만 아니라, 적절한 실내온도 조
차 제공하지 않는다(진미윤·최상희, 2018). 국일고시원 화재의 원인은 정
책의 부재 속에서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
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개인에게 철저하게 전가되었다.14)
최근 고급화된 고시원이란 의미로서 값싼 주거의 상징인 ‘고시원’과 매
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을 상징하는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서 고시
텔(고시-tel)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고시원과 달리 샤워실 등이 구비된
방(en-suite)을 제공하기도 하는 이 주거는 저가임시주거시장의 경쟁으로
인해 나타난 보다 나은 곳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고시텔은 주거면적에서 최저주거기준 이상을 제공할 수 있으나, 거주민의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15)
12) 이영아(2017)의 글을 통해 자세한 맥락을 알 수 있다.
1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통해 Shelte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해볼 것
http://england.shelter.org.uk/housing_advice/private_renting/houses_in_mul
tiple_occupation_hmo
14) 경향신문(2018. 11. 28), 경찰 종로 고시원 화재 301호 주민 중실화 혐의 체포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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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본 글은 영국의 최저주거기준과 한국의 그것을 단순비교를 목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정책과 예외상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통
해 한국의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첫째, 최저주거기준은 바닥넓이를 강조하여 제시하는 것처럼 단순한 단
일차원의 기준이 아니라 다차원적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문화적
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나라의 최저주거기준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수준에서 주거의 질과 거주민의
건강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될 때의 접근방법처럼 공학적·사회통계적인 방법을 통
해

기준을

정하거나(김영태,

2016),

합의의

접근방식(consensual

approach)으로도 빈곤기준의 항목을 선정할 수 있다(Fahmy et al.,
2015). 과학적으로 접근한 기준은 주거시장뿐만 아니라 차후의 주거정책의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주거환
경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최저주거기준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수치를 제시한 바닥면적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단순하다. 총
바닥면적이 최소기준이 되는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당연히 고시원 등과
같은 다중점유주택에 적용하기 어렵다.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라
면, 그곳은 최저주거기준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영역이다. 예컨대 영국의
사례처럼 1인당 침실면적을 제시함으로써 공동공간을 제공하는 다중점유주
택들의 주거기준을 최저주거기준 안으로 포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외상태에서 발생하는 생명권 박탈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15) 예컨대, 적절한 환기장치 없이 좁은 공간에 샤워실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습기 및 곰팡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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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들이 필요하다. 예외상태에서 발생하는 생명권 박탈에 대한 보다 적극
적인 연구와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거공간을 최저주거기준에 필수
적으로 포함해야한다. 비록 많은 정책들이 필연적으로 현상에 후행할지라도
꾸준한 조사 및 연구는 시간격차를 줄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평가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되어 거주민의 주거를 평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좋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이 주거권의 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생
명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선 사례
들처럼 생명권의 박탈의 결과는 희생양을 발생시키고, 그 희생양은 대개
취약계층이다. 법적 기준에서 어떤 공간이 어떻게 공급되던지 최소한 사람
이 그 공간을 거주공간으로서 활용한다면,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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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HSRS의 29개 위험요소(Category 1)
【대분류 1】 물리적 차원
〔중분류 1〕 습도 및 온도 상태
습기 및 곰팡이
추위
더위
〔중분류 2〕 오염물질
석면
유해화학물질
일산화탄소와 연료연소물
납
방사능
비연소 연료가스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분류 2】 심리적 차원
〔중분류 1〕 공간, 안전, 빛, 소음
과밀 및 공간
불법침입자
빛
소음
【대분류 3】 감염으로부터의 보호
〔중분류 1〕 위생, 위생시설, 물공급
실내위생, 해충 및 쓰레기
안전한 음식
개인위생, 위생시설 및 배수시설
물공급
【대분류 4】 사고로부터의 보호
〔중분류 1〕 낙하
욕실 등과 관련된 낙상
평지 등과 관련된 낙상
계단 등과 관련된 낙상
서로 다른 층에서의 낙상
〔중분류 2〕 감전, 화재 및 화상
감전
화재
화염, 뜨거운 표면 등
〔중분류 3〕 충돌, 절단 및 압박
충돌 및 끼임에 의한 신체 부상
폭발로 인한 부상
생활물품으로 인한 압사 위험
건물붕괴 및 일부 붕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