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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고는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에서 2018년 4월 발간한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비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요약한 것임.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주택 시장의 투명성 강화, 탈세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실
거래 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였고,1) 이때부터 누적된 매매가 자료는 국토교
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전월세가는 2011년부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거래가 공개되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는 1년에 2회씩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
까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정책 마련을 위해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실거래가를 주거비
부담을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한 것은 다른 가격 정보가 실제 가구들이 지
고 있는 주거비 부담을 측정하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외
에 주거비 부담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주택공시가격과 부동산 정보사이
트에서 제공하는 호가가 있다. 그러나 주택공시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
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돼 2018년 현재 현실화 논의가 있으며, 호가
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이 아닌 매도자의 바람이 반영된 금액이라
는 한계가 있다.
이번 실거래가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 제안은 기존에 발간한 연구와 목
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별‧주택유형별로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얼마
나 오르고 있는지, 전세에서 월세로의 시장 변화 속도와 어떤 월세가 증가
하고 있는지를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가계동향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주거비 상승이 서민‧중산층에게 부담가능한지, 그리고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거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

1)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5년 8월 2일, “부동산실거래가 인터넷 신
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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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에 발표한 ‘8.2부동산대책’, 11월에 발표
한 ‘주거복지로드맵’, 이어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주로 평가하고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방한에 맞춰 국제적 인권 기준에서
주거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2.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의 변화

§ 매매건수 및 전월세건수
주택시장 과열기라 불렸던 2006년의 전국 매매건수는 88만건이었는데,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 96만건으로 정점
을 보인 후, 2016년 93만건, 2017년 85만 건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2011∼2016년까지 전세 비율이 감소하고 월세는 증가하는 경항이 지속
됐으나 2017년에는 전세 비율이 다시 상승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월세
비율이 증가하면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에 따라 순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월세를 세분화하였다.2) 순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배 미만, 준월세는 보
증금이 월세의 12~240배 이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
하는 형태이다. 준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커서 전세의 성격이 강한데,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보증금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면 준전세
에 포함된다.
각각의 월세 형태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다음과 같은 비율의 변
화를 보인다. 순월세 비율은 4.3%에서 4.4%로 0.1%p 증가, 준월세 비
율은 28.4%에서 27.0%로 1.4%p 감소, 준전세 비율은 10.0%에서
8.6%로 1.4%p 감소하였다.

2) 국토교통부, 2015. 08. 02. 보도자료 ‘월세시대를 맞아 새로이 개편
한 월세통계 첫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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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임차유형별 구성비의 변화(2011~2017년)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2011년 69.0%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세는 전월세 거
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57.4%였던 전세 비율은
2017년 들어 60.0%로 2.6%p 증가하였다. 이는 ‘전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일견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 매매가 및 전세가
2017년 전국 전체 주택의 호당 매매가는 2억 9,446만원으로 역대 최
고 수준인데, 세종과 제주는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였다. 2017
년 전국 전체 주택의 호당 전세가는 1억 9,287만원으로 2억원에 근접하
였다. 호당 전세가 상승률과 매매가 상승률이 높은 시도는 대체로 일치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17년 상반기 호당 전세가는 서울에서 2억
7,896만원으로 가장 높고 2011~2017년 호당 전세가 상승률은 세종, 제
주 순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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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국 시도별 주택 시장의 변화: 매매가, 전세가(2011∼2017년)
(단위 : 만원, %)
구분

매매가

전세가

2011년

2017년

변화율

2011년

2017년

변화율

서울

39,083

53,194

36.1

17,630

27,896

58.2

부산

18,176

23,770

30.8

10,444

16,519

58.2

대구

18,748

29,275

56.1

8,858

15,185

71.4

인천

16,878

20,680

22.5

8,173

16,001

95.8

광주

14,104

21,630

53.4

6,552

12,774

94.9

대전

18,563

22,928

23.5

10,115

12,144

20.1

울산

18,558

26,157

40.9

9,961

14,607

46.6

세종

12,022

27,625

129.8

7,174

15,195

111.8

경기

23,198

29,902

28.9

11,478

19,300

68.1

강원

11,322

15,637

38.1

5,746

9,804

70.6

충북

13,145

15,993

21.7

6,310

9,662

53.1

충남

13,113

16,397

25.0

7,460

10,210

36.9

전북

11,736

15,005

27.9

6,599

9,769

48.0

전남

9,694

12,711

31.1

5,143

9,520

85.1

경북

12,284

16,063

30.8

6,185

9,719

57.1

경남

16,755

19,139

14.2

9,690

12,984

34.0

제주

12,477

28,498

128.4

7,751

16,341

110.8

수도권

27,413

37,320

36.1

14,033

23,007

64.0

전국

19,679

29,446

49.6

12,241

19,287

57.6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주 : 변화율은 2011~2017 년 기준임.

서울의 매매가는 주택가격이 높은 구에서도 많이 상승했다. 2011~2017
년 서울의 구별 매매가는 성동구(53.9%), 강남구(43.8%), 서대문구
(39.8%), 용산구(37.9%), 서초구(35.2%)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데, 2011
년

매매가가

높았던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의

상승률도

높다.

2011~2017년 서울의 구별 전세가 상승률은 종로구(91.2%), 마포구
(78.6%), 서대문구(76.0%), 성동구(73.8%), 은평구(73.7%) 순으로,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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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 상승률은 양천구(118.7%), 마포구(114.5%), 종로구(114.4%), 성
동구(112.7%), 중구(102.8%) 순으로 높다.

§ 주거비용에 따른 지역별 전세가율 및 자가점유율 변화
여기에서 전세가율은 시도별 매매가 평균 대비 전세가 평균의 비율을 의
미한다. 전세가율은 지역별 차이가 큰데, 충청북도(92.6%), 전라북도
(92.3%)는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90% 이상이며, 경상북도(87.4%), 충청
남도(87.1%), 경상남도(85.9%), 인천광역시(83.7%), 강원도(83.5%), 대
전광역시(81.9%)는 80% 이상이다. 반면 세종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9.7%로 시도 중 가장 낮고, 매매가가 높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5.9%로 전국 시도 중 낮은 편이다.
서울 자치구별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주택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전세가
율이 낮다는 점이 확인된다. 2011~2017년 사이 종로구(28.2%p), 중랑구
(20.7%p), 관악구(17.6%p) 등은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파르게 올라 2017
년 기준으로 종로구(86.6%), 관악구(80.1%), 중랑구(79.4%) 순으로 아파
트 전세가율이 높다. 반면 용산구(48.6%), 강남구(49.5%), 서초구
(51.9%)의 2017년 아파트 전세가율은 50% 안팎으로 낮다. 이들 지역은
전세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매가의 상승률이 높아 전세가율이 낮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매가격이 높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
구의 자가점유율은 1995~2015년 사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15년
서울의 구별 자가점유율은 관악구(32.3%),

광진구(33.8%),

용산구

(34.0%), 강남구(34.1%), 마포구(36.9%) 순으로 낮다. 1995~2015년 자
가점유율의 하락폭은 강남구(-14.2%), 서초구(-8.9%), 마포구(-3.0%),
관악구(-2.7%), 송파구(-2.5%) 순으로 큰데, 매매가격이 높은 강남구, 서
초구, 송파구의 자가점유율 하락이 뚜렷하다. 매매가격이 높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낮은 자가점유율은 이 지역의 주택이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또
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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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기과열지구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화와 8.2대책의 영향
2017년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일부
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었다. 투기지역은 11개 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이며, 이보다 낮은 단계인 투기과열지구는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
구, 광진구의 14개 구다. 8·2 대책 전후인 2017년 7~8월 사이의 거래량
은 노원구(-1,495건), 송파구(-851건), 강남구(-785건), 강서구(-694건),
강동구(-659건), 양천구(-495건), 성동구(-456건), 도봉구(-444건), 서초
구(-431건) 순으로 감소폭이 크다. 대부분의 구에서 8·2 대책이 나오기
전인 7월에 매매건수가 가장 많은 가운데, 8·2 대책이 발표되었던 8월에
매매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으나, 7월 매매건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강남4구를 중심으로 투기지
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거래량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3.3㎡당 매매가의 변화는 8·2 대책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을 중심
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매매건수의 변화에 비해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8·2 대책 전후인 2017년 7~8월 사이의 3.3㎡당 매매가는 서초구
(-430만원), 양천구(-424만원), 강남구(-307만원), 송파구(-182만원), 강
서구(-93만원) 순으로 감소폭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8·2 대책 이후의 매
매가 하락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기 시작해, 모든 구에서 1~7월 매매가
평균에서 8~12월 매매가 평균을 뺀 값이 +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호당 매매가의 상승률이 2017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둔화되었다.
2016~2017년 연간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9.1%, 서울 14.7%로
2015~2016년에 비해 각각 3.1%p 7.7%p 높다. 연간 상승률을 상하반기
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국과 서울 모두 상반기의 상승폭이 크다. 서울의 매
매가 상승률은 2016년 대비 2017년 상반기는 8.7%, 2017년 하반기는
6.0% 상승하였다. 매매가가 상승하기는 했으나 8·2 대책이후인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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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의 매매가 상승률이 상반기에 비해 낮아진 것은 8·2 대책이 일정
정도 주택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4. 가구 소득 정체와 세입자 주거비 부담 증가
가구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
을 제약해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빚이 늘어
나게 하는 등 재정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임대료
와 냉난방비 등 기본 주거유지비를 포함한 총 주거비가 소득의 25~30%를
넘으면 정책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
태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Rent to Income Ratio:
RIR)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동향조사
의 소득과 주거비를 1990~2016년 장기 시계열 분석해보면, 2008~2012
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소득에 비해 주거비의 상승폭이 커서, RIR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역대 정부가 출범한 연도와 끝나는 연도의 2인 이상 임
차 가구의 가처분소득, 주거비, RIR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영삼
정부는 가처분소득이 550,184원 증가, 주거비는 65,284원 증가하여 RIR
은 12.8%에서 12.5%로 0.3%p 감소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가처분소득이
457,103원 증가, 주거비는 48,633원 증가하여, RIR은 13.6%에서
12.9%로 0.7%p 감소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가처분소득이 445,706원 증
가, 주거비는 34,602원 증가하여. RIR은 14.2%에서 13.0%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p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에는 가처분소
득은 598,790원 증가하여 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했지만, 주거비가
290,340원 증가하여. RIR은 14.2%에서 20.8%로 6.6%p 증가하였다.
최근 박근혜 정부 4년간은 주거비가 75,852원 증가로 이명박 정부 때보
다는 증가폭이 작으나 가처분소득이 144,839원 증가하는데 그쳐 RIR은
21.4%에서 22.7%로 1.3%p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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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분위 가구의 사정은 더욱 열악한데, 2010~2016년 사이 소득 1
분위 임차 가구의 RIR은 50%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1분위 임
차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687,504원, 주거비는 351,380원으로 RIR은
51.1%에 달한다. 이는 소득1분위 가구의 소득 중 절반이 주거비로 지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문재인 정부 주거 정책의 주요 과제

§ 주거 정책의 공공성 회복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명목으로
‘부동산 3법’ 개정을 추진해, 201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부동
산 3법의 주요 내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
수제 3년 유예’, ‘재건축 분양주택 1가구 3주택까지 허용’이다. 문재인 정
부에서는 2017년 8월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으로 8·2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8.2 대책은 법 개정이 아닌 투기과열지구
와 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3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 응급조차였다
고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하반기의 매매가 상승률은 투기지역으로 지정
된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다수의 구에서 2017년 상반기에 비해 낮아졌
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2017년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2016~2017년 주택가격 상승률은
14.7%로 높다. 특히 서울 강북의 일부 구에서는 8.2 대책 이후인 하반기
의 매매가 상승률이 상반기보다 높아, 추가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주택 가
격 폭등이 강북 지역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주거 정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3법’ 개정 이전 수
준으로 법을 재개정하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해제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된 ‘부동산 3법’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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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①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높은 매매가 상승률과 비정상적으
로 높은 주택 가격을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없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며, ②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더 이상의
유예 없이 제대로 시행하여, 환수된 부담금을 낙후지역의 서민주거안정 자
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③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연한
기준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였고, 안전진단 평가 기준도 완화하였는
데,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연
한을 40년 이상으로 늘리고, 안전진단 평가 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

§ 뉴스테이 폐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국책 사업
으로 뉴스테이를 추진하였다. 뉴스테이는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
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
린벨트 해제, 기금 출자 및 저리 융자, 용적률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뉴스테이는 짧은 의무임대기간과 분양전환으로 인해 비판
받는 기존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보다 의무임대기간이 오히려 4년·8년
으로 짧아 공공성을 갖춘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뉴스
테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투입되어야 할 토지, 도시주택기
금, 재정 등을 소모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예산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재고량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토
교통부의 2017년도 예산안에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 715억원에
서 2017년 445억원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 1조 259억원에서
2017년 5,40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뉴스테이 예산은 2016
년 1조 1,095억원에서 2조 1,45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인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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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공공과의 재
계약을 통해 20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모델이기 때
문에 민간 소유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어렵다
는 단점이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주거비가 높아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임대 거주자들이 많다. 또한 전세
임대주택은 전세금 대출(주거비 보조)의 성격이 강해, 주변시세를 상승시키
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이외의 ‘공
공지원’, ‘공적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정부는 공공지원주택
20만호 공급 계획 중 16만 5천호를 민간 주도로 공급하고, 3만 5천호를
도시재생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뉴스테이와 같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의도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물량 축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토지
공급 금지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세임대가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필요하다.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격은 이미 가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으
로, 임대인 절대 우위의 민간 임대시장에서 무주택 서민이 겪고 있는 고통
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하다.
임대료 규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겪은
국가 및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안이다. 뉴욕·파리·베를린 등 세계 주
요 대도시에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뉴욕시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은 1년 계약
1.2%, 2년 계약 2%이다.3) 임대료 규제는 주로 상승률을 제한하거나 임
대료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상승률을 제한하는 곳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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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뉴욕, 캐나다 온타리오 주·매니토바 주·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
주,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있으며 임대료 상한
설정하는 곳은 미국 뉴욕,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스웨덴 등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고
규제를 풀기도 하는데, 주거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임대료 규제
필요성이 더욱 크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는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약 한 달 뒤
추가 발표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임대인에게 취득세, 재산세, 건
강보험료 등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
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 임대주택 등록으로 4~8년의 거주기간을 확
보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연 5% 이내의 인상률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임대인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통한 임대료 규제
가 ‘모든 국민의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도, 세입자
의 권리도 아닌 임대인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UN사회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주거비 등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도입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 주거복지 확대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정상화
2005~2015년 전국과 서울의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오피스텔 제외, 비
주택 거주 가구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은 2005년 54,362가

3) http://www1.nyc.gov/nyc-resources/service/2069/new-york
-city-rent-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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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2015년 403,419가구로 642.1%, 서울은 2005년 11,363가구에
서 2015년 79,878가구로 603.0% 증가하였다.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과
같이 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은 감소했지만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과 같
은 비가시적인 비주택에 거주하는 신 주거난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고시원, PC방, 사우나에 거주하는 가구는 제대로 된 분류조차 없어 통계청
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기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비주택 거주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 가구수는 매우 적다. 2011년 7월에 발표된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에서는 연평균 2,000호 가량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4) 2016년까지의 전체 6,239가구가 지
원을 받아 계획에 비해 공급량이 크게 미달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653호)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과 전
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15% 범위에서 공급량이 결정되는데, 늘어나고 있
는 비주택 거주 가구와 최근 정책 대상에 포함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 가구를 감안해서라도 공급량을 최대치인 15%까지 확대해야 한다.5)
이와 함께 복잡한 전달체계도 개선하고, 수요자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공급량 중 일부는 운영기관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의무만 있고, 지원은 전혀 없었던 운영기관
에 대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

4)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1년 7월 7일자,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5) 국토교통부,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
화. 2018년 3월 13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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