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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 주택은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공급된다. 그러나 주택， 그 자체만으로는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없다. 인칸 

의 각종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함께 각종 기 

반시설이나 근린시설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또한 주태은 필수품이면서도 가격이 매우 비싸다. 

주택이 지닌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구조 속에서 가격기제를 통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어지기 쉽고， 주태부족과 주태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앵겔스1)의 

지적대로 “주택문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필연적 산물로서 자본주의가 소멸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까지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주택문제의· 원인은 개인적인 

것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문제의 해결은 공 

공의 의무이며，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은 주택의 수급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 

한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것과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주택의 공공재적 측면을 보강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공공의 개업이 곧， 주택정책 

의 영역이다. 

주택정책은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갖는다. 하나는 물적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주태의 공공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주택공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압하여 주태이라는 사회자본 

형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회적 측면에서 주돼난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가구에 대 

* 명택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 주돼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 F. Engels, The Housing Question(1872) ,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5.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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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간적 ·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거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유도하는 것으 

로서 거주권 (Housing Rights) 의 보장이 목표이다. 즉， 주돼정책의 목표는 주택의 건설을 통 

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주택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 정책체계 가운데 사회자본형성의 정책은 다시 신규공급 

정 책 (flow oriented policy) 과 기존주택 정 책 (stock oriented policy) 이 라는 두가지 로 구분 

할 수 있다. 신규공급정책의 골자는 대량의 주태수요가 대두된 지역에서 공공이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주택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직접개입의 형태로는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이 대표적이며， 간접개업으로는 장기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의 융자가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주태정책은 신규공급중심적 정책을 통하여 주돼의 사회자본형성을 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전체 국민들의 주거소비수준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을 필요로 하거나 주태난을 겸고 있는 개인이나 가구에게 적절히 공간적으로나 경제 

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찌이 제시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들 

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담론$도 제기되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택정책은 그 기본방향과 수단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 

적으로 양적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주택공급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근래 

와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각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실업이 증가하면서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1997년말 국제통화기금 

(IMF) 에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하자 시장금리가 급둥하면서 주돼시장이 크게 위축되었고， 신규 

주택시장의 미분양 증가라는 문제뿐 아니라 재고주택시장에서도 전세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태가격의 하락과 관련하여 국민의 총자산가치가 종전의 80%수준으로 낮아졌 

다는보고도 있다.찌 

경제침체와 실업증가로 시작된 주태시장의 침체는 주돼건셜산업을 위시한 관련산업의 재화 

와 서비스의 소비를 위축시켜 관련산업체의 자금난과 부도로 다시 실엽이 증가하는 침체의 악 

2) 대책의 내용은 저소득충에게는 거주권보장을 목적으로 한 임대료보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안정 
이 있고， 중 · 고소득층에게는 소비자보호제도의 전개가 중심이 된다. 

3) 이러한 논문으로는 권태준， “주택정책과정의 불공정성 비판 r환경논총'J ， 제 23권. 1988. 
장성수， “주택 200만호 건셜정책에 관한 비판시론 r건축학 논총J ， 1993. 
윤혜정， “J. Rawls의 정의개념에 관한 시론 도시계획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r서울시정연구J ， 서 

울시정개발연구원， 제2권 제2호. 1994. 퉁이 었다. 
4) 주택가격지수(아파트)는 1997년 11월이후 1998년 7월말까지 1 1. 8%하락하였으나， 주택시가 총액규 

모는 원화로 -17.2%, 달러로 -24.9%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GDP(1997년기준)의 16%에 해 

당하는 66조4천억원이 감소되었다. 삼성경제연구원， ‘IMF충격에 따른 자산디플레이션 현상과 대 

책’， 199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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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주택경기를 살리고자 수요확대를 위해 전매금지조항 둥 주 

택공급기준을 개정하고， 분양가 규제를 대부분 철폐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주택 

을 공급하도록 하는 퉁 1998년 들어서 주택관련 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자금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1999년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 이다.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오고 있는 주택정책의 방향이 일대 전환을 앞두고 있다. 건설된 주택 

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태수를 늘리기 위한 신규콩급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하며， 주택가 

격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한 중복된 규제들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주돼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구분이 분명해져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과 간섭도 새로운 상황전개에 따라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한 

세기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주택정책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의 설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기의 필요성에 따라， 1960년대 이후 주돼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관련 제도의 변천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태정책의 특성을 파악 

하고， 그 정책과 제도의 정책목표 달성정도와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평가를 통 

해 발견된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를 현재 (顯在)화하여 향후 주택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자한다. 

정책의 평가는 정책의 효과성 (effectiveness)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efficiency) , 그리고 분 

배의 형형성 (equity) 기준에 근거잉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효과성은 그동안의 주택정책 

이 추진한 바에 따라 주태건셜량과 재고증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분배의 형명성과 관련해서 

는 주거수준의 지역간， 계층간 개선정도를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히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이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청책시기와 

주태관련 법제의 정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 171 (1962년~1971년): 1962년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되면서 1963년 「공영주태 

법」이 제정되어 주택정책이 출현한 시기 

제271 (1972년~1976년):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주태250만호를 건셜하고자했던 ‘주돼건 

설 10개년계획’ 이 수립되고 이를 위해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주 

택정책이 추진된 시기 

제3기 (1977년~ 1987년):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전면개정되고， 주택시장에 대한 정 

5) C. Couch, Urban Renewal: theory and practice, Houndrnills: Macrnilan Press. 1990. 
pp.96-97. 

6) 주택부문에서의 목표대상선정의 정당성과 주택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광 
범위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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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개업이 본격화된 시기로 공급규정 및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시기 

제4기 (1988년- 1992년) : 주택가격 및 임대료 폭둥에 따른 사회불안요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200만호를 건설하고자 했던 시기 

제571 (1993년-) : 전기 (前期)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2002년까지 주태 보급율 100% 달성을 

목표로 주태건설을 추진해가는 시기 

각 시기별로 주요 정책과 제도정비사항을 정리하고 건셜목표와 실적은 건설교통부의 공식발 

표수치를 인용하여 분석한다. 지역간， 계층간 주거수준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구 및 

주돼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지역간 격차는 1995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계 

층간 주거수준의 격차는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총량적으로 주거수준이 향상되는 가운데 독 

채전용가구와 한 주택내 여러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동거가구간의 주거수준의 개선정도를 비교 

한다. 

1. 주택정책 및 제도의 번천 

1, 저11기 (1962~1971) :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의 착수와 「공영주택법」의 제정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이전에는 식량문제가 시급하였으므로 주택의 양적， 질적부족 등 주 

택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크게 인식되지는 않았다. 다만 전재민(戰싫탬 동에 대한 구호적 차 

원에서의 주택문제 해결 노력이 기울여졌을 뿐이다. 본격적으로 주택정책이 마련된 것은 1962 

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부터이다. 따라서， 이 해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이 제정되기 이전인 1971년까지의 기간을 우리나라 주택정책과정의 제 171로 구분한다. 

최초로 전국 주거현황을 조사한 것은 1960년 12월 1일에 전국 언구 및 국세조사였다. 총가 

구수는 437만 8천가구， 7) 총주택수는 346만 4천호， 부족주택수는 91만 4천호로 주택보급율은 

79.1%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포함)이었다. 총주택수의 10.2%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표 1> 1960년 천국주택현황(1960. 12. 1. 기준) 

구분 인구(천명) 가구수(천가구) 주택수(천호) 주택부족수(천호) 주택보급율 

전국 24, 989 4, 378 3, 464 914 79.1 
도시 6, 997 1, 261 783 478 62.1 
농촌 17, 992 3, 117 2, 681 436 86.0 

서울·부산 658 386 272 58. 7 

출처: 장성수(1994) ， 1960-1970년대 한국아파트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p.56. 

η 1965년 남한의 총인구는 2천 8백 65만명， 서울의 인구는 3백 42만 4천여명이었다. 특히 서울의 인구 

증가는 매우 극심하여 1970년에는 5백만을 툴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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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해 재건축이 불가피한 요폐기주택이고， 27.3%는 개수해야할 불량주태이었다. 특히 도시 

의 주택부족율은 37.9%이었다. (표 1) 

이 시기에는 주택건설을 담당할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준비를 갖 

추자는 것이 주택정책의 주요 골자였다. 1963년 6월 29일에 경제기획원 산하 국토건셜청을 

건설부로 숭격시켜 국토보전국 내에 주택건설과를 셜치하였고， 1963년 11월 30일에는 「공영 

주택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때를 전후하여 「건축법J (1962. 1), r도시계획법J (1962. 1), 

「국토건설종합계획볍J (1963. 10) , r토지구획정리사업법J (1966. 8) 등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택관련 법률인 「공영주택법」의 목적은 “저소득국민에게 저렴한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에게 주태건 

설자금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대부하거나 사업주체가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에 있어 중앙정부가 사업 

주체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절차를 규정하여 공공주택건설제도의 골격을 형성하였다. 또한 공 

영주태건설과 대지조성에 있어 부대시설 및 간선시설의 설치와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 

여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 주택건설을 위한 공공투자의 규모는 미미했으며， 민간자력건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주택건설투자비율을 늘리는 반면 조세의 감변， 주택건축허가의 절 

차 간소화， 주택자재생산의 육성 동 일련의 지원책을 강구했다. 이런 지원책의 하나로 ‘주택금 

고’ 가 1967년 7월 10일 설립되었다. 주택금고(1969년 1월 한국주택은행으로 개칭)는 자본금 

1백억원의 주택건설자금지원 전담금융기관이었다 .. 이 기간 동안 공공부문에 대한 주태투자액 

은 미홉했으나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주태에 대한 수요가 많아 민간주택건설 붐이 일어났다. 이 

때 정부는 ‘1가구 1주돼’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주돼건설 20년계획’ 을 수립했다. 그 내용은 

1967년 1986년칸에 총 509만 3천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것이었다. 신규 

주택의 대량공급과 함께 서울의 불량주돼지를 철거하여 서울의 도시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967년 3월부터 7월사이에 무허가 주택 2만동을 철거할 계획도 수립하였다. 

한편 1967년부터 대도시， 특히 서울에서 일어난 부동산투기가 일반물가상승을 자극하면서 

투기억제를 위해 1968년 1월에 「부동산투기억제세법」이 제정되었고， 세무당국에 의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시행되었으며， 4월에는 ‘부동산투기억제세’ 가 정수되었다. 

제 1기의 주택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면， 공영주돼 확대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었으며， 1962 

-1966년간(제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 중 주돼건설실적은 모두-32만 6천호로서 공공부문 

이 4만호， 민간건설분은 28만6천호였다. 이 실적은 계획의 70%에 불과한 것이었다. 1967-

1971년간(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총 54만호의 주택이 건셜되어 계획량을 초과 

달성하였다. 특히 꽁꽁부문에서는 계획량 3만호보다 7만 3천호가 더 증가된 10만 3천호를 건 

설하였다 8) 그러나， 인구의 자연증가， 급속히 진전되는 도시화， 도시내 노후불량주택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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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현상 둥으로 신규수요가 계속 늘어나던 시기로서 꾸준히 건설물량이 증가했음에도 불 

구하고 수요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2. 제2기 (1972~1976): r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 과 ‘주택건설 10개년계획’ 

서울의 인구가 1972년 600만을 넘어서게 되면서 대도시에서의 주택부족문제는 사회적 관심 

사로 대두되었다. 대도시의 주돼난은 인구의 자연증가， 핵가족화， 도시화 동의 급진전으로 주 

택의 수요가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지가상승과 건축자재의 품귀가 원인이었다. 

1972년 10월， 소위 유신체제가 시작되면서 산업구조의 전환과 함께 분배구조의 개선， 사회 

개발의 당위성이 강조되었A며，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여 대도시 중 

산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주택정책변천의 제271는 제3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72-1976년)과 대체로 일치한 

다. 제3차 경제개발계획중 주돼부문과 관련하여 5년간 80만호의 주태을 건설하여 1976년에는 

주태보급율을 78.9%로 높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투자에 의존했던 전기 (前期)와는 

달리 이 기간에는 공공부문의 투자를 확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투자비율을 7:3으로 정 

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주택건설 10개년계획 (1972-1981년)’ 을 수립하였는데， 1981 

년까지 250만호의 주택을 건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5409호로 「주택건설촉진법J (이하 주촉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대도시주변부에서 시행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기 위 

하여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1975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하였다. 

「주촉법」의 목적은 “주태이 없는 국민에 대한 계획성 있는 주돼의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 

달 • 운용 및 건설한 주택용 건축자재의 생산 •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서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이 법은 우리나라 주돼건설부문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공영주택법」은 폐지되었다. 이전의 「공영주택법」은 저소득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주촉법」은 무주택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r주촉법」과 함께 제정된 「특정지구개발을위한임시조치법」은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시행되는 신시가지조성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질서있는 도시를 건셜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이 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지구’와 ‘재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돼건셜촉진지구’ 안의 주택 및 그 대지와 지구내 특정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해 

서는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9) 

8) 시민아파트가 약 1만 4천호 건셜되어 공공부문의 건셜실적을 높혔으나 결국 불량주태의 양을 늘리는 
결과로나타났다. 

9) 이 법은 3년동안의 한시법이었으나 개발촉진지구지정의 지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1973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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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주택건설을 위한 제도정비에도 불구하고， 1973년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사정은 최악 

의 상태로 빠졌고 국내경제도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물가는 앙등하는데도 경기는 침체되 

어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서 주택투자를 대폭 증액할 계획으로 1972~1976년까지의 주택건설 

목표를 당초 80만호에서 83만호로 증가시켰다 1이 주돼건설 10개년계획의 건셜목표도 주택건 

설비의 앙등을 참작하여 당초 250만호에서 208만 7천호로 수정하였다. 

이 시기동안 총 76만 1천호의 주택을 건설하였는데 이는 계획 량 83만 3천호의 91. 3%에 해 

당하는 수준이다. 공공부문은 계획량 25만천호의 91. 4%를， 민간부문은 계획량 58만3천호의 

91. 3%인 53만2천호를 건설하였다. 이 기간의 건설실적은 비록 계획량에는 미달하였지만 물량 

면에서는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6년의 주택보급율은 1972년의 

78.2%에서 74.6%로 오히려 낮아졌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 시기에 가구형성기를 맞이하였 

고， 새마을운동에 따라 초가집이 철거되면서 농촌에서의 주택감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 저13기 (1977~1987): r주택건설촉진법」으| 전면개정과 정부의 주택시장개입 본격 

정부는 인구의 도시집중， 핵가족화 퉁으로 매년 낮아지는 주택보급율을 높히기 위해 주태건 

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 운용 

과 택지의 개발 · 공급 및 주태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1977년 12월 31일 「주촉법」을 

전면개정하였다. 전면개정된 「주촉법」은 이전의 「주촉법」과 달리 그 대상이 ‘무주태자’ 에서 

‘모든 국민’ 으로 확대되었으며，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돼과 관련된 국가의 책무를 강 

하게 규정하고 있다 11) 

한편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고 주택에 대한 배분책을 확립하여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1978년 5월 10일에 「주태공급에관한규칙」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민주택청약부금 

에 가입한 사람에게 공급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하여 1978년에 30만호를 건컬하였으며， 1980년에 38만호를 

류파동이후의 경기침체 둥으로 대부분이 착공단계를 벗어나지 옷하는 풍 개발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1978년 12월까지로 법률의 효력기간이 연기된 후 폐지되었다. 

10) 그러나 주택투자 확대와 건설호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 주택보급융은 78.3%로 하향， 수정 
하였다. 이것은 농촌근대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건젤과 개축올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당 

초에 22만호로 책정했던 감실호수가 30만호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1) 개정된 「주촉볍」의 주요골자는 첫째， 주택청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리가 되고 관계장관이 위원 

이 되도록 기구와 기능을 보강， 둘째， 전문주택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주택건설업자의 퉁록제와 

우수업자의 지정제도를 신셜， 셋째， 지가앙풍을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지구의 지정과 기준지가를 고 

시， 넷째， 공사(公한8 또는 지정업자로 하여금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셜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고 자채의 사전벼축， 토지의 사전매수 둥을 통하여 주택가격의 저렴화를 기하도록 했 

고， 다섯째， 건설주택에 대한 사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주택관리인 면허제를 신얼하는 것 퉁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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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셜할 계획으로 과감한 자금투자를 계획했다. 그러나 1979년에는 정부의 긴축정책과 제2의 유 

류파동으로 주택경기는 매우 부진하여 당초 정부의 주택건설계획의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었다. 

새정부가 들어선 1980년에는 제2차 유류파동과 정치적 격변에 따른 경기불황을 해소하기 위 

해서 주택경기활성화조치의 하나로 ‘주돼 500만호’ 건설이 발표되기도 하였으나 곧 계획물량을 

축소하여 1982-1987년간 년 30만호씩의 주택을 건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약 43.2%를 공공이 건설하며， 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81년 4월 7일에는 ‘국민주태 

기금’ 을 설치하였다. 이 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및 택지에 개발 둥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 

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경기활성화조치는 부동산가격의 앙등을 가져왔고， 1982년과 1983년에 일련의 부동 

산투기억제책이 계속 발표되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1982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규주 

택분양가격규제， 일명 ‘분양가상한제’ 이다. 신규공급주택의 가격에 대한 규제는 1977년부터 

부분 시행되어 왔으나 이 때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당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7.5평) 이하 

주택은 평당 105만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평당 134만원으로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그리 

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1984년에는 「임대주돼건설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서울 올림픽 개최를 위한 건설비용이 대규모로 소 

요되면서 주택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GNP 대비주택투자율도 목표인 5.85%에 미치 

지 못하는 5.2%에 그쳤다. 주택보급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5년 주택보급율은 도시가 

54.1% , 전국평균 주택보급율이 65.5%로 낮아졌다. 주택시장은 불안정해지고， 주태가격과 임 

대료도 급등할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4 저14기 (1988~1992) :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주백 200만호 건설계획’ 은 신규주돼공급이라는 30여년간의 주택정책 상의 연장선에서 출발 

했다. 서울올립픽을 마친 당사 주택보급율의 저하와 높은 가격상숭율에 의한 중산층의 내집마 

련기회상실，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제271와 371를 통해 많은 

주택이 건설공급되었으나 신규주택건설 위주의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 1977-1987년간 총 감 

실율은 79만 9천호에 달해 주택공급효과를 반감시켰다. 양질의 주택은 물론 주택의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표 2>를 보면， 각종 투기억 

제책에 의해 1986-1988년 사이 매매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에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가격의 상승은 정해진 임금으로 생활하여야 하는 많은 근로자의 근로의 

욕을 저하시켰으며， 사회적 불안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같은 사회불안요소를 해소한다 

는 차원에서 단기간에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 1988년말에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연간 40만호씩 5년간 200만호라는 많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당초의 정책방향은 소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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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만호건설계획이 발표될 당시의 주태가격지수( ‘85년말=100) 

구분 1986년3월 6월 9월 12월 1987년3월 6월 9월 12월 1988년3월 6월 

매매 100.0 98.5 98.1 97.1 96.8 96.8 100.3 103.2 109.3 113.0 
전세 103.9 105.9 108.4 106.4 111. 4 115.1 121. 2 126.7 138.1 144.4 

자료: 한국주택은행주택금융J ， 각년도 해당월호. 

택， 국민주택건설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투자재원의 한계 등으로 민간부분의 건설투자에 우 

선순위를 두어 추진되었다잉 공공부문은 주돼건설에 소요되는 택지 총량가운데 67%인 4천7 

백만평을 개발하기로 하였는데， 분양가격규제 하에서 주태의 대량공급을 위해서 저렴한 택지 

를 개발하여 민간에게 공급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989년 4월 분당과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의 배경에는 정부의 ‘주택200만호건설계획’ 이 발표되긴 했으 

나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 더이상 집지을 땅이 없다는 당시 상황과 함께 주택가격상승 

이 수그러들지 않은데 있었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은 중대형주택 수요를 홉수하여 궁극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계획은 1988년에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되었던 평촌， 산본， 중동과 함께 ‘5개 신도시건설계획’ 으로 명명되어 추진되었다. 

한편으로는 이전의 ‘분양가 상한제’에 변형을 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분양 

가 상한제’ 하에서는 민간의 주택건설참여를 유도할 수 없고 이로인해 ‘200만호 건설계획’ 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도입된 가격규제제도이다. ‘원가연동제’는 정부가 고시 

한 건축비에 택지가를 반영하여 분양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자율화의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을 크게 자극하여 200만호 건설을 조기달성하는 하나의 동인 

(動因)이 되었다. 

주택 200만호건설계획은 발표 당시부터 그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이견이 분분했 

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힘입어 정책이 발표된지 5년후인 1992년까지 주택건설허가 

기준으로 271만 8천호를 건설하여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후 3-4년 간의 건설열기를 거쳐 주 

택 재고를 크게 늘려주었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서 민간주태건설업체의 육성， 주태건설자재산업육성 및 건셜기능인력의 

양성과 같은 주태건설부문은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107만 8천호의 주돼이 감 

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계획목표중 하나였던 주태가격 안정에는 실패하였다 13) 특히 

12) 주택 200만호 건셜계획은 민간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계획이었다. 공공부문은 당초 85만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1990년 근로자주돼 25만호 건설계획이 포함되면서 총 90만호로 수정되었다. 그와함께 
장기임대주택이 35만호에서 15만호로 대폭 감소하고， 근로자 주택중에서 분양주택 15만호， 사원임대 

주택 10만호를 공굽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계획되었다. 
13) 주택 200만호 건셜에 따른 주택의 대량공급이 주택 및 부동산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후의 가격을 비교하여보면， 200만호 건설에 따라 주택가격의 급동세가 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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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평 이하의 주태에서 전세가격이 1992년 이후에도 1985년기준으로 230% 이상 올라 무주 

택자， 그중에서도 소형주택에서 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은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었다. 또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함께 실시된 토지공개념관련 법제의 시행으로 도시내 

나대지를 대상으로 건축붐이 일어나 건설경기의 과열을 배가시켜 인력， 자재난 등을 가져왔다. 

5. 저15기 (1993~현재) : ‘신경제 5개년계획’ 이후 

제571는 이제까지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틀을 벗어나 대통령의 재임기간(1993~ 

1997년)에 맞추어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한 때부터 현 정부의 정책까지를 포함한다. 신경제 

계획에서는 전기 (前期)의 주택 200만호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경제의 능력범위 

내에서 주택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건설 ·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매년 50~60만호를 건 

설， 1998년에는 주택보급률을 90%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주돼 285만호 건설을 추 

진하였다.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부문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무주태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주택 200만호 건설’ 에 따른 주택건설촉진정책의 여파로 1993년에 69만 5천여호의 

건셜을 위시하여 1995년까지 3년간 매년 60만호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면서 미분양주택이 발 

생하게 되었다 1찌 주돼건설업체는 1991년 한때 8천 8백여개에 이를 정도로 주택산업은 비대 

해졌으나 1997년 11월에 시작된 IMF구제금융체제에 따른 소비감소와 부동산가격의 하락， 금 

융경색 등으로 주택건설업체가 잇달아 도산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1998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50~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수요감소와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부족 동의 시장경색으로 공급목표를 크게 밑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1998년 1월 20일 분양가규제를 완화하고， 8월부터는 분양주택의 전매를 허용하는 등 주 

택시장의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공급규모제한 및 규모별 공급비율을 완화하 

거나 폐지하고， 중도금대출확대 퉁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주돼거래시장은 여전히 침체 

되어 있다. 

6. 소결: 대량건설의 명암(明暗) 

1962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정책과 관련제도의 변천과정을 통해본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특성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6년 동안 우리나라 주택정책 추진과정은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택시장 

인 것은 사실이나 주돼가격의 하향안정에는 실때한 것으로 보인다. 

14) 1994년에는 미분양주택이 처음으로 10만호를 넘어서게 되었고， 청부는 수요촉진을 위해 1996년에 주 
택할부금융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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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엽의 증가와 그에 따른 주택건설 및 공급의 제도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태건설부문에서 

정부역할의 증대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대한주돼공사나 지방자치정부를 통한 공동주택 

의 대량건설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1977년의 「주촉법」 전면개정과 뒤이어 「주택공급에 

관한규칙J ， í공동주택시설기준」 퉁이 정비되면서 민간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주 

택도 모두 공공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의 건설량은 증대되었으나 정부의 주 

돼시장에 대한 개입 폭의 확대로 언하여 주택건축과 관련된 각종규제， 주택공급규칙을 통한 주 

택의 공급에 관한 방법과 콩급대상의 선정， 신규공급주택가격에 대한 규제 퉁 다양한 주돼시장 

의 규제가 지속되어 시장기제를 통한 주택생산 및 공급체계의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 특히 1982년부터 1997년까지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가격통제가 지속되었으며， 1998년 현재까지도 부분적으로 남아 었다. 이러한 정부의 시장개입 

으로 인하여 주택시장기능이 왜곡되어 주택산업의 구조적 문제 즉， 생산규모는 비대해졌으나 

산업구조는 취약하다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져왔다. 결국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그 

동안 시장의 자율성을 촉진할 만한 정책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주택수요의 감소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따라 지난 시기동안 주택정책을 통해 마련된 우리 

나라의 주택생산 및 공급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다. 

둘째， 그동안 추진된 주태정책의 기조는 신규주택건셜을 통한 주태재고의 증가였다. 이로인 

해 정부의 주택부문투자는 대부분이 신규주택의 건설에 투자되었으며， 신규주택건셜물량의 증 

가가 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지표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1960년대초 연간 

주택건설량은 약 7만호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6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셜， 공급하고 있 

다. 이같은 신규공급 위주의 정책은 주돼생산능력을 증대시켰으나 기존주택의 재고관리를 퉁 

한히 함으로써 신규주택과 재고주택간의 질적인 차이를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1962년의 「건 

축법J ， 1963년의 「공영주택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설되었던 주택의 재고관리는 전혀 도외시 

되었다. 이와함께 신규주택의 공급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형태로 공 

급되었기 때문에 도시주변부나 농촌지역의 주택은 계속 방치되었으며， 이로인해 도농간 주태 

의 질적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도시내에서도 기존의 단독주택밀집지역과 신규 공동주택건셜 

지간의 주택의 질적인 격차도 나타났다. 심지어 1980년대의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주태개량재 

개발사업’ 조차도 196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태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수단으로 이용되는 불합리를 연출하게 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주택건설투자재원의 

부족이었다. 1960년대초 경제적 빈곤기에는 주택부문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으며， 이어 1970 

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서도 경제성장 및 제조업투자위주의 경제기조에 따라 주태부문투자는 

극히 저조하였다. 1960년대 연평란 주택부문의 투자액은 GNP의 2.62%, 1970년대에는 

3.6%에 지나지 않았다. 1980년대에 들어 5.2%로 증가하였으나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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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수요의 증가와 신규주태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매우 부족하였다. 주택 200만 

호 건설을 계기로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8.2%와 8.5%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 

여 1995년 이후 7.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럽 주택부문의 투자가 부족한 가운데 신규주택의 건셜과 분양에 자금이 집중됨으로써 

재고주택관리 및 저소득충을 위한 공공임대주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은 극히 부진하였으며， 대부분이 일정기간 임대후에 분양전환되고 있어 임대 

주택재고를 축적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체 주택소요가구의 절반이 임대주돼 

〈표 3) 우리나라 주택정책추진과정 요약 

구분 
1기 27] 3기 47] 5기 

계 
1962~1971 1972~1976 1977~1987 1988~1992 1993~현재 

정책목표 무주택자를 위 대도시지역 주 주돼의 대량건 주태의 대량건 대량주택건셜 

한 공영주택의 택부족의 해소 셜 및 주태가격 설을 통한 주 기반을 이용한 

건설과 서울의 와 주거수준향 의 안정， 임대 택가격의 안정 2000년대 초 

불량주택제거 상 주택의 건셜 과 사회 불안 반의 주돼보급 

와 민간주택건 요인의 해소 율 100%와 주 

셜촉진 택시장의 자율 

성증가 

주요법제 ·공영주택법 ·주택건설촉 ·주택건설촉진 ·주택건설촉 ·주택건설촉 

및정책 (1966) 진법 (1972) 법(전면개정- 진법 진법 
·특정지구개 1977) . 200만호건 ·임대주택법 
발을 위한 임 

- 주택공급규정 셜 계 획 (1994) 
시 조 치 법 
(1973) (1978) (1988) 분양가규제 

·아파트지구 -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원가 완화(1998) 

(1976) (1982) 연동 (1989) - 각종 주택경 

·국민주택기금 - 5개 신도시 기 부양책 

설치 (1981) 건설 (1989) (1998) 
·임대주택건설 

촉진 (1984) 

주택보급율*(%) 79.1 78.2 74.6** 69.4 79.1 
총주택건설수 

86.6 76.1 251. 5 271. 8 312.6 998. 6 
(만호) 

총주택감실수 
9.5 19.3 79.9 107.8 129.7*** 346.2 

(만호) 

순재고증가 
77. 1 56.8 171. 6 164.0 182.9*** 652.4 

호수(만호) 

연명균주태건설 
8. 7 15.2 22.8 53.4 62.5*** 

호수(만호/년) 

GNP대비 주택 
2.2 3.6 5.2 6.3 7.2*** 

부문투자율(%) 

주 기간의 최초년도 수치， ** 1976년도 수치， *'*1997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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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총주택재고의 약 3% 남짓한 수준15) 이다. 결 

국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부족은 주택시장내에서 자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꽁꽁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그들의 낮은 소득으 

로 부담할 수 있는 질낮은 거처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다. 

〈표 3)에서 요약되는 바와 같이， 그동안 질적으로 우수한 많은 수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하였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 

을 안고 있다. 첫째， 지난 36년간 998만 6천호의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346만 2천여호의 주태 

이 감실됨으로써 신규건설 위주의 정책효과에 대한 회의가 불가피해졌다. 둘째， 정부의 깊숙한 

시장개입의 부작용으로 언한 주택시장이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다. 셋째， 부족한 주택투자를 신 

규주택의 집중함으로써 기존 주택을 방치한 결과 기존주택의 질적 저하를 심화시켰다. 넷째， 

신규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아닌자 간의 분배의 문제와 저소득계층의 주거수준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도록 방치했다. 

m. 형평성 측면에서의 주택정책평가 

본 장에서는 이제까지 추진되어온 주택정책을 분배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 

서 총량적인 주거수준의 향상과 주택산업의 육성 등에 내재된 지역간， 계층간 주거수준의 격차 

를 분석한다. 지 역간 주거수준의 격차는 1995년도의 「인구 및 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 (Cross-sectional analysis)을 하고， 계층간 주거수준의 격차는 「인구 및 주태총 

조사」가 현재와 같은 조사체제로 구축된 1970년부터， 5년마다 조사되어온 자료를 통해 시계열 

적 분석 (Time-series analysis) 방법을 사용한다. 

1. 지역간 주거수준의 격차 

지역간 주거수준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후도를 반영한 주택의 건축연한을 지 

표로 사용한다에 우리나라는 주태수요가 큰 지역에 우선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수도권을 중심 

으로 많은 신규주택을 공급하였다. 기존 주태에 대한 개선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연한이 주택의 노후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주거편의시설의 개선정도 

를 분석하기 위해서 주거편의시설현황을 지표로 삼는다. 주거편의시설 즉， 부엌과 화장실의 개 

선 및 목욕시설의 개선정도를 입식부엌가구비율， 수세식화장실 비율 및 목욕시설 설비현황을 

15) 1997년말 기준으로 총 임대주택수는 58만 4천호이며， 그중 27만1천호가 5년후 분양되는 임대주택이 

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올 위한 순수한 의미의 임대주택은 31만 3천가구(영구임대와 50년 장기임대 

등)로 전체 주택재고수 약 1， 000만채의 3% 수준이다. 
16) 신규주택건셜정책에 따라 기존재고주택에 대한 개선정책은 2차적인 것이었으며， 주택의 노후도 조사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건축연한을 지표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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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분석한다 17) 

1) 주태의 건축연한비교 

가장 주택공급이 많았던 .1990년이후 건설실적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 

를 포함한 수도권에 전체 건설호수 446만호중 약 46.6%가 집중되어 건설되었다.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이후 건축된 

주택이 전체재고의 39.4%나 된다. 약 30년이 된 1969년이전에 건설된 주택은 전체 주택재고 

의 15.9%이지만 서울시와 5개 광역시에서는 10%를 밑돌고 있는 반면， 전남과 충남， 경북에 

서는 30%를 넘어서고 있다. 주택건설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정이 사실상 1970년대 「주촉법」 

을 통해 정착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된 주택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한편 1970년대 지어진 주택은 주택재고의 14.9%로， 주택의 대량건설이 시작된 시기로서 

대도시 서울과 부산， 대구 동에 많은 주택이 건설되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표 4) 1990-96년간 시도별 건셜호수비율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건설호수 
4， 468천호 16.49% 7.03 5.62 5.92 3.62 3.37 24.15 

및 비율(%)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설호수 
3.33 3.35 4.48 3. 72 3.69 5.57 8.8.2 0.83 

및 비율(%) 

자료: 대한주택공사 r주택핸드북J ， 1997. p.32-33. 

(14 .9S) 

(29.7%) 

〈그림 ' ) 전국주택의 건축년도 비교 
자료· 통계청， r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J ， CD title. 1997. 

17) 주거시설은 주거수준의 질적 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근대도시계획이 시작된 영국에서도 그 
출발은 주택내 위생시설의 설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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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국 각 시도별 건축년도별 주택현황(1995년 11월 1일기준) 

구분 전국 시부 읍면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주택수(천호) 9, 205 6, 563 2, 642 1, 688 660 426 509 244 270 
1995 • 90(%) 39.5 42.0 33.3 32.2 33.5 40. 7 46.9 45.3 51. 9 
1989-80(%) 29. 7 34.6 17.7 38.7 35.3 32. 7 34.3 32.0 28.6 
1979-70(%) 14.9 15.1 14.2 20.5 21. 5 16.1 11. 8 13.0 11. 7 
1969-60(%) 6.3 4.6 10. 7 5.8 5.5 5.5 3.1 4.9 4.1 
1959-50(%) 4.0 1. 8 9.4 1. 5 2.0 2.6 1. 5 2.1 2.0 
1949년이전(%) 5.6 1. 9 14.8 1. 3 2.1 2.4 2.4 2. 7 1. 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택수(천호) 1, 542 369 339 453 473 571 688 862 110 
1995-90(%) 50.5 33.8 40.5 35.8 36.6 32.3 34.7 42.9 35.4 
1989-80(%) 32.6 25.6 24.3 19.3 1. 9 20.2 20.2 26.0 28.9 
1979-70(%) 8. 7 16.1 14.0 14.4 14.6 14.5 14.8 12.2 20.8 
1969-60(%) 3.6 10.8 7.3 9.9 8.4 10.2 9.4 5.5 8.6 
1959-50(%) 2.2 7.4 5. 7 7.6 6.8 8.8 8.1 5.0 3.3 
1949년이전(%) 2.3 6.3 8.2 13.0 11. 7 14.1 12.8 8.4 3.1 

자료: 통계청， '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J ， CD title. 1997.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택들도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연립주택과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으로 인해 상당부분 감실되었으며， 앞으로도 재고주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면 주택의 감 

실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이 1980년말에 제정되면서 대도시주변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많이 건설 

하였다. 그결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주택재고중 1980년이후 건설된 주택비율이 70%를 

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주택의 83.1%가 1980년이후 건설된 주태들이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1980-1989년까지 10년간 지어진 주택의 수보다 1990-1995년 

까지 6년간 건설된 주택의 수가 더 많은데， 특히 대전의 경우는 1980년대 공급된 주택수의 2 

배정도 되는 주택이 1990년대들어 건설되었다. 

기존 재고주태에 대한 유지보수 및 개량，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장치가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서울 등 대도시와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30년이상된 주돼이 많이 남아있 

는 지방도시 및 농촌지역의 주거수준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촌에 해당하는 읍 · 면부의 주택건축연한을 〈그림 2>에서 보면， 읍 · 면부에서 건축된 

지 30년이 념은 주택이 35%로 전국평균 16%보다 매우 높다. 주거수준에 있어 지역간 격차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간의 주거수준 격차도 극복해야할 과제라 하겠다. 

2) 주돼내 주거편의시설 비교 

재래주택에는 목욕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아파트가 대중화되기 이전까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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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8%) 

(9.4%) LA \( 33.3%) -1980-89 
~1970-79 

1 11톨 J960-69 
Iiii 1950-59 

04.2%) 07 .7%) 1 1iii 1949이전 

〈그림 2> 융 · 연부 주돼의 건축년도 비교 
자료. 통계청， r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J ， CD title , 1997 

〈표-6> 주거시설별 가구비율 (1995년 기준) 

구분 전국 시부 읍면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가구수(천가구) 12, 958 10, 032 2, 926 2, 966 1, 079 703 659 355 358 

입식(%) 84.1 87. 1 73.9 89.5 81. 9 82.5 88.9 81. 2 87.7 
.!f-~극l 재래식(%) 15.2 12. 1 25. 7 9.5 17.5 6.3 10.6 18.4 11. 5 

수세식(%) 75. 1 84.2 43.8 91. 0 78.9 74.5 84. 3 84.5 80.9 
화장실 재래식(%) 24.4 5.2 55.8 8. 1 20.0 25.2 15. 3 15.4 18.6 

공동이용율 36.8 62.8 12.5 O. 1 68.5 73.0 51. 6 54.9 55.4 

온수 (%) 74.8 79.0 60. 7 82.3 70.6 69.6 84. 0 73. 1 80. 3 
목욕 비온수(%) 3. 1 2. 2 6.4 1. 8 2.1 3.0 2. 0 3.3 2. 7 
시설 없음(%) 22. 0 18.9 32.9 15. 9 27.2 27.4 14.0 23.6 17.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구수(천가구) 2, 168 441 408 514 557 637 825 1, 142 146 

입식(%) 88. 6 79.9 82.5 74. 1 78.1 74.1 77. 1 81. 0 90.4 
T엌재래식(%) 10.9 19. 0 16.9 25.4 21. 7 25. 7 21. 9 18.6 8.3 

수세식(%) 82. 1 56.1 64. 0 56. 2 58.9 51. 4 47.2 69.4 64. 8 
화장실 재래식(%) 17.5 42. 7 35.8 43.3 40. 7 48.3 52.4 30.4 35. 1 

공동이용율 8.8 24.6 20.8 15. 0 19.6 11. 7 23.2 29. 3 37.2 

온수(%) 82. 6 66.5 73. 1 63.5 5.3 61. 7 63. 6 70. 7 71. 6 
S「LA「L 비 온수 (%) 2.5 4.3 4.3 6.5 5. 7 6.3 4.8 2.8 6. 7 
시설 없음(%) 14.9 29. 2 22.6 30.0 29. 1 31. 9 31. 6 26.5 1. 8 

자료: 통계청 ， r1995 인구 및 주택총조사J ， CD titl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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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가구가 공중목욕탕을 주로 이용하여 왔다. 주택내 부엌시셜의 입식개선은 많은 성과를 

보여 왔으나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의 보급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국적으로 입식부엌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15.2%인데 비해， 재래식 화장실 사용가구는 

24.4% , 목욕시설이 없는 가구가 2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읍 · 

면부의 경우， 수세식화장실올 사용하는 가구는 43.8%에 불과하고， 목욕시셜이 없는 가구도 

33%이다. 

시설의 가구전용여부를 보면，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온수목욕시셜은 90% 청도가 단독사 

용을 하고 있으나 재래식화장실은 50%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8%에 불과하지만 재래식화장실을 공동으로 사 

용하는 가구가 그중 70%에 달해 서울지역내에서의 주거수준 격차가 더욱 심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z 소득계총간 주거수준의 격차 
우리나라의 「인구 및 주택총조사」에는 소득수준별 주거수준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 

사항목이 없으므로 주거비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상대적인 소득격차를 독채전용(이하 독거)와 

동거가구로 구분하여 계충칸 주거수준변화를 분석한다 1잉 

‘1가구 1주택거주’ 라는 정책목표에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주태보급율 (8) 이라 한다. 

즉， 8=1은 주택보급율 100%를 의미한다. s가 1보다 작다(8 < 1) 는 것은 기존의 주택에 주택 
소유자(또는 여타가구) 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8 < 1일 때 가구의 주 
거형태는 주인독채， 주인동거， 독채전세， 일부전세， 임차가구끼리 통거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같은 다양한 주거형태의 존재는 주택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어떤 가구는 독채를 전용하는가 하면， 어떤 가구들은 한 주태을 여러가구가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똑같은 s비율이라 해도 주택배분 형태가 상이해 짐에 따라 국민의 주 

택복지상태도 달라지게 된다 19) 

주거형태에 따른 주돼분포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의 주거형태를 크게 둘로 나누어， 독거 

와 동거형태에 대해 고찰한다. <식 1>에서 보는 바와같이 HU/HH비율을 독거와 동거주택비 

율로나눈다. 

H U/HH= (HUS/H돼 + (HUD/HIf) 〈식 1) 

18) 일반적으로 거주비부담의 경감이나 임대소득 풍의 이유로 동거를 하기 때문에 독거가구보다 동거가구 
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상대적 소득격차를 파악할 수 었다. 

19) 청찬형， “주태복지지표로서의 주택공급율: 문제점과 새로운 지표의 제안，" r한국개발연구J ， 1984. 봄 
호. pp.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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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는 주태수， HH는 가구수， HU8는 독거주택수， HUD는 통거주태수이다. 

이 식은다시 

H U/HH= ((HHS/H}{) (HUS/HH외 + (HHD/H돼 (HUD/HHD) 〈식 2> 

HH8는 독거가구수， HHD는 동거가구수이다. HHD는 무주태임차가구들과 주택을 임대해 

준 주인동거가구를 포함한다. 

그런데 ， p=(HHS/H돼 ， m=(HUS/HHS), (1 -p) = (HHD/H}{) , k=(HUD/HH이라 

하면， <식 2>는 〈식 3>과 같이 표시된다. 

s=p. m+(l-피k 〈식 3> 

독채전용거주(독거)의 정의에 따라 독거주택수(HHS)와 독거가구수(HHS) 는 같기 때문에 

m=l이 된다. 따라서 〈식 3>은 〈식 4>로 쓸 수 있다. 

s=p+ (l-p)k 〈식 4> 

즉 p만큼의 가구는 그와 동수인 주택을 전용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거주) , 나머지 가구 

(l-p)는 (s-p) 만큼의 주택을 나누어서 통거한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식 5>와 〈식 6>과 

같다. 

k=(s-야 /(l-p) 

p= (s-k)/(l-k) 

〈식 5> 

〈식 6> 

〈식 5>에서 (s-p)는 동거주택의 비율을， (1-예는 동거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 k는 통거 

가구당 주택소비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거가구의 양적 주택복지수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이다. 

1) 가구당 주택소비량의 변화 

독거가구와 동거가구의 주택소비량의 변화추이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독거가구비율 

은 1970년 59.9%에서 점차 감소하여 1985년 44.6%까지 낮아졌으나 점차 증가하여 1995년 

총가구의 58.2%까지 높아졌다. 독거주택비율도 1970년이래 감소되어 오다가 1995년 크게 증 

가하여 81. 71%로 매우 높아졌다. 다시 말하면， 1985년에는 총 주택의 70%를 가구의 45%인 

독거가구가 전용하고， 그 밖의 55%의 가구가 주택의 30%에서 함께 거주하던 상황이었는데， 

10년이 지난 1995년에는 주택의 약 80%를 가구의 약 60%인 독거가구가 전용하고， 나머지 

40%의 가구가 주택의 2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도 1975년 27.6%의 독거가구비율이 1985년 25.7%로 낮아졌으나 이후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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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독거가구와 동거가구의 주택소비현황 

전국 서울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75 1980 1985 1990 1995 

총인구수(천인) 30,388 33,633 36,208 39,149 42,011 43,257 6,585 8,221 9,365 10,341 9,974 

독거(%) 
19,920 19,863 18,907 18,779 20,324 26,425 2, 106 2, 959 2,680 3, 345 4,455 
(65.6) (59. 1) (52.2) (48.0) (48.4) (61. 1) (32. 이 (36. 이 (28. 6) (32.4) (，싫.7) 

동거 10,468 13,770 17,301 20,370 21,687 16,832 4,479 5,262 6,685 6,996 5,519 

총가구수(천가구) 5, 793 6, 702 7,943 9,536 11,308 12,917 1,381 1, 842 2,314 2,798 2,953 

독거(%) 
3,471 3,578 3,821 4,256 5,168 7,521 381 493 596 826 1,202 
(59.9) (53.4) (48. 1) (상.히 (45.7) (58. 잉 (27.6) (26.8) (25.8) (29.5) (40. 꺼 

동거 2,322 3,124 4,122 5,279 6,140 5,396 1,000 1,349 1,718 1,972 1,751 

총주택수(천호) 4,360 4, 734 5,319 6,104 7,160 9,205 744 968 1,176 1,431 1,688 

독거(%) 
3,471 3,578 3,821 4,256 5,168 7,521 381 493 596 826 1,202 
(79.6) (75.6) (71. 8) (69.7) (72.2) (81. 7) (51. 잉 (50.9) (50.7) (57.7) (71. 2) 

통거 889 1,156 1,498 1,848 1, 992 1,684 363 475 580 605 486 

총방수(천개) 12,945 14,796 17,852 21,448 28,352 38,917 2,514 3,944 4,922 6,622 7,820 

독거(%) 
9,647 9,976 10,866 12,417 16,960 27,839 1,044 1,582 2,024 3,121 4,556 
(74.5) (67.4) (60.9) (57.9) (59.8) (71. 5) (41. 5) (40. 1) (41.1) (47. 1) (58.3) 

통거 3,298 4,820 6,886 9,031 11,392 11,078 1,470 2,162 2,898 3,501 3,264 

총명수(천명) 59,993 81,112 107,461 135,992 - 24,178 32, 713 

독거(%) 
49,621 62,611 77,133 89,905 11, 368 15, 230 
(82.7) (77.2) (71. 8) (66. 1) (47.0) (46.6) 

동거 10,373 18,502 30,328 46,087 - 12,810 17,483 

자료인구 및 주택총조사보고서J ， 각년치. 

〈표 8) 주택소비량의 변화 

전국 서울 
구분 

주택보급율 동거가구비율 동거기구당 주택보급율 동거가구비율 동거가구당 

(허 (l-p) 주택소비량 (k) (허 (l-p) 주택소비량 (k) 

1970 0.753 0.401 0.385 -
1975 O. 706 0.466 0.375 0.529 0.724 0.349 
1980 0.670 0.519 0.363 0.526 0.732 0.359 
1985 0.638 0.553 0.346 0.508 0.742 0.337 
1990 0.633 0.543 0.324 0.512 O. 705 0.307 
1995 0.713 0.418 0.312 0.593 0.593 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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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995년에는 40.7%까지 높아졌다. 독거주태비율은 1975년 5 1. 2%였던 것이 1995년 

71. 2%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독거가구비율과 독거주택비율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동거가구당 주돼소비량을 나타 

내는 지표 k값은 어떠하였는지 〈표 8)을 통해 k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1970년 

0.385에서 1985년 0.346, 1995년 0.312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서울은 1975년 0.368에서 

1985년 0.336, 1995년 0.277로 더욱 낮아지고 있다. 

k지표의 감소는 동거가구의 과밀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의 경 

우 전국평균동거가구수는 3.2가구， 서울의 경우 3.6가구가 통거하고 있다. 지난 20년칸을 비 

교하면 서울의 경우 1975년 2. 7가구이었으므로 주돼당 약 0.9가구 증가하여 전국의 0.6가구 

증가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과밀해졌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S지표가 1990년부터 높아졌다는 점인데， 이는 독거가구수의 증가로 전 

체적인 주택소비량은 높아진 가운데， 독거가구와 동거가구간의 주거소비량의 격차는 더욱 커 

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가구당， 언구당 방수 및 평수의 변화 

〈표 7)을 참조하여 독거 및 동거가구의 주거수준의 변화를 〈표 9)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인 

주거수준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독거인구 및 가구와 동거인구 및 가구간의 

복지수준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방당 인구수지표에서는 1970년이래 계속 감소하여 평균 1인수준으로 향상되었고， 독거인구 

와 동거인구간 격차도 1. 1인에서 1985년에 0.8인， 1995년 0.6인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조사통계에서는 방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개수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방당 인구수 

가 감소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주거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인구당 평수 

지표를 살펴보면， 1970년 독거언구가 2.5명， 동거인구가 1. 0명이었으나 1985년 각각 4.8평， 

2.3명으로 조사되어 1. 5명의 차이를 보였던 것이 10년만이 2.5명으로 그 격차가 심화된 것을 

알수있다. 

서울의 경우는 방당 인구수에서 독거인구는 전국평균과 같은 수준이지만 동거인구의 방당 

인구수는 1995년 1. 7명으로 전국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국명균치 

보다 통거인구의 주거수준 향상정도가 낮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인구당 평수에서 보면， 1980 

년 독거인구의 인당명수는 3.9명이었고 1985년 이 수치는 5.7평으로 증가한데 비해 동거인구 

의 인당명수는 2.4명에서 2.6평으로 0.2형 증가하는데 그쳤다. 

주택내 시설과 관련하여 과밀정도를 나타내는 주택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전국의 주택당 인 

구수는 25년동안 평균 4. 7인으로 감소하였고， 독거주택은 핵가족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5.7인 

에서 3.5인으로 2.2인 감소한 것과 비교하여 통거주태내 인구수는 1. 8인 감소하여 10인으로 

주택당 거주가구가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과밀해졌다. 서울의 경우는 독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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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독거가구와 통거가구의 주거수준 

전국 서울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75 1980 1985 1990 1995 

방당인구수 2.3 2.3 2.0 1. 8 1. 5 1. 1 2.6 2.1 1. 9 1. 6 1. 3 
독거 2.1 2.0 1. 7 1. 5 1. 2 0.9 2.0 1. 9 1. 3 1. 1 1. 0 
동거 3.2 2.9 2.5 2.3 1. 9 1. 5 .0 2.4 2.3 2.0 1. 7 

가구당방수 2.3 2.2 2.3 2.3 2.5 3.0 1. 8 2.1 2.1 2.4 2.6 
독거 2.8 2.8 2.8 2.9 3.3 3. 7 2. 7 3.2 3.4 3.8 3.8 
동거 1. 4 1. 5 1. 7 1. 7 1. 9 2.1 1. 5 1. 6 1. 7 1. 8 1. 9 

주택당방수 3.0 3.1 3.4 3.5 4.0 4.2 2.4 4.0 4.2 4.6 4.6 
독거 2.8 2.8 2.8 2.9 3.3 3. 7 2. 7 3.2 3.4 3.8 3.8 
동거 3. 7 4.2 4.6 4.9 5. 7 6.6 4.1 4.6 5.0 5.8 6. 7 

인구당평수 2.0 2.4 3.0 3.5 2.9 3.5 
독거 2.5 3.2 4.1 4.8 3.8 5. 7 
동거 1. 0 1. 3 1. 8 2.3 2.4 2.6 

가구당평수 10.4 12.1 13.5 14.3 13.1 14.1 
독거 14.3 17.5 20.2 21. 1 23.1 25.6 
동거 4.5 5.9 7.4 8. 7 9.5 10.1 

주택당명수 13.8 17.1 20.2 22.3 5.0 27.8 
독거 14.3 17.5 20.2 21. 1 23.1 25.6 

t 

동거 11. 7 16.0 20.2 25.0 27.0 30.1 

주택당 인구수 7.0 7.1 6.8 6.4 5.9 4. 7 8.9 8.5 8.0 7.2 5.9 
독거 5. 7 5.6 4.9 4.4 3.9 3.5 5.5 6.0 4.5 4.0 3. 7 
동거 11. 8 11. 9 11. 5 11. 0 10.9 10.0 12.3 11. 1 11. 5 11. 6 11. 4 

주돼당가구수 1. 3 1. 4 1. 5 1. 6 1. 6 1. 4 1. 9 1. 9 2.0 2.0 1. 7 
독거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동거 2.6 2. 7 2.8 2.9 3.1 3.2 2.8 2.8 3.0 3.3 3.6 

가구당 인구수 5.2 5.0 4.6 4.1 3. 7 3.3 4.8 4.5 4.0 3. 7 3.4 

독거 5.7 5.6 4.9 .4 3.9 3.5 5.5 6.0 4.5 4.0 3. 7 
통거 4.5 4.4 4.2 3.9 3.5 3.1 4.5 3‘ 9 3.9 3.5 3.2 

! 

주: 앞의 〈표 7)을 창조하여 연산. 

택내 인구는 3. 7언이지만 동거주택내 인구수는 11. 4인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매우 과밀한 상 

태이다. 

3. 소결: 지역간·계층간 격차 심화 

우리나라의 주태정책이 신규주택공급에 치중하면서 신규주택의 건설은 주택수요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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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중된 도시지역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주거의 질적 수준에 있어 지역간 격차 

를 가져왔고， 계충간 주거의 질적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는 공공의 투자재원이 특정지역， 특정 

집단에게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부작용으로서， 공공정책상 형평성 측면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축된지 30년이상된 주택비율에서 전국 평균 15.9%, 시지역은 8.3%인데 비해 읍면지역 

은 34.9%나 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노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비 

교해보면， 6대도시평균은 7.4% , 경기도 8.1%를 제외하고는 각 도에서 2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33.3%로 가장 노후비율이 높다. 

주거편의시설의 개선정도에서도 지역간 격차 및 지역내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입식부엌은 

화장실이나 목욕시셜보다는 그 보급율이 매우 높고，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수세식화장실의 경우를 보면， 시지역이 보급율이 84.2%인데 비해 읍면부는 43.8%로 절반수 

준을 조금 넘고 있다. 그런데 시부의 재래식화장실 공동사용비율이 62.8%로 나타나 도시지역 

에서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들은 농촌의 재래식화장실 사용가구보다 더욱 열악한 주거 

사정을 보이고 있어 도시내 계충간 주거수준의 격차가 심한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한편， ‘1가구 1주택’ 이라는 구호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기조를 대변할 만큼 한지붕 2가구 

이상의 거주를 극복해야할 과제로 표방해 왔고，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택유형을 대량 공급하면 

서 1가구 거주(독채전용)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비자발적으로 독채살이를 할 수 없는 가구 

틀， 즉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은 사실상 정책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으 

며， 점차 독거가구와 동거가구간의 주거수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동거가구의 비율은 1970년의 40.1%에서 1995년 41. 8%로 증가하였으며， 동거주태의 비율 

은 1970년 20.4%에서 1995년 18.3%로 감소함으로써 동거주택내 가구수의 비율도 높아졌 

다. 1980년대 중반이후 다가구주돼이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 

주택이 감소하였으므로 다가구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내 동거가구들의 과밀정도는 더욱 심 

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결과， 주택정책의 혜태에서 소외된 지방소도시나 농촌， 그리고 도시내 저소득의 

국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주택정책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공공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보다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N. 요약 및 결론 

1.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지난 36년간의 우리나라 주돼정책 및 관련제도의 변천과정과 실적분석을 통해 고찰한 결과 

우리나라의 주돼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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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962년부터 수립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특정은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택시 

장개업의 증가와 그에 따른 주택건설 및 공급의 제도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 

태의 공급은 증대되었으나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업 폭은 확대되었고， 주택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신규공급주택가격에 대한 규제 등 중복된 주택시장규제가 지속되면서 시장기제를 

통한 주택생산 및 공급체계는 취약하게 되었다. 

둘째，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그 기본적인 목표가 신규주택건설을 통한 주택재고의 증가에 있 

었다. 그 결과로 1960년대초 연간 주택건설량은 약 7만호에 불과하였S나 1990년대에 들어서 

는 6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962년 이후 998만 6 

천호의 주택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주택의 재고관리를 등한히 하는 부작용을 낳아 

신규주택과 기존재고주택 간의 질적인 차이를 심화시켰고， 주택건설과정에서 지난 36년동안 

매년 평균 7만 7천호의 주택이 감실되는 퉁 모두 346만 2천호의 주택아 철거되는 손실이 발생 

하였다. 

셋째， 신규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지역간， 도농간， 계충칸 주돼소비의 격차가 초래되었다. 건 

축연한이 30년 이상인 주택이 전국 평균 15.9%임에 반하여 6대도시는 10% 미만이고 충남， 

전남， 경남은 30%를 넘고 있다. 읍면지역에서는 건축연한 30년 이상인 주택의 35%에 이르 

며， 재래식부엌， 재래식화장실， 목욕시설이 없는 주택의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15.2% , 

24.2% , 22%이지만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25.7% , 55.8% , 32.9%로 커다란 격차가 도농간 

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도시내에서도 기존의 단독주택밀집지역과 신규 공동주택건셜지간의 

주택의 질적인 격차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넷째， 주택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이 오히려 나빠졌다. 동거주택의 

동거가구수가 1975년에는 전국에 2.6가구， 서울에 2. 7가구였으나 1995년에는 3.2가구와 3.6 

가구로 오히려 나빠졌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이후 다가구주돼이 단독주돼의 한 유형으로 공 

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주택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적어도 상대 

적으로 악화되었으며， 그동안의 주돼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주택부문의 투자가 부족한 가운데 신규주택의 건설파 분양에 자금이 집중됨으 

로써 재고주택관리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셜은 극히 부진하였고， 우리나라 전체 

주태소요가구의 절반이 임대주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총주택재고의 

약 3% 남짓한 수준이다. 결국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부족은 주택시장내에서 자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충을 공공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 

득층은 그들의 낮은 소득으로 부담할 수 있는 질낮은 거처에서 거주할 수밖싸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정부의 시장개입과 부작용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자생력부 

족， 둘째， 부족한 주택투Al-를 신규주택의 집중함으로써 기존 주택의 방치에 따른 기존주택의 

질적 저하， 셋째， 감실주택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신규주택건셜정책의 효과 감소， 넷째， 신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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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건설에 따른 지역 및 도농간의 격차심화， 계층간 형명성의 문제， 다섯째， 저소득층의 주거수 

준의 저하 및 임대주택재고부족 퉁이다. 

2. 주택정책의 새로운 방향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막대한 초과수요와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앙동 추세속에서 주 

택의 건셜이 판매와 직결되는 구조에 입각하여 운영되어 왔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이나 지역별 주택소비수준 격차의 해소를 추구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초과수요의 해소와 중산층의 내집마련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주택의 대량공급정책은 정당화되었으며， 이는 신규분양주택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면서 결과적으로 공공정책이 추구해야할 형평성 측면이 크게 훼손되었 

으며， 결국 막대한 주택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이 상대적으로 저하되 

고， 도농간 • 지역간의 주택소비격차가 커지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정부가 사용했던 각종 주택건셜촉진 및 부동산투기억제정책에 따라 주택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정책목표의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왜곡된 시장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로 인 

해 기업의 창의적인 경영이나 수요에 입각한 주택 및 공급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최근 

들어서는 건설된 주택이 팔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수요파악에 실패하여 팔리 

지 않을 주택이 건설 • 공급되었다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과영투자로 인해 주택시장은 물론 국 

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향후 새로운 주택정책의 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주택정책이 초래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득계층간 및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 

는 것，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입각한 주택시장의 자율적언 기제를 형성하는 것이 새로 

운 주돼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접근이 우선적 

으로요구된다. 

첫째， 정책목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신규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고자 하였던 양 

적 확대정책에서 신규공급과 기존주태의 관리를 통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양호한 주돼을 확 

보하기 위한 주돼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를 전제로 신규주택을 

분양위주로 공급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소득계충별로 부담능력에 적합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태공급프로그햄을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목표가 신 

규공급과 재고주태의 관리로 확대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개선으로 바뀌면서 그에 맞추어 

각 주체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역할에 있어 정비가 필요한 부문이 공공부문이다. 공공은 주택시장안정의 유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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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택관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둥으로 한정하여， 주돼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시 

장통제가 아닌 지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공공투자 재 

원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및 지역간， 도농칸 주거수준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투자하여야 한다. 

정책추진에 있어 중앙정부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지방정부 

는 지 역주돼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택공급계획과 재고주택관리 및 개선， 주거환 

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주도로 주택시장의 경기를 좌우하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런 

균형 속에서 주돼경기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은 그동안 공공의 시장 

개입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안이하게 경영규모를 확장한 경우가 많았다. 자유시장이 

보장되는 가운데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주태을 공급하여 개성있는 주택과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와 같은 새로운 소비자 금융제도를 도입하여 소비 

자의 주택구매력을 확대하고 주택사업자는 이들의 수요에 부웅할 수 있는 주돼상품을 개발 •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0년대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마침 불어닥친 불황과 IMF체제는 우리나라 주돼정책이 이 

제까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변화된 시장상황에 대응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시장 

상황에 적합한， 주돼정책에 대한 새로운 파라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리 

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주태시장의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찾기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과거의 정책을 뒤돌아보고 그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변화될 주택정책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후속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가지 제안에 대한 보 

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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