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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민국 헌법 제35조(환경권, 쾌 한 주거생활의 보장) 제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 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민국 헌법을 수하고 의무를 다한 모든 한국민 국민은 ‘쾌 한 주거생활’

을 릴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을 통해 보장받고 있는 것이며, 반 로 국가는 국민에게 ‘쾌 한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목이다. 한 이러한 국

가의 의무를 다하기 해 매우 강력한 ‘주택법’을 제정하여 운 하고 있으며, 이 법의 제1조1)

에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  향상’이라는 구체 인 목 을 밝히고 있고, 동법 제3조(국

가등의 의무)2)에서는 좀 더 구체 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 서울시 주택정책개발반장, 공학박사

 ** 아주 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미국변호사

 1) 제1조 (목 )
이 법은 쾌 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 공 · 리와 이를 한 자 의 조달 · 운용 등에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 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2)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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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을 상으로 ‘쾌 한 주거생활’을 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자신만의 능력으로 ‘쾌 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계층( 소득층, 

사회  약자 등)에 해서는 정부정책의 직  수혜 상이 되도록 하기 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주택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4항). 

정부는 재까지 다양한 주거정책을 통하여 민간주택, 공공주택 등의 공 확 와 질  향

상을 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1980년 후반의 산층3)을 한 200만 호 건설사업과 소득

층을 한 14만 호의 구임 주택 건설 정책,4) 참여정부의 국민임 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 

등은 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책 에 하나이며 정 인 평가와 부정 인 평가가 교차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의 양  부족문제와 기본 인 주거환경의 

질의 확보가 시 했던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소득 계층에 한 고려보다는 양호한 물리  

환경을 갖춘 주택의 량공 이 목표 으므로 소득층 주거  다양한 소득계층에 한 

극 인 심은 1980년  말부터 시작되어 그 역사는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층의 주거안정은 항상 한민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  하나 으며, 매번 요한 정치  

사회  이슈로 등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임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만족도 하락 등은 ‘쾌 한 주거환경 확보’와 ‘국민

의 주거안정과 주거수  향상’을 아직까지 국민이 만족할 수 까지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단되며, 정책  배려의 직  수혜자인 국민임  등 임 주택에 거주하

는 거주민들조차도 주거환경에 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향후 공공주택

의 건설과 공 의 방향이 가격안정을 한 산층 계층의 소유의지 응과 소득층 주거환

경의 질 만족도 제고 등의 고려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득계층에 한 양 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기 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1. 국민의 쾌 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발휘와 주택산업의 건 한 발 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3.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 으로 공 되며 쾌 하고 안 하게 리될 수 있도록 할 것

   4. 소득자 ·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우선

    으로 공 될 수 있도록 할 것 

 3) 당시 200만 호 건설 주택정책의 핵심에는 서울지역의 산층 수요주택의 가격폭등이 주원인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서울 역시 그린벨트 외곽지역에 5개의 성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을 

핵심 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4)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부족문제의 해결과 소득계층에 따른 다양한 주택의 공 을 통한 주거안정

을 목표로 하여왔다. 정부에서는 주택의 양  공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만 호 건설계획 하에서 신도시 

건설과 규모 택지개발을 지속 으로 추진하 으며, 소득계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해서는 소형주

택과 임 주택 건설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최하  소

득층가구에 해서는 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 구임 아 트’를 공 하게 되었다. 심우갑 · 김수미 ·
정종 , 永久賃貸아 트의 單位住戶 適應的 再使用 방안에 한 연구, 2001. 9, 한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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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 에서 다양한 소득수 의 계층을 다양한 지역에서 경제 으로 부담되지 않는 주

거비용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 하는 정책과, 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주거비에 부담을 갖

고 있는 계층에 한 고려가 필요한 시 이라 단된다. 한, 다양한 소득계층  사회  계

층을 통합할 수 있는 공공주택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 이다.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주거정책에 한 시행착오와 성공  운 을 통해 많은 경험을 

축 하고 재 세계 으로 가장 다양한 공공 주택정책과 제도를 운 하고 있는 뉴욕시를 

상으로 소득층 주택공   일반 공공주택 공 의 정책, 제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 

용 가능한 소득층 는 일반계층을 한 공공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을 목 으로 하고

자 한다. 

II. 뉴욕시 주택정책의 개요: New Housing Marketplace Plan5)

뉴욕의 주택은 뉴욕의 생활(New York life) 만큼이나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표

되며, 아울러 뉴욕의 주택상황은 미국의 다른 어떤 도시와도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

며, 따라서 뉴욕시의 주택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정책을 갖고 있다. 한, 뉴욕시는 미

국 내에서도 토지이용규제와 주택정책에 있어 항상 선두에 서 있었다. 를 들어 미국 최

로 종합 인 용도지역제(comprehensive zoning ordinance)를 채택하 고, 최 의 공공주택 사업

(고층 아 트 단지 건설)을 시행한 도시이기도 하다. 한 이러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속 으

로 운 하고 있기도 하며, 재에도 공공주택을 한 규모 산을 집행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노숙자 등의 소득층을 한 산은 미국 연방정부가 집행하는 산

과  맞먹는 수 이며, 주택공   리를 해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집행한 산은 뉴

욕을 제외한 미국의 32개 도시 산의 3배에 달한다. 따라서 미국의 일반 인 주택정책과 

뉴욕시의 주택정책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독특성을 제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운용되고 있는 블룸버그 시장의 ‘New Housing Marketplace Plan’

을 우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채택배경  목표

1990년  이후 뉴욕시의 도시환경이 더욱 양호해 지고 범죄율마  감소하자 1990년 이후 

약 840,000명이 증가하 고 2007년 재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비해 주거공 , 특

히 Affordable Housing의 공 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 2005년 조사에 의하면 

뉴욕시 인구 29%가 수입의 5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

 5) The New Housing Marketplace Plan: Creating Houaing for the Next Generation,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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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용(AMI 80% 이하) 산층 용(AMI 125% 이하)

가구유형 최  연수입 최  월임 료 가구유형 최  연수입 최  월임 료

원룸

1 베드룸

2 베드룸

3 베드룸

4 베드룸

$35,150
$37,675
$45,200
$52,250
$58,300

$821
$877

$1,057
$1,227
$1,373

원룸

1 베드룸

2 베드룸

3 베드룸

4 베드룸

$54,950
$58,875
$70,650
$81,639
$91,056

$1,316
$1,407
$1,693
$1,962
$2,191

<표 1> Affordable Housing 자격조건과 월 최  임 료 수

국 평균 가계의 주거비 부담율을 상회하는 수치이고, 2002년 이후 3%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반해, 1970~80년  HUD 로그램에 의해 개발된 소득층 주거 77,000가구는 오히려 물리  

는 재정  어려움으로 사용하지 못할 기에 직면하고 있어 시 한 책이 필요한 시 이

었다. 

이에 따라 블룸버그 시정부는 인 주거정책의 개편을 통해 2008년까지 5년 동안 

65,000호의 ‘ 렴주택(Affordable Housing)’을 개발 는 유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New Housing Marketplace Plan’을 채택하 으며, 2005년 목표 양을 68,000호로 증가시키고 5

년 계획 한 10년 계획으로 수정하여 2013년까지 500,000 뉴욕시민을 한 165,000호의 

Affordable Housing을 새로 공 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 인 핵심목표

는 1) 220,000명을 한 73,000호의 기존 Affordable Housing 유지, 2) 산층을 포함하여 

280,000명을 한 92,000호의 새 Affordable Housing 개발, 3) 도심 내 가용토지의 Affordable 

Housing 개발을 한 토지 확보로 설정하고 있다.

2. 추진 략  주요 련제도

New Housing Marketplace Plan을 추진하는 주요 기 은 HPD(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와 HDC(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이다. 이와 더불어, 

NYCHA(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와 HPDC(Housing Partnership Development Corporation) 

등과 긴 한 조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도시계획과 건축법 개선을 통한 도심내 주거개발의 극  유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 ‘계층혼합형 조닝(Inclusionary Zoning)’의 확 용을 통해 Affordable Housing

의 개발을 권장하고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용도지역변경(Rezoning)을 통해 주거에 한 

개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 용 률 보 스 뿐 아니라 기존의 직 지원 제도, 융자 로

그램, 세 감면 제도 등을 패키지화 해서 Affordable Housing 개발에 따른 인센티 를 극 화

하고 있다. 이를 한 정책의 핵심과제로는 1) Affordable Housing를 개발을 한 도심내 가용

토지 확보, 2) 산층의 주거개발을 장려하기 한 인센티  도입, 3) Affordable Housing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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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간 개발시장 극 활용, 4) Affordable Housing 보존 등이다. 

(1) Affordable Housing 개발을 한 도심 내 가용토지 확보

이  뉴욕시의 가용토지 확보는 주로 경매시장을 통해 압류된 토지들을 확보해 왔다. 그러

나 이 같은 소극 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가용토지를 확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민 트 십을 통해 주로 시 는 주의 공공기 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

지들을 검토하여 극 으로 Affordable Housing 개발을 해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다. 한 Affordable Housing 개발에 합한 민간소유 부지 취득을 해 부동산 시장에서 민

간개발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와 제도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시가 

가용토지 확보를 한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주도 개발

뉴욕시가 Affordable Housing를 개발할 수 있는 부지로서 가장 먼  을 돌리는 것이 바로 

공공기  소유의 부지들이다. 이를 해 뉴욕시는 NYCHA(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EDC(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DCSA(Department of Citywide Administrative Service) 

등과 력하여 affordable housing 개발을 한 핵심지역을 공공이 주도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미 2007년 재 NYCHA 소유부지에 6,000호 규모의 Affordable Housing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HPD는 교육국(Department of Education) 소유의 버려진 학교건물을 Affordable Housing

으로 리노베이션 하고 있다. 이 같은 략으로 뉴욕시는 2013년까지 20,000호 정도의 Affordable 

Housing을 공 할 정이다.

② 용도지역변경(Rezoning)

도시계획국과 력하여 주거개발과 복합용도개발을 진할 수 있는 지역을 용도지역변경

을 통해 극 으로 Affordable Housing 개발을 진하고 있다. 특히, 버려지거나 방치된 공장

들로 이루어진 낙후된 지역 는 미개발된 교통  근처의 로변 부분이 용도지역변경에 

의해 주거개발을 장려하기 한 최 지로서 이미 용도지역변경이 완료되거나 검토 에 있다.  

③ 토지은행(Land Banking Strategy)

Affordable Housing 개발을 한 공공소유의 부지가 고갈됨에 따라 민간소유 부지를 활용하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를 해 뉴욕시는 HPDC(Housing Partnership Development 

Corporation)와 함께 2007년 내 뉴욕시의 첫 번째 토지은행 설립을 추진 에 있다. 이를 통

해, Affordable Housing로 개발될 수 있는 땅과 건물의 략  취득을 한 도구로 활용될 

정이며, HPD는 몇 개의 도시재생지역을 해 필요한 토지취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유연성

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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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층  빈곤층 상 Affordable Housing 개발을 한 인센티

Affordable Housing를 한 주요 상은 물론 연소득이 AMI(Area Median Income: 뉴욕시의 

평균소득(AMI)이 4인 가족 기  $50,000)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층이다. 그러나 공

하고자 하는 Affordable Housing의 32%가 산층을 상으로 하고 있어 뉴욕시 Affordable 

Housing 정책은 폭넓은 소득계층을 포 하고 있다. HPD 로그램은 주로 평균소득(AMI)의 

30~60%에 해당하는 $20,000~40,000 사이 연수입을 갖는 소득계층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산층 뿐 아니라 빈곤층을 한 Affordable Housing 공 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

여, 산층을 상으로 하는 ‘Middle Class Housing Initiative’, 소득층을 한 ‘New York 

City Housing Trust Fund’, 빈곤층을 한 ‘New York / New York III’ 제도 등 소득계층에 따라 

다양한 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3) Affordable Housing 개발을 해 민간개발 시장 활용

목표량의 Affordable Housing의 공 을 해서 공공부분의 개발만으로는 수요를 따라갈 수

가 없다. 이에 따라 Affordable Housing 공 을 한 민간개발시장을 활용하기 해 다양하고 

효과성 있는 인센티 들이 개발되었다. 를 들어, $200million 규모의 ‘뉴욕시 토지구입 펀

드’는 민간소유 토지와 건물 매입을 한 기자본으로 사용되며, 10년간 30,000호 이상의 

Affordable Housing 개발과 유지에 매제 역할을 하 다. 특히, 임   소유아 트 뿐 아니

라 빈곤층 주거개발에도 폭넓게 지원된다. 한, ‘421-a 재산세 면제 로그램(property tax 

exemption program)’은 가장 리 사용되는 세 감면 로그램으로서 1971년 도입되어 

110,000호 이상의 Affordable Housing 개발에 공헌한 있다. 한, $400 million 규모의 Affordable 

Housing Trust Fund를 조성하여 뉴욕시내 가장 소득층 집 지역에 사용되도록 하 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제도는 Affordable Housing 개발을 유도하기 

한 ‘계층혼합형 조닝(inclusionary zoning)’ 기법이다.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강조되는 계층혼

합형 조닝은 1987년 도입되어 주로 고 지역에서만 용되었다. 그러나 2005년 New Housing 

Marketplace Plan에 따라 도심 내 Affordable Housing의 공 을 더욱 확 하기 해 용지역

을 지역과 시외곽지역으로까지 확 하 고, 용 률 보 스 뿐 아니라 HPD의 Lower 

Income Housing Plan에 따라 시/주/연방정부 보조 , 421-세 혜택과 같은 다른 보조  제도와

도 연계될 수 있어 더욱 인센티  효과를 극 화 시키고 있다. 특히 기존 Affordable Housing 

의 주 상인 소득층에서 벗어나 산층을 한 Affordable Housing 공 에도 힘을 쏟고 있

다. 이 제도로서 총 6,000호의 Affordable Housing 공 을 망하고 있다. 이 인센티 를 받기 

해서는 반드시 소득층을 한 구 인 Affordable Housing를 총 주거개발면 의 20% 이

상을 제공해야 하고, 먼  HPD에 Lower Income Housing Plan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승인 시 가장 요하게 개발업자 는 소유주는 HPD와 구 으로 해당 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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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nyc.gov.

<그림 1> 계층혼합형 조닝 보 스 

Affordable Housing로 유지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임 료 규

제(rent stabilization)의 규정에 등록해

야 한다. 기 임 자는 HPD 의 추첨

차에 따라 선정된다. HPD와의 계

약 차가 끝나면 건축과에서는 조닝 

보 스와 함께 건축허가를 발 하게 

된다.

(4) Affordable Housing의 보존

마지막으로 뉴욕시가 Affordable 

Housing 공 을 해 노력을 기울이

는 부분은 바로 기존 Affordable Housing의 보존이다. 개발 당시의 Affordable Housing 제한이 

만료되면 소유주는 로그램을 지하고 임 료는 시장수 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애써 

만들어 놓은 Affordable Housing이 일반 주거물량으로 편입될 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특

히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로그램, 연방주택기구인 HUD의 다세  포트폴리오

(multi-family portfolio), 그리고 Mitchell-Lama6) 개발에 의해 공 된 임  주택 250,000호에 

한 affordability를 유지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II. 뉴욕시 주요 주택 련 기구  제도 · 로그램 

뉴욕시의 주택 련 기구와 제도  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하다. 공식 으로 뉴욕시의 

Affordable Housing 공 에 련된 기구는 시정부, 주정부,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모두 6개의 

련 기구들이 운 되고 있다. 기타 직  Affordable Housing을 목 으로 하지는 않지만 도시

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ESDC(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등이 있다. 우선 시정부에

서는 NYCHA(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HPD(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DC(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가 있으며, 주정부 기구로서 HFA(New 

York State Housing Finance Agency)와 DHCR(New York State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ESDC(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CPC 

(New York City Community Preservation Corporation)등이 있다. 

 6) 1955년 만들어진 Mitchell-Lama 로그램은 하 와 산층을 한 affordable 임   자가 주거개발을 

한 것이다. 2007년 재 이 로그램에 의해 개발된 47,000호가 있으며, HPD가 유지, 리하고 있다. 
31개의 개발은 HPD가 직  감독하 으며, 26개의 개발은 HUD와 공동으로 감독하 다.

12σ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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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택 련 연방, 주, 시정부의 황  주요 역할

NYCHA HPD HDC HFA DHCR CPC

180,595
28%

211,572
32%

32,570
9%

71,894
11%

96,959
13%

71,786
11%

출처: Affordable Housing in New York: Part One, p. 89.

<표 2> 기구별 AH 공 물량

이 모든 기구들은 각각의 제도 는 로그램들을 운 하고 있으며 자 의 출처와 주요 임

무들은 조 씩 다르지만, 결국 Affordable Housing 의 공 과 유지라는 커다란 목표를 공유하

고 있다. 와 같은 공식 인 기구들 이외에도 민간과 공공의 간 성격을 갖는 기구로서 

HPDC(Housing Partnership Development Corporation)가 Affordable Housing의 개발을 해 HPD

를 지원하고 최근 토지은행의 운 과 리를 담당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이  뉴욕시 Affordable Housing 정책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는 공공기 은 역시 HPD와 

NYCHA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두 기구는 직  시 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 뉴욕시 Affordable Housing의 62%를 공 하 다.7) 그 다음은 주정부 기구로서 HFA와 

DHCR에 의해 체 22%에 해당하는 138,787호가 공 되었으며, 민간부분인 CPC와 공사성격

의 HDC는 16%에 해당하는 104,358호를 공 하 다.8) 이 기구들이 운 하고 있는 Affordable 

 7) 2004년 자료에 의하면, 체 Affordable Housing의 62%에 해당하는 392,167호가 이 두 기구에 의해 공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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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뉴욕주 민간

NYCHA HPD HDC HFA DHCR CPC

직 개발 

 리

•Public
Housing

•Housing 
 Operations

직  

보조  

제도

HUD의 

•Section 8,
•HOPE VI
  운

•Partnership New Homes
•Nehemiah
•Neighborhood Entrepreneurs
•Neighborhood
•Redevelopment

•Affordable 
 Housing 
 Program

•Neighborhood 
 Preservation 
 Companies
•Legislative 
 Member Item 
 Program
•New York State 
 HOME Program

토지 련 

보조  

제도

•ANCHOR
•Large Scale Development
•Cornerstone Program
•Inclusionary Zoning

융자 

제도

•Supportive Housing Loan
•Partnership New Homes
•Participation Loan Program
•Small Building Loan 

Program
•Third Party Transfer
•Home Improvement Program
•Senior Citizens Home
  Assistance
•Neighborhood Homes
  Program

•HOPES
•Taxable
 Mortgage
 Initiative 
•Empire 
 Housing 
 Fund

•Housing Trust 
 Fund Program
•Homes for 
 Working Families 
 Initiative
•Housing 
 Development    
 Fund 
•Senior 
 Housing Initiative

•Low-,
Moderate-,
Middle-
income
Financing

Bond 

Finan-

cing

•Mixed-income
  (50/30/20)
•Middle-income
 Housing
•Low-income
 Housing
•80/20 Program
•Liberty Bond
 Program

•80/20 
 Program
•Senior 
 Housing 
 Program
•501(c)(3) 
 Bond 
 Financing
•All 
 Affordable 
 Program

Tax

Credits

•Low-income 
 Housing 
 Credits

•Low-income 
 Housing Credits

세 감면

제도

•New Foundations Program
•Store Works
•J-51
•421-A, B, G
•420-A, C
•Urban Development 
 Action Area
•Article XI

출처: Affordable Housing in New York: Part One, p. 70.

<표 3> 뉴욕시 주거 련 기 과 운  로그램  제도

 8) Affordable Housing in New York: Part One, p. 89.



72 環境論叢 第50卷(2011)

출처: Affordable Housing in New York: 
Part One, p. 92.

<그림 3> NYCHA 의 자 원

Housing 공 을 한 제도 는 로그램들은 성격에 따라 7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

고, 기구들에 따른 주요 운  제도와 로그램들은 <표 3>과 같다.

1. NYCHA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1934년 창설된 NYCHA는 뉴욕시의 소득층  하 계층(moderate)을 해 안 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양호하고 소득수 에 맞는 렴한 주거를 공 하는 목 을 갖는다. 

1935년 맨하탄의 Lower East Side에 첫 번째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7년 

재 ‘Conventional Public Housing’ 로그램에 의한 343개의 개발사업을 통해 408,850명이 거

주하는 178,426호의 주거를 보유하고 있다.9) 한, 기존 주거물량을 보존하기 해 유지와 보

수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임 아 트를 해 ‘Section 8 Leased Housing Program’10)도 운

하고 있다. NYCHA의 자 은 주로 연방정부에 의해 지원되었고, 주요 자 지원 로그램은 

연방정부 기 인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Payment’이고, 임 보조  제도인 ‘HOPE VI’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층을 한 공공주택(public housing)은 가구당 임 료가 체 가구당 총수입의 

30%를 넘지 않는 주거로서, HUD의 지원을 통해 운 된다. 2007년 1월 재, 이러한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당 평균소득은 $20,894이며, 월 임 료 평균은 $336로서 매우 낮은 수

이다. 한, 15.8% 가 공공보조를 받는 가구이며, 34.5%가 62세 이상의 노년층이 호주인 가구

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주택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42개 단지는 노인주거를 한 

것이며, 10,000호 이상을 노인 용 주거를 해 보유하

고 있다. 한, 2006년 12월 재 장애인을 한 주거

로 7,595호를 보유하고 있어, 사회약자를 한 주거문

제를 한 정책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뉴

욕시 공공주택은 미래에도 그 효용성을 유지하기 해 

지속 으로 개선되는 것이 매우 요하는 인식 아래, 

NYCHA는 지난 15년간 $5.8 billion을 유지/보수를 해 

사용하여 왔고, 2006년에는 ‘공공주택 보존계획’을 수

립하여 기존공공주택을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 노

력하고 있다. 

 9) 2000년 조사에 의하면, NYCHA 공공주택은 시임 아 트의 8.4%, 시 인구의 5.1%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이다(NYCHA 홈페이지: http://www.nyc.gov/html/nycha/html/about/factsheet.shtml). 
10) 82,740 apartments were rented as of March 31, 2007(There are 29,374 participating-private landl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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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ffordable Housing in New York: Part One, p. 98.

<그림 4> HPD의 사업유형

2. HPD(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뉴욕시 Affordable Housing 개발을 한 

주요 기 이자, 미국 내 지방자치단체의 

주거기 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

는 HPD의 주된 임무는 지역사회를 유지하

고 강화하기 해 주거의 availability, 

affordability, 질  개선을 추구하며 재 

주거물량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를 해 

련 정부기 들, 민간개발업자  공공 

개발기구, 커뮤니티 등과 력하고 있다. 

한 뉴욕시장의 주거정책을 지원, 집행하

는 핵심기구로서, 재 불룸버그 시장의 

“New Housing Marketplace Plan”을 실행하

고 있다. HPD의 주거 로그램들은 결과 으로 뉴욕시의 풍성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증진할 뿐 아니라 주거를 재생하고 개발하는 것을 돕는다. 

1986년 이후 HPD의 직 지원 과 로젝트 이낸싱에 의해 211,572호가 공 되었는데,11) 

HPD는 신축에 의한 개발, gut rehabilitation, moderate rehabilitation 등의 3가지 형태의 사업에 

지원 로그램을 운 한다. 최근 들어 HPD가 개발하는 Affordable Housing의 주된 유형은 도

심 내 쇠락지구의 재생을 통한 주거공 이라고 할 수 있다.12) 이를 해 시 소유 부지에 

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효율 인 민-  트 십을 증진하기 한 신 인 커뮤니티 재

생방법들을 발 시켜 왔다. 를 들어, 불량환경주거지역, 쇠락지역 등이 HPD의 사업덕분으

로 안 하고 affordable 한 주거로 탈바꿈 되었다. 한 버려졌던 부지들이 새로운 연립주택이

나 공원, 오 스페이스들로 변화하고 침체되었던 커뮤니티들이 활기차고 상업 활동이 살아나

는 곳으로 변화하 다. HPD는 직 지원  제도부터 토지 련 지원제도, 융자 로그램  

세 감면제도에 이르기까지 목 과 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도  로그램들을 운

하고 있다. 

3. HDC(NYC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직  주거개발과 유지를 목 으로 하는 HPD와 NYCHA와 달리 HDC는 주거 개발과 보존

을 한 재원확보  자 조달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 그 상도 소득층에 한정되지 

11) Affordable Housing in New York: Part Three, p. 19.
12) 1987년 이후 수십만 가구의 신축, 수선, 재생을 지원하기 해 $6.3 billion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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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다양한 종류와 경제계층을 한 Affordable Housing 개발과 보존에 을 둔다. 특히 

소득층부터 산층까지 multi-family를 한임 주택  Coop 개발이 목표이다. 1971년 

뉴욕주 의회에 의해 뉴욕시 산과 독립 으로 Affordable Housing를 한 이낸싱을 공 할 

수 있는 추가 , 안  수단으로서 공익회사로 설립되었고, 이를 해 Affordable Housing을 

구하기 어려운 계층을 해 주거개발, 재생 등을 한 비용 출을 공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설립 첫 해는 규모 임 주거 개발을 한 이낸싱 공 에 을 두었으나, 

시의재정 기 때문에 소형개발로 확 함과 동시에 임 에서 소유로 이낸싱을 한 개발유

형을 확 하 다. 

HDC에 의해 공 되는 이낸싱은 세 감면채권  일반채권, 그리고 회사의 립 으로부

터 공 되는 비용 모기지(mortgage)의 형태이다. 이런 모기지는 Affordable Housing 의 개발

과 보존을 한개발업자들에게 공 되고 이를 통해 개발업자는 시장가이하의 임 주거를 공

할 수 있다. 2007년 재까지 116,000호 이상의 Affordable Housing를 한 개발  

refinancing, 취득 등을 한 지속 인 출을 해 $9 billion 정도의 채권과 어음을 발행하

다. 이와 더불어, 회사 립 을 통해 1% 이자율을 갖는 2차 모기지를 공 한다. 

HDC는 LAMP(단독가구 $29,760, 4가족 가구$42,540, 즉 AMI의 60% 이하인 계층을 해 세

면제채권을 통한 모기지, 2차모기지, 4% Federal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로그램, 

그리고 다른 보조  제도들을 통합한 로그램), New HOP( 하 와 산층을 한 로그

램: 단독가구 $30,000 는 4인가구 $124,075 (175% AMI) 가 상), Mixed-Income Program(

소득층부터 산층까지의 복합계층을 한 로그램으로 100가구 이상 주거개발에 용) 등 

다양한 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가장 리 사용되는 것은 신축개발을 한 80/20 로그

램으로서 이 제도에 의해 8,434호가 $1.6 billion에 의해 개발되었다. 

4. 뉴욕주 주거 련 기 : DHCR과 HFA

DHCR(New York State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은 뉴욕주 내의 소득

층과 하 계층을 한 Affordable Housing의 개발과 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뉴욕시의 

NYCHA 처럼 직  Affordable Housing 개발을 하기도 하며, 직 지원 제도, 융자  채권 

로그램, 세 크 딧 제도를 운 하여 Affordable Housing 개발과 유지를 지원한다. 재까지 

총 지원가구수의 74%에 해당하는 66,893호를 직  개발하 으며, 그 다음은 세 크 딧을 활

용한 개발지원이 19%에 해당하는 12,286호로서 직  개발 이외의 가장 주요한 로그램 유

형으로 기능하고 있다. 융자나 직 지원은 DHCR의 큰 역할을 아니다. 

한, 뉴욕주 역에 Affordable Housing 개발에 필요한 자 을 지원하는 공익기 인 

HFA(New York State Housing Finance Agency)는 산하에 Affordable Hosing Corporation을 통해 

소득층의 주거소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multi-family를 한 Affordable Housing의 개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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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보존을 한 융자 로그램인 HOPES(Housing Opportunity and Preservation for the Empire 

State)를 비롯하여, 다양한 세 감면 로그램과 채권 이낸싱 로그램 등을 운 하고 있다.

5. CPC(New York City Community Preservation Corporation)

CPC는 소득층부터 산층 주거 개발을 해 모기지를 제공하는 민간 융기구로서 2005

년까지 92,000호 이상의 Affordable Housing 개발에 참여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가장 커다

란 분야는 정부와 함께 규모 주거개발과 보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보조  로

그램, 부동산 세  감면 는 면제 제도 등을 통한 사업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주로 자 원

은 민간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CPC가 발행한 융자의 85%가 민간부분, 15%가 공공부분에서 

지원되었다.

6. HPDC(Housing Partnership Development Corporation)와 CPDC(Community 

Partnership Development Corporation)

주요 기 은 아니지만, 민간과 공공을 잇는 Affordable Housing 개발을 한 주요 기 으로

서 HPDC가 있다. 1982년 만들어진 HPDC는 2007년까지 30,000호 이상의 자가와 임  

Affordable Housing을 공 하 고, 4,000호 정도가 개발 에 있다. 이사진은 주요 공공주거

련기  등의 장들이 맡고 있다. 주 상은 평균소득(AMI)의 80%~130% 계층이며, 50% 이하

를 한 임 주택 로그램도 운 하고 있다. 요한 민간투자를 불러왔고, 기존 주거시장에

서 소외된 계층을 해 일해 왔다.

한, 1989년 설립한 자매기 으로서 CPDC가 있어, 민가부분 재원을 경감시켜주는 것과 

커뮤니티의 지역재생 노력을 한 자 지원과 허가를 한 지원 등을 통해 뉴욕시의 주거와 

경제개발정책에 공헌하고 있다. 이를 한 주요 로그램으로는 Affordable Housing 개발을 

한 소규모 건축업자와 개발업자에게 공사이 자 을 한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 개발업자의 자 지원을 해 왔다.

IV. 뉴욕시 소득층 주택정책의 시사

1. 정책  시사

(1) 소득층 한 공공임 주택 공 에서 탈피: ‘경제  거주성이 확보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 정책으로 환

뉴욕시 주거정책의 핵심은 주거의 Affordability의 확보이다. 이는 더 이상 소득층만을 

한 공공임 주택 등의 공 이 아닌 다양한 소득계층을 포함하여 안정 인 주거확보를 통한 

사회 , 경제  안정을 의미한다. 물론 최하계층 는 노숙자 들을 한 공공주택을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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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외 인 경우에 속한다.  뉴욕시장의 가장 핵심 인 

정책인 New Housing Marketplace Plan의 목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 하고 안정 인 지역에

서 양호하고 ‘경제  거주성이 확보(affordable)’된 주거는 시민들을 한 가장 근본 인 조건

으로 인식하고 있다. 

뉴욕시의 주거정책에 있어 소득층을 한 공공임 주택의 양 공 은 이미 1970년 에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재 미 역에 130만 호의 공공임 주택13)은 당시 연방

정부기구인 HUD 주도로 극 인 지원 아래 도시재개발과 더불어 공공임 주택의 양 확충

에 을 맞추었고, 뉴욕시 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NYCHA의 주도 아래 많은 공공임 주

택의 건설에 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주거정책은 많은 비 에 직면하게 되는

데, 가장 커다란 문제로 지 된 것은 바로 단지의 슬럼화 다. 많은 소득층 주거를 한 곳에 

집하다 보니 도시  환경이 열악해 지기 쉬웠고 범죄율 한 증가하여 공공임 주택에 

한 이미지가 하되었다.14) 따라서, 소득층에게 있어 집값이 싸다는 매력은 있지만 거주하

기는 꺼려하게 되는 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 무분별한 철거 재개발로 인한 기존 커뮤

니티의 괴와 도시미 의 악화도 심각한 단 으로 지 되었다. 이에 따라 1973년 연방정부

는 공공임 주택의 건설을 지하게 되고, 새로운 주거정책의 방향을 공 에서 수요 주로 

환하고 각 지방정부에 주거에 한 권한을 폭 임하게 된 것이다.15)  

이러한 흐름 속에서 뉴욕시의 주거정책은 소득층을 한 공공임 주택의 공 에서 차 

Affordable Housing 정책으로 환되었다. 이는 무조건 소득층을 한 주거를 공 하는 것

이 아닌, 자기 소득수 에 합한 주거를 최 한 공 하는 것을 뜻한다. 소득층만을 한 

주거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공공임 주택의 건설로 주거가 확보된다 해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고 소득수 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집해 거주함으로써 근린환경 체가 악화

되고, 인근지역의 소비활동이 침체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의 공공주택정책 목표 상을 소득층 뿐 아니라 평균 소득층 이상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주거공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 인 주거확

보를 통해 경제활성화와도 직 인 연 이 있다. 왜냐하면, 주거를 해 사용되는 부담이 

어들수록 소비를 한  여유가 생겨 소비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은 

뉴욕시가 공공임 주택 공 에서 벗어나 주거정책의 상을 산층으로 확 하고 쇠퇴해가

는 커뮤니티에 집 으로 공 자 을 지원함으로서 커뮤니티의 환경이 양호해 지고, 거주자

의 소비활동이 증 함에 따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따라서 지역경제, 더 나아가서는 시 

체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13) 김선웅, 미국의 소득층을 한 주택정책의 변화와 시사 , p. 103.
14) 상게서, p. 106.
15) 상게서,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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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뉴욕시 주택정책의 주요이슈  정책방향의 변화 총

따라서 뉴욕시의 주거정책은 이러한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는데, Koch 시장에 의한 ‘Ten 

Year Plan’에서부터 이러한 경향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고, 이에 따라 련 주거기 들의 

창설  개편도 이루어지게 된다. 결론 으로 재 뉴욕시의 주거정책은 소득층에서 산

층까지의 시민들이 각자의 소득수 에 합한 주거를 최 한 공 하고 유지하는 “주거의 

Affordability”로 요약될 수 있다.

(2) 지역사회와 연계된 Affordable Housing 개발  유지 정책

Affordable Housing 개발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미 공공임 주택 공  정책

에서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Affordable Housing 의 양 공 은 오히려 도시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사회를 괴한다는 것을 경험하 다. 이에 따라, Affordable Housing의 개발과 재생은 지

역사회의 요구에 기반을 두로 있다. 이로써, 공 되는 Affordable Housing가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와 동화되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하고 있으며, 실행단계에서도 CPC를 통해 해당 커

뮤니티와 하게 연계되어 로젝트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물리  주거의 

공 만이 아닌, 주거의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통합 등의 사회

 목표까지를 포 하고 있다. 이 같은 략은 이미 Koch시장의 Ten Year Plan에서 시도되었

는데, 종합 인 고려 없는 개별단 개발의 지원이 아닌, 계획 이고 종합 인 지역차원의 블

록단  지원을 통해 그 효과가 지역 체로 되도록 하여 Affordable Housing의 개발이 지

역재생과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3) 공공의 효율 인 지원 정책

그 다고 공공이 투입하는 공 자 이 에 비해 어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뉴욕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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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ordable Housing의 개발을 해 사용하고 있는 산은 연방정부의 산보다 많은 규모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 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뉴욕시

는 역시 공공임 주택과 소득층만을 목표 상으로 하여 자 을 쏟아 부은 결과가 투입한 

노력에 비해 미비하다는 것을 경험하여, 더욱 효율 인 공공자 의 사용을 고심해 왔다. 결과

로서 뉴욕시는 상계층을 산층으로 확 함으로서 오히려 수혜 상이 많아질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비가 증 하여 커뮤니티가 활성화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방

인 자 투자가 아닌 상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서 막 한 자 이 가장 효율 으로 역할

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해 각 주거 련 기구들의 역할과 각자의 특성에 맞는 로그램 는 제도들의 개발

과 운 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상황에 맞는 로그램을 운 하고 있어 공공 주택정책의 수혜

상을 최 한 확 하고 있다. 한, 각 주거기 들 간의 긴 한 계 뿐 아니라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그리고 건축허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와의 효율 인 조체

계를 구축하여, Affordable Housing 의 공 과 유지라는 하나의 정책  목표를 해 각 조직들

이 유기 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사업추진 측면에서의 시사

(1) 도시계획도구를 활용하여 도심재생과 연계

뉴욕시의 주거공 은 기존 도심과 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와 착되어 정책효

과를 극 화 하고 있다. 이를 해 뉴욕시의 주거정책에 있어 도시계획수단은 가장 기본 이

며 강력한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이  최근 가장 극 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도는 계층혼

합형 조닝(Inclusionary Zoning)이다.

이는 단순한 주거의 개발만이 아닌, 주거개발을 도시의 정비수단과 연계하여 그 시 지 효

과를 극 화하기 함이다. 이를 해 민간개발업자들이 인센티 를 조건으로 Affordable 

Housing 공 에 자발 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서 더욱 효율 인 민 트 십에 의한 도시정

비  Affordable Housing 주거공 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최

한 많은 선택의 기회를 으로서 Affordable Housing 확보에 유연성을 두고 있다. 를 들어 

개발이 일어나는 지 내에 Affordable Housing이 포함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개발업자가 이

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와 일정한 거리 내의 지 밖에 Affordable Housing를 공 해도 되

고,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개발부담  형태로 납부하여 Affordable Housing를 한 펀드조성

에 기여할 수도 있다. 물론 강제 으로 일정구역에서 Affordable Housing를 공 하도록 하는 

방법도 제기되었지만, 오히려 민간시장의 주거개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

고 있어 뉴욕시에서는 강제 인 것보다 자발 인 유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 계층혼합형 조닝은 시 체의 략지역 계획(Strategic Plan)과 한 계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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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뉴욕시 주요주택기 의 역할  상 변화

뉴욕시는 이를 통해 도심정비가 필요한 곳들과 함께 Affordable Housing의 공 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이를 계층혼합형 조닝을 이용하여 리조닝함으로서 계획 이고 체계

인 Affordable Housing의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한, 개발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된 지역, 를 들어 간선가로변 이나 기존 

공업지역 등의 리조닝을 통해 개발잠재력을 극 화 시키고 이를 통해 Affordable Housing의 

공 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며, 복합개발을 통한 Affordable Housing의 공 도 극 추진되

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과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 정한 지역의 선정과 합리 인 도시계획과 

설계를 통해 종합 이고 체계 인 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다양한 정책추진 기구의 활용

뉴욕시가 선택한 사업방식을 분석해 보면 1930년  이후에 시 자체에 직 건설 공  기능

을 갖추고 기 (NYCHA)을 두고 운 해오다 1968년 뉴욕주의 주법에 의한 주정부의 공사와 

시정부의 공사(Corporation)의 설립이 가능해 짐에 따라 시 산과 별도로 운 되는 HDC(NYC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를 설립하여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자 조달을 유연성을 확보

하도록 하는 한편, 소득층  산층 주택의 건설 공 , 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

다. 

그러나 1970년 반에는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교외지역의 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

주거 수요의 감소로 뉴욕주가 설립한 UDC(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뉴욕시의 HDC, 

배터리 크 개발공사(BPCA) 등은 재정악화로 인한 부도 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공사는 

강력한 법 , 경제  권한(채권발행, 강제수용권, 세 혜택, 토시계획변경 권한 등)을 바탕으

로 소득층의 주거공 이라는 일부 목 을 달성할 수는 있었지만, 무리한 재개발사업  신

규 택지개발 사업 투자와 변화하는 사회 상에 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한 

결과 결국 심각한 재정 기와 구조조정의 경험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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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뉴욕시 Affordable Housing 개발  유지를 한 조직 개

이에 따라 뉴욕시는 1980년  반 이후 도시 내 주거공 을 확 하기 해 뉴욕시 주택공

을 총 할 수 있는 구기를 HPD를 창설하고 기존의 각종기구, 공사를 활용하여 도시 내 

소득층, 산층 주택의 공 을 획기 으로 확 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되는데(The Ten Year 

Plan), 이때 사용한 사업방식은 기의 규모 소득층 주거단지건설 방식이 아니라 복합용

도개발, 도시개발 기능을 혼합한 주거의 공 에 을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뉴욕주 도시개발공사(ESDC;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가 취

한 사업방식을 보면 기존에 공사가 갖고 있던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자 조달 기능과 도시계획

변경권환, 인허가 차 면제, 강제수용권, 세 혜택 등을 통해 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도시 내 공공시설 확보, 상업지구 재생, 소득층  산층 주거

공 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즉, 뉴욕시의 경우 기 직  건설 공식방식에서 민간  개인

의 간  융지원 방식을 취하는 과정을 거쳐, 재는 민간  개인의 간  지원과 동시에 

도시계획기능  도시재생 기능을 포함하는 공사의 기능을 활용하여 매우 다양한 계층을 

상으로 하는 직 건설 방식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V. 결 론

주택문제는 단순히 주택부족 문제  물리  주거환경의 수 을 확보하는 수 을 떠나 사

회계층문제, 경제문제, 정치문제화 되고 있다. 국가의 경제력과 도시의 경제력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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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시에 산업, 경제의 집 으로 인구의 집  상이 가속화 되고 이러한 도시의 경우 주

택문제는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특히 세계 인 경쟁력

을 갖는 Metropolitan 규모의 도시와 그 주변지역은 이러한 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반

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의 경우는 재산세, 주민세의 감소 무엇보다도 소비감소로 인한 

격한 도시쇠퇴 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의 지방 소도시  일부 역시의 도심부 주거 

 상업기능의 쇠퇴와 이로 인한 지역경기의 침체는 바로 이러한 도시기능의 쇠퇴의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한때 경제 으로 부흥했던 공업도시가 쇠퇴하면서 도

시재정의 감소와 주거지의 공동화로 인해 심각한 도시주거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뉴욕시의 경우도 70년  격한 도시인구의 감소와 도시 범죄율 증가, 도시 주거환경의 악

화라는 악순환 고리 속에서 도시경제 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 다. 그러나 재

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고 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 경쟁력을 갖는 도시이다. 

그 이면에는 도시주택문제를 해결하기 한 뉴욕시 정부의 정책  노력, 문 인 근, 그리

고 한 공공정책  자 이 투자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73년 이후 연방정부의 

직 건설 공 정책의 지와 이에 보조를 맞춘 뉴욕시 정부의 기존 도시임 주택의 재고확

보와 도시 산층  소득층 주거를 한 정극  정책의 수행(HDC  HPD의 설립 운 )

이 재의 뉴욕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주택정책의 핵심은 직  건설정책에서 리정책으로 환했다는 것이며, 도시외곽지

역에서의 직 개발에서 도시 내 주택수요에 한 간 지원방식으로 환되었고, HUD와 같

은 강력한 주택정책 추진기  아래 주정부, 지방정부, 다양한 산하기 (Authority), 개발공사

(Corporation), 단체 등을 활용하여 직 건설  세부 인 지원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일반 인 미국 주택정책의 흐름 속에서 뉴욕시 주택정책의 핵심은 첫째, 정책의 

상을 극빈층의 비율을 이고 간 소득계층의 비율을 늘리고 있고; 둘째 단일 건물차원의 

지원 사업에서 일정지역단 의 도시계획사업, 도시재생사업으로 환하 다 것이며; 셋째 다

양한 주거 련 조직과 로그램 는 제도들의 운 을 통해 직 건설, 기존 재고 리, 민간

융 투자유도, 민간 건설부분 건설유도, 앙정부 지원  활용 등 매우 다양한 역에서의 사

업이 가능한 기구와 문 인력을 갖추고 시스템 으로 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주택정책의 핵심목표는 바로 다양한 소득계층이 경제 으로 부담 가능한 Affordable 

Housing의 공 과 보존에 있다. 이를 해, 연방정부의 주택보조 (housing subsidies)에서부터 

뉴욕시 자체의 다양한 세 정책, 2차 시장 메커니즘, 계층혼합 조닝(Inclusionary Zoning), 토지

은행(land banking) 등의 제도들이 효율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의 비

리단체들(not-for-profit organization)이 효율 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소득수 에 맞는 주

택의 공 과 유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민간개발업자를 통한 경쟁력 있는 공공임 주

택의 건설은 산층의 많은 호응을 얻는 동시에 실제 소득층에게도 양호한 주거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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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소득층을 한 주거정책은 규모 임 주택 단지 건설 는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 시 분양과 임 주택이 혼합된 주거단지 개발을 통한 공공임 주택의 공

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방식으로 인해 임 주택에 한 부정  인식과 거

주자들의 상  박탈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거정책 

역시 단순한 소득층을 한 공공임 주택의 양 공 에 을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층 주거의 사회  통합 뿐 아니라 더 많은 소득계층의 주거 안정화와 이를 한 좀 더 

다양하고 발 된 방법들이 극 으로 모색되고 시도되어야 한다고 단된다. 이를 해, 한

국의 주택정책도 사회정책  공공정책 차원에서 강력한 공공성의 강조와 시장원리(주택 수

요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뉴욕시의 다양한 

형태의 도시내 소득계층에 따라 경제 으로 부담가능한 렴주택의 공  노력은 향후 한국

의 도시가 처할 상황에 비추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를 타개하기 한 정책  노력과 

사업  방식들은 그 성과측면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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