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사회주택을 통해 구현된 

공공성 가치의 확장에 관한 연구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신 수 임



사회주택을 통해 구현된 

공공성 가치의 확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배 균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신 수 임

신수임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김  민  성     (인)

      부위원장      박  배  균     (인)

      위    원      김  용  창     (인)

      위    원      정  현  주     (인)

      위    원      봉  인  식     (인)



- i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주택 사

업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였다.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

해 사회주택에 일련의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과 같

은 공공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주택 논의를 

둘러싼 공공성에 대해 학문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公-私-共 삼각 변

증법을 중심으로 공공성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사회주택이 공공성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를 살폈다. 

연구 방법으로는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기존의 공공성 이론과 현장에서

의 실질 이론을 비교하여 사회주택에서의 공공성 개념을 이론화하여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문헌 및 통계자료, 언론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했으며, 사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사업자, 중간지원조

직 근무자,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담 자료를 사용했다. 연구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公과 私 이분법에 의해 공공성에서 公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

식은 근대 이후 영토국가와 사적소유권의 등장에 따라 강화된 것으로 

역사 속에서는 공공성을 추동하는 共과 私의 역할이 있었다. 이 연구

에서는 共과 私의 역할을 고려한 공공성 개념을 사용했다. 공공성의 

주체적 측면에서는 국가 및 정부, 공공기관부터 비영리기관, 사회적기

업, 민간기업과 작은 공동체, 사적 개인까지 확장될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민국가 수준에서 구현될 수 있는 가치들 외에도 지역 공

동체와 사적 개인들이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가치들을 포함해야 

한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공공성을 선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열린 공

간에서 규정되도록 하는 자체가 공공성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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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적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라는 각 차원에서 주택은 공적 의

미와 역할을 가진다. 주택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경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기에 국제기구에 의해 주거권으로 인정받고 있

다. 또한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사회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나아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지역 안에서는 이웃을 

돌보며 사회·경제·문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국가적 차

원에서 주택은 경제재이자 사회재로서 중요한 정책 대상이다. 

셋째, social housing은 다양한 公과 共과 私의 역할에 의해 등장

했다. 국가마다, 시기마다 각 주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다양한 비영리 조직 및 민간 주체들이 노동자 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시작하였고 정부와의 상호작용 속에 국

가적 제도로 발전했다. social housing은 소유에 기반한 주거안정이 

아닌 공유에 의해 주택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도시커먼즈 이

론의 주요한 사례가 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social housing 이론에 

도시커먼즈적 관점을 추가할 것을 이 연구는 제안하였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체제에서 나타난 공공성은 주거권의 확보 측면

에서는 강화되었지만 지역 공동체와의 융합이나 기여, 지방 정부 및 

지역 사회의 참여와 같은 측면에서의 공공성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

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약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사회재이자 발

전주의 국가에서 거시경제의 조절수단,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역할 속

에 중앙정부 중심의 대량-하향식 구조로 인한 지역 수급 불균형, 배분

체계의 사각지대 발생, 지방정부의 역할 부재, 가난의 집단화와 사회

적 편견, 지역 내 갈등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택에서 공공성의 확장은 그 성장의 과정과 결과

로서 다양한 행위자와 가치들이 사회주택 네트워크에 포섭되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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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택은 私-公으로 양분된 방법을 넘어 주택을 공유 자원으로서 소유 

중심에서 점유와 접근, 이용에 대한 권리 중심으로의 이동하며 새로운 

차원으로 주거권을 보호했다. 참여 민주주의 속에 공급과 소비가 통합

된 집합적 주체가 형성되었다. 입주자와 사업자, 정부 간에 형성된 공

론장은 공공성의 절차적 측면을 확보하여 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개인의 주거 문제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공동체와 

함께하며 힘을 얻고, 참여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자아 실현에까지 나아감을 볼 수 있었다. 

연구의 말미에서는 사회주택에서 나타난 주체, 내용, 절차적 측면에

서의 공공성의 요소들을 반영하여 사회주택 공공성 개념의 확장된 모

형을 제시하였다. 주체 측면에서는 公과 共과 私를, 내용 측면에서는 

주거권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자아실현을, 절차 측면에서는 법적 절차 

외에 거버넌스와 참여 민주주의를 더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

주택에 대한 경험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주택에서 공공성이란 무엇인지 

재조명한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소유에서 공유와 접속의 시대로 이

행하는 가운데 공공성의 기준 역시 변화를 요구했고, 주택에서도 공유

에 기반한 문제 해결의 시도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는 향후의 주택정책에서 변화하는 공공성 개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을 제시한다.

주요어 : 사회주택, 공공성, 공공임대주택, 공론장, 민주주의, 커먼즈

학  번 : 2016-3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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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사회주택1)을 가장 앞서 공급해 나가던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회주택 공급 참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공기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복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음에도 사

회적 경제 주체의 참여로 필요 이상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

실 사회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사회주택의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사회주택에 대한 논의의 자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할 수 있는 사

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었다. 

민간 사업자는 사적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추구하기에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는 인식이 사회에 많다. 그동안 여타의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민간의 참여에 따른 비용 증가와 세금 낭비 우려를 표해왔고, 공공의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과 지원금 사용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진행해왔

다. 사회주택 사업에서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정부 지원 시 공공성을 담보하

기 위한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임대료와 거주기간, 임대료 상승률, 

주거 면적과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일련의 기준들을 정해 두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이 내세우는 공공성은 늘 의심의 눈

초리를 받는다. 

반면 정부 기관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에 근거하여 그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

의 목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경

1)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서울
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으로 이하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
주택은 이 정의를 따른다.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social housing과 구분하기 위해 social 
housing은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자세한 설명은 ‘제2절 연구 대상’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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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이라는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와 크게 차이 없는 문구

이다. 다만, 공공주택의 개념 정의는 공공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제2

조)으로, 공급 주체가 누구인지에 의해 당위성을 획득하고 있다. 공공사업자

가 아닌 이상 사회주택 사업자는 민간으로 분류된다. 즉, 사회주택은 공공주

택과 같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

련의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성은 인정받지 못

한다.

사회주택의 공공성 논란의 배후에는 공공성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지

침에서 요구하는 공공성 요소만으로는 사회주택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주체에서 바라보는 공공성과 사회주택을 비판하

는 주체에서 원하는 공공성의 의미가 다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주택 논의를 둘러싼 공공성에 대해 학문적으로 탐구해 

보려 한다. 사회주택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은 무엇이며, 이는 공공임대주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핌으로써 사회주택이 공공성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 기

반하여 공공성 개념을 公-私-共의 삼각 변증법을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공공성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여 살펴보겠다. 공공성과 

주택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며, 서구 유럽에서 social housing의 등장과 전

개 과정, 한국에서의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모습들을 기술한다. 특히 

사회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주체들 간의 관계와 그 속에서의 역할, 구체

적 생각과 경험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사회주택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에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고 나아가 주택과 사회 일반의 

공공성 논의로까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3 -

제 2 절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사회주택의 공공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social 

housing과 공공임대주택은 이를 살펴보기 위한 과정으로서 접근하며, 특히 

공공성의 측면에 집중한다. 공공성 개념은 사회주택에서의 공공성을 분석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학술적 논의를 정리한다. 

1. 공공성

사회주택에서의 공공성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공성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비판 속에 부각되었

기에 사(私)의 최우선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이

념이라고 할 수 있다(임의영, 2010). 그렇기에 공(公)과 사(私)의 대립각은 

당연시되어 왔다. 역사 속의 공공성은 사실 시대와 지역, 상황에 따른 공공

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 속에 있었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연구에

서는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공공성의 어원과 역사적 쓰임의 변화를 통해 공공성의 본질을 살피고 고

대 로마에서부터 중세와 근대까지 공공성 개념 변화를 기술하겠다. 최근의 

공공성 이론 경향을 반영하여 단일한 公에 의한 공공성 외에 共과 私의 변증

법적 관계를 통해 확장되는 공공성의 개념을 포괄한다. 

 

2. 주택의 공공성

주택에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탐구함으로써 사회주택이 추구해야 

할 공공성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주택이 가지는 특성과 의미, 그리고 공공성 

개념을 바탕으로 주택에 요청되는 공공성을 정리한다. 공공성에서 단일한 公 

외에 共과 私의 역할에 의해 공공성 개념을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듯이, 주

택에서도 사적 영역에서 주택이 가지는 의미부터 지역 사회 공동체, 국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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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주택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주택이 가지는 공공성을 정리할 

수 있다.

주택은 개인의 물리적 보호를 비롯하여 자아를 형성하고 실현하는 공간으

로써 철학적으로도 주택의 거주는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 사

회 공동체에서도 주택은 지리적 맥락은 물론, 사회·경제·문화적 영향을 주고

받는다. 국가 단위에서는 경제재와 사회재로서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3. Social Housing의 공공성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공식적인 용어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social 

housing과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social 

housing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하여 주거약자

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을 통칭하며 이 연구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을 

포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기관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며, 사회

주택은 국토부 및 지방정부의 정의에 따라 사회적 경제 주체 등이 관여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구분한다. 다만, 사회주택의 경우 순수 민간 재원으로 이

루어진 사회주택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기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림 1 본 연구에서 social housing,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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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housing은 “개별 국가들의 주택시장에 양질의 주택에 접근할 수 

없는 가구의 소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택 유형”이다. 한 국가의 주택 시스

템 내 주택 점유 형태 중 하나로, 주택 시스템은 국가마다 역사, 문화, 정치, 

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주택 시스템 안에 

있는 social housing 역시 국가마다 다르고, 한 국가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로젠펠트, 2017). 

국가명 영어로 번역될 때 사용되는 용어

오스트리아 이윤 제한 주택(limited-profit housing) or 국민 주택(people’s housing)

덴마크 공동주택(common housing) 또는 비영리주택(not-for-profit housing)

독일 촉진주택(housing promotion)

핀란드 정부 보조 주택(government subsidized housing)

프랑스 저렴 임대 주택(housing at moderate rent)

스페인 공공 보호 주택(publically protected housing)

영국 사회주택(social housing)

미국 공공주택(public housing)

자료: 로젠펠트. 2017. 일부 발췌.

표 1 social housing을 지칭하는 국가별 용어

사회주택은 social housing에 속한다. social housing의 목적을 같이 하

기에 social housing의 시작과 전개과정을 통해 드러난 공공성의 모습은 사

회주택에서의 공공성 개념을 살피기에 참고가 된다. social housing은 서구 

유럽에서 시작하였다. social housing이 시작하고 정책화되어 가는 과정에

서 다양한 주체들의 행위를 통해 social housing에서 발현되는 공공성의 모

습을 보겠다. 이에 따라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 서구 유럽에서의 

social housing의 시작과 발전 과정에 대해 정리하겠다. 이는 특히 한국에

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초기의 주체별 역할과 특성에 대한 분석에서 시

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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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

한국에서 사회주택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주된 social housing은 공공임

대주택이었다. 정부기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social housing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해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

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의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경기도의 경기도시공사(GH) 등이 공급기관으로 있다. 

사회주택 공공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

에 의해 안전하게 공공성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사회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

서 추구하는 공공성과 다르지 않다면, 적어도 공공성을 이유로 사회주택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을 살피

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등장과 시대적 배경 속에서의 특성을 정리한다. 공

공임대주택은 주거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이기에, 도시화로 인해 주거 문제

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거 정책의 역사가 시작되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2021년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5. 사회주택의 공공성

사회주택은 서울시에서 2015년 조례를 통해 별도 정의한 뒤 공식적인 명

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

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제2조)”이다. 여기서 공급 주체는 사

회적 경제 주체 외에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을 포괄한다. 이 외에 국토교통

부와 여타 지자체에서도 사회주택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공급 주체의 범위

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주거약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 주체의 공급 지원

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다.

사회주택 사업자나 정부기관의 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현실 속에서 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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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말과 행동, 관계의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주택

의 모습을 살핀다. 기존의 정의된 공공성, 주택의 공공성과 사회주택 사업의 

목적에서 추구하는 공공성 그리고 현실의 사회주택에서 나타나는 공공성 간

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회주택’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경제 주체 등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등장하는 2014년경부터 2021년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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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

1. 근거이론 분석 적용의 배경

사회주택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는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건과 관계들 속에서 사회주택이 나타내는 성취 내지는 수행

들에 의해 정의되며 이로부터 사회주택의 능력 혹은 본질이 연역될 수 있다. 

사회주택 변화의 풍경에서 존재하는 여러 행위자 간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자를 바꿔가고 결국 생태계 전체가 뒤바뀌는 과정들 속에 구축되는 

공공성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사회주택과 주택체계, 

국가와 여타 행위자들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

떤 존재가 되는가에 기반하여 사회주택에서 재현되는 공공성의 모습을 살피

겠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근거이론을 사용한다. 근거이론은 체계적으로 얻

어진 데이터로부터 이론을 찾아낸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두는 연구로서 현실에 근거하여 과정 혹은 행동을 위한 이론적 설명

을 목적으로 한다(Glaser & Strauss, 1967; Cobin & Strauss, 1990; 유

기웅 외, 2012). 이 이론은 개념을 식별하고, 기존의 관점을 넘어서는 이론

적 설명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경험과 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Cobin & Strauss, 1990). 

이론을 개발하는 과정은 현장에서의 경험과 기존의 공식이론을 비교해 나

가는 과정이다(Cobin & Strauss, 1990). 연구자는 20~60명의 개인들을 대

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개인들의 행동과 상호작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하나의 그림으로 도출되는 이론을 창출한다(유기웅 외, 2012). 이 연구에서

는 공공성에 대한 기존 이론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공공성의 모습을 비교하

여 사회주택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겠다. 

먼저, 공공성에 대한 기존 이론을 정리한 뒤, 도출된 공공성 개념에 기반

하여 주택과 social housing이 가지는 공공성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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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에 대한 문헌 및 통계, 언론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정리된 공공성 이론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사회주택에서의 삶,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식 변화와 네트워킹 과정 등을 파

악하고 공공성에 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사회주택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확장을 제시한다.

2. 근거이론 분석의 기법과 적용

근거이론에는 몇 가지 학파가 있다. 근거이론은 Glaser & Strauss(1967)

에 의해 설계되었으나 Strauss와 Glaser 간에는 견해 차이가 존재하여 각각

의 방법론을 개발한다. Strauss(1987), Strauss & Corbin(1990), 

Glaser(1992)에 의해 제시된 방법론들이 있으며, Strauss와 Glaser의 방법

론을 종합하여 구성주의 관점에서 제시한 Charmaz(2006)의 연구 방법 등

이 존재한다(Creswell, 2015). 

여러 연구 방법 중 이 연구에서는 Cobin & Strauss(1990)의 방법론에 

기초한다. Glaser는 연구 현장 속에서 초기 면담을 통해 주제를 찾아내는 

방법인 반면 Cobin & Strauss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나 개인의 경험 속에서 

주제를 선정하기에 본 연구의 주제 접근에 보다 가깝다. 또한 Cobin & 

Strauss는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와 

‘만일’이라는 질문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는데, 심도있는 질문을 자극함으로써 

조사를 확장하고자 했다. 면담 과정에서 이론적 비교의 병행을 권장한다는 

점 또한 공공성과 주택에 대한 이론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본 연구에서 취

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면담과 함께 이론적 비교는 연구자로 하

여금 공공성이나 주택, 사회주택에 대한 기존의 편견이나 관점을 검토하고 

수정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였다.

Cobin & Strauss(1990)은 자료의 분석을 위해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

딩이라는 일련의 과정 수행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면담 자료에 대하여 3단계의 코딩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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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 코딩을 통해 면담 녹취록을 줄 단위로 분석하며 이름을 붙이고 

개념화, 범주화하였다. 

중요한 진술 범주

“윗집에 아이랑 동갑인 또래 여자친구가 살았어요. 네, 그 큰 애가 여섯 살 여자아이

인데, 여섯 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년이... 지나서나 알게 되고”
신체적 안전

“점점 강력범죄들이 아는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네, 그런 사회이다 보니

까... 참 폐쇄적으로 조금 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
가

“...”

“...”
나

“...”

표 2 범주화 과정

2) 축코딩 단계로서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반복적 비교

를 통해 범주를 분류하고 하위범주와 연결시킨다. 

3) 선택코딩은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범주들 간의 반복

적 비교 과정을 다시 수행하며 귀납적으로 추상화된 핵심 범주를 선정

하고 이를 시각적 모형으로 제시한다.

자료 : 유기웅 외(2012) 참고하여 작성 

상기 분석 과정을 수행하며 의미단위 범주화 과정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

론 고찰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에 반영하

는 순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그림 2 코딩 및 반복적 비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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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자료

연구 자료는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 심층면접 자료, 신문기사 및 방송 자

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문헌 및 통계 자료

공공성의 개념과 초기 서구의 social housing,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연

구에는 주로 문헌 및 통계 자료를 사용한다. 사회주택은 선행 연구가 많지 

않으며 현재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사회주택 관련 통계는 한국사회주택협회에서 집계한 자료를 사용한다. 

· 공공성 및 social housing 관련 선행 연구

· 정부 부처 및 개발기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 정부 산하 연구원의 정책 연구 문헌

· 인구주택총조사

· 주거실태조사

· 임대주택편람

· 정부기관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 한국사회주택협회 집계 사회주택 공급 실적

2. 심층면접 자료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에서의 공공성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들에 대한 심층면접의 자료를 사용했다. “포용적 공유도시 자원으로서의 사

회주택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2)로서, 공공임대주택 관계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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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사회주택 관계자 15명, 주택일반 4명, 총 3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2)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IRB 승인(No. 2007/001-015) 자료이며, 본 연구의 자
료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IRB 면제심의 승인(No. E2112/003-002)이 완료됨 

연번 코드 임대유형 면담자 유형 연령대 성별 비고

1 1-1-1 공공임대 공공기관 50대 남 지방공사

2 1-1-2 공공임대 공공기관 30대 여 지방정부

3 1-2-1 공공임대 입주자 30대 여 행복주택

4 1-2-2 공공임대 입주자 20대 남 행복주택

5 1-2-3 공공임대 입주자 70대 여 재개발임대

6 1-2-4 공공임대 입주자 40대 여 장기전세주택

7 1-2-5 공공임대 입주자 70대 남 행복주택

8 1-2-6 공공임대 입주자 70대 여 행복주택

9 1-2-7 공공임대 입주자 40대 남 장기전세주택

10 1-3-1 공공임대 지원기관 50대 여 관리소

11 1-3-2 공공임대 지원기관 40대 여 관리소

12 1-3-3 공공임대 지원기관 40대 남 복지관

13 1-3-4 공공임대 지원기관 50대 여 주거복지센터

14 2-1-1 사회주택 사업자 40대 남 협동조합

15 2-1-2 사회주택 사업자 30대 남 협동조합

16 2-1-3 사회주택 사업자/입주자 30대 남 사회적기업

17 2-1-4 사회주택 사업자 50대 남 사회적기업

18 2-1-5 사회주택 사업자 40대 남 협회

19 2-1-6 사회주택 사업자/입주자 30대 여 주택협동조합

20 2-2-1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셰어하우스

21 2-2-2 사회주택 입주자 50대 남 사회적기업

22 2-2-3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사회적기업

표 3 심층면담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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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는 사회주택 생태계 내에서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고르게 확보

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때까

지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사회주택 부문에서의 행위자들은 크게 사업자와 입

주자, 중간지원조직 및 정부기관 근무자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부

문에서는 사업자로서의 정부 및 산하 기관 담당자, 입주자, 중간지원조직 근

무자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했다. 그 외에 일반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3명과 주택분야 지방정부 공무원 1명의 사회주택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였다.

심층면접 질문은 사업자와 입주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입주자, 

중간지원조직 근무자를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

으며, 질문은 연구참여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시되었다. 

- 입주자 : 주택의 입주 과정 및 입주 이유, 이전 주거지 및 임대료, 현재 

주택에서 이웃 및 사업자와의 관계, 입주 후 삶의 변화, 입주 대상에 

대한 의견, 공공 및 사업자에 대한 바람, 살기 좋은 집과 도시에 대한 

생각, 주택시장에서의 역할 및 향후 계획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근무자 : 담당 업무, 업무 추진 시 

23 2-2-4 사회주택 입주자 50대 여 다세대

24 2-2-5 사회주택 입주자 20대 남 셰어하우스

25 2-2-6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셰어하우스

26 2-3-1 사회주택 지원조직 40대 남 재단법인

27 2-3-2 사회주택 공공기관 40대 남 지방정부

28 2-3-3 사회주택 지원조직 30대 여 지원센터

29 3-2-1 주택일반 입주자 20대 여 기숙사 거주

30 3-2-2 주택일반 입주자 20대 남 민간주택세입자

31 3-2-3 주택일반 입주자 40대 여 민간주택세입자

32 3-3-1 주택일반 지방정부 공무원 40대 남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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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사업자 및 입주자 및 타 기관과의 관계와 바라는 지점, 입주대

상자 범위에 대한 의견, 살기 좋은 도시와 집에 대한 생각, 주택시장에

서의 역할 및 향후 계획

- 사회주택 사업자 : 이전 직업, 사업 계기 및 목적, 관계망, 사업 과정 

및 어려움, 사업 이후 개인 삶의 변화, 입주대상자 범위에 대한 의견, 

살기좋은 집과 도시에 대한 의견, 주택시장에서의 역할과 향후 계획

3. 신문 및 방송 자료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의 역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신문 및 

방송자료를 사용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

카인즈’3)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등을 주요어로 하여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시기별 등장 주체와 각각의 역할 변화, 용어사용의 변화 등

을 분석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각각의 기사에 대한 주요어를 추출하여 제

시하고 있으며 이는 질적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대면 면접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층의 의견은 언론인터뷰, 토론

회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자료를 사용했다. 또한 사회주택 운영업체 대표 

등은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언론을 통해 제시한 기록이 존재하여 이를 심층

면접 자료와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3) https://www.bigkinds.or.kr/

연번 코드 임대유형 면담자 유형 소속 자료

1 2-4-1 사회주택 사업자 녹색친구들 협회인터뷰

2 2-4-2 사회주택 사업자 함께주택협동조합 협회인터뷰

3 2-4-3 사회주택 사업자 어울리 협회인터뷰

4 2-4-4 사회주택 사업자 마을과집 협회인터뷰

표 4 언론인터뷰 등 기존 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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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4-5 사회주택 사업자 디딤종합건설 언론인터뷰 

6 2-4-6 사회주택 사업자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선거토론회

7 2-4-7 사회주택 사업자 더함 언론인터뷰 외

8 2-4-8 사회주택 입주자 유디하우스 수유 언론인터뷰 

9 2-4-9 사회주택 지원자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연차보고서

10 2-4-10 사회주택 지원자 전주시 언론인터뷰

11 2-4-11 사회주택 지원자 서울시 토론회

12 2-4-12 사회주택 지원자 국토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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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구 구성 

연구는 크게 social housing 공공성 개념에 대한 이론 연구와 사회주택 

체제를 통해 구현된 공공성 가치의 진화 및 확장 과정에 대한 경험 연구로 

나뉜다. 공공성에 대한 논의들을 문헌을 통해 정리·분석하고 한국 사회주택

의 사례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공공성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주택 사례에서의 결과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보다 분명히 하거나 새롭

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이론 연구 : social housing 공공성 개념의 고찰

social housing의 존재 의미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공공성 추구에 있다. 

이에 social housing의 바탕을 이루는 주택의 의미, 공공성의 의미, 주택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한다. 

공공성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와 역사적 맥락, 공공성을 연구해 온 학

자들의 논의를 정리한다.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만나기 위해 시대 속에서 단

어가 가진 다양한 의미와 역사적 궤도를 추적한다. 공공성이 단어 그 자체 

안에서,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 자신과 주변이 변하는 현상을 날 것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공공성을 이해할 수 있다. 공공성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시

대를 넘어 공공성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리함으로써 주택과 social housing,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기준에 활용하고

자 한다. 

2. 경험 연구 : 사회주택 체제를 통해 구현된 공공성 가치의 진화 

및 확장 과정

사회주택의 공공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설정하고 한국 사회주

택에서의 경험에서 공공성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의 사회주택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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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대주택을 역사적 맥락으로 가진다. 공공임대주택의 등장과 전개 과정에

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모습과 한계는 사회주택 등장의 계기이자 사회주택 공

공성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등장 과정

과 주체들의 역할, 공공임대주택의 내용을 공공성 및 주택 공공성의 개념의 

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주택은 2014년 즈음에 등장한다. 심층면접과 신문기사, 문헌자료 등

을 활용하여 사회주택이 등장하고 영역을 확장해가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기

술한다. 사회주택 네트워크 내에서 사회주택을 하나의 행위소로 보고 사회주

택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소와 그들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

주택에서 공공성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주택 사업자와 입주자, 지원조직의 이야기들을 속에서 사람

들이 공공성을 경험하는 지점이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사회주택 내에서의 활동을 관찰하고 

심층면접 내용에서 의미 단위를 구분하여 일련의 주제 분석 과정을 거친다. 

사회주택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이론 연구와 경험 연구를 종합하여 한국 

사회주택에서의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과 역할 속에 만들어지는 공공성의 의

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구의 결과물은 한국의 사회주택이 현재 겪고 있

는 현상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 나아갈 길과 여타 다른 분야에

서의 공공성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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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의 구성



- 19 -

제 2 장 Social Housing 공공성의 이론적 논의

제 1 절 공공성 개념의 본질과 구현

1. 공공성 논의의 지형과 공공성 개념

학제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회 역사 및 

인류학, 페미니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자유주의 전통은 시장과 국가를 

구분하는 속에 정부 등 공공 부문 개념으로서 공공성을 설명한다. 이는 다시 

개인의 자유에 중점을 둔 존 스튜어트 밀의 계열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흐름

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계열로 나뉜

다. 공화주의 접근은 시장 및 국가와 구별하여 시민권의 개념에서 공공성을 

접근한다. 사회·역사 및 인류학 접근은 사교성 개념으로 공공성을 설명한다. 

페미니즘 접근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가정 영역과 사회 영역의 구분으

로 설명한다(Weintraub & Kumar, 1997; 하버마스, 2001). 이 연구는 시

민사회가 주축이 되는 사회주택에서의 공공성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기에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속에 공공성을 설명하는 공화주의 접근의 논의

를 크게 참고하고자 한다. 공화주의 관점은 고대 로마 공화정에서 나타난 공

공성의 모습에서부터 하버마스와 아렌트의 맥을 잇는다. 

공공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공공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

요하다. 공공성의 사전적 정의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

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다. 하지만 시대와 분야에 따라 공공성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때로는 개념 간에 상충성이 나타나기도 하여 공공성의 

개념을 단정하여 제시하기는 어렵다(윤수재·이민호·채종헌, 2008). 

 공화주의 접근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들은 단일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성 개념을 보다 체계화하여 살펴보고 있다. 주체, 내용, 절차라는 세 가

지 차원에서 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공공성 개념을 보다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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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절차적 공공성으로 가시성과 접근성을 

기준으로 한다. 소수에 독점되거나 비밀스럽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투명성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두 번째는 내

용의 공공성으로 개인이나 부분이 아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세 번째는 

주체의 공공성이다. 공공성의 실천 주체로 국가를 독점적 주체로 여기는 경

향이 있었으나 세계화 흐름 이후 NGO, UN 등 초국가 기구도 새로운 공공

성의 주체로 거론된다. 이 세 가지 차원은 서로를 보완하고 견제하는 긴장관

계이다. 실현된 공공성의 가치는 활동 주체의 행위를 견제하며, 절차적 정당

성을 갖추어야 결과 또한 정당성을 얻음을 보인다(이승훈, 2008).

공공성에 대한 주체, 내용, 절차적 측면의 접근은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살

펴볼 수 있도록 하나 公과 私의 대립과 이분법에 기반하는 한계를 가진다. 

근대의 공공(公共) 개념은 영어의 public에 대응한다. 이는 私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로 국가나 정부, 공공기관을 공공성의 실행 주체에 놓는다. 이러

한 공공성 개념은 근대 이후에 형성된 개념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를 

대립관계에 놓고 국가가 공공성을 독자적으로 창출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차동욱, 2011). 

사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근대 계약 사상으로 인해 共의 역할이 축소

되었을 뿐, 공공성이라는 단어는 公과 共으로 이루어져 public과 함께 

common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public과 common의 어원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public의 어원인 publicus는 사람들, 국가, 혹은 공동

체에 속했다는 의미, 혹은 국가를 위해 행해진 일 등을 의미한다. 라틴어 

publicus와 privatus로부터 영어의 common과 particular가 출현했다고 

한다(하버마스, 2001). 공화국(共和國, republic)은 한자로도 共을 사용하여 

번역했다. 특히 라틴어 어원인 ‘res publica’는 ‘공적인 것’이라는 뜻으로 ‘a 

common business’ 혹은 ‘주민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소유’를 의미하며 

맥락에 따라 公 또는 共으로 사용했다(최태현, 2019). 따라서, 공공(公共)은 

한자로 公과 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public의 어원이 common의 어

원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 미루어 공공성(公共性)은 public과 comm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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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해석해야 한다(임의영, 2018).

최근의 공공성 연구는 공공(公共)에서 共의 개념을 재조명 하고 있다. 公

과 私의 대립을 넘어 共의 역할을 통해 공공성을 보다 온전히 이해하고 실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병택, 2011; 차동욱, 2011; 조승래, 2014; 이동

수, 2015; 임의영, 2018; 최태현, 2019). 특히 共의 경계를 어떻게 보느냐

에 따라 공공성의 개념은 다변화한다. 共에 해당하는 영어 common, 

community는 고대 그리스의 오이코스(oikos)같은 비정치적 가족공동체, 그

리고 오늘날의 사적 결사, 혹은 배타적 공동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公과 私의 엄밀한 경계 구분과 대립관계는 모호해진다(신수임, 

2020).

共의 개념을 포함한 연구들은 공공성의 주체, 내용, 절차적 측면에서 공공

성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제시한다. 주체 측면에서 국가, 정부, 공공기관을 

주로 의미하나 확장하여 주권국민이나 시민사회, 사회화된 시장(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내용 측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

이 공유하는 가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가치로서 동양에서는 仁, 서구에서는 

자유, 평등, 정의, 형평, 박애 등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절차 측

면에서는 모두에게 열려있다(open)는 의미를 가지며 ‘참여’, 즉 민주주의가 

핵심적인 개념으로 고려된다(김경희, 2011; 이상봉, 2016; 최태현, 2019). 

여기에서 시민사회와 사회화된 시장, 공유하는 가치, 모두에게 열려있는 절

차 등은 모두 共의 속성에 해당한다(최태현, 2019).

2. 근대 이전의 公과 共

공공성을 살펴봄에 있어 公(public)과 함께 共(common)을 고려하고자 

하는 최근의 연구 흐름은 共의 개념을 포괄한 공공성 개념을 역사 속에서 밝

히며 근대 이전 공공성 개념이 현재 공공성에 대한 개념 이해와 다를 수 있

음을 지적한다(신수임, 2020).

아렌트(2019)에 따르면, 고대 아테네에서는 오이코스oikos라는 사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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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폴리스polis라는 공적 영역 분리되어 있었다. 가정이 없는 남자는 공론 

영역에 참여할 수 없었기에 사적 소유의 경계선을 신성시 했으며 폴리스 영

역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경쟁을 통해 뛰어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

다. 이에 대해 아렌트가 사적 부문에 대하여 공공영역이 대립한다고 보았다

는 해석이 있으나(이병택, 2011), 한편으로는 私의 역할을 통해 公이 보다 

온전해진다는 당시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병택(2011)은 아리스토텔레스의 ‘polis’와 ‘politeia’의 구분에서 公과 

共의 관계를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적인 결합으로부터 정치공동체

(polis)의 결합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치공동체의 역할을 통해 헌

정(politeia)은 11번에 걸쳐 변천을 이루며 발전했다. 즉, 私로부터 창출된 

共을 통한 公의 발전은 세 차원 간의 긴장과 균형 속에 민주주의가 성장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共이 和를 이루는 정치체제에 대한 지향을 가진 로마 

공화정은 원로원, 정무관, 민회라는 3개 기관이 기능과 권한을 나누어 가졌

다. 특히 민회나 비공식적인 예비 집회에서 시민들이 토론하며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다(차동욱, 2011).

중세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군주가 스스로를 공공성의 상징으로서 ‘짐이 

곧 국가’, ‘공정한 재판관’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버마스가 명명했

듯 이는 ‘과시적 공공성’일 뿐 왕권이 공공성을 독점할 수는 없었다. 영주의 

가계가 지배 관계의 중심이 되며 공적 활동이 사적인 가정의 영역으로 흡수

되어 공적 기능을 수행했다(하버마스, 2001; 아렌트, 2019). 박태호(1998)는 

이에 대해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을 뿐 공적 활동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친척 및 일하는 사람들을 가족의 테두리로 포괄하며 공동체를 구

성했고, 이 공동체가 공적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또한, 중세시대에는 공유지

가 존재했으며, 시민 공동체와 도시 간 연합세력들이 존재했다(하승우, 

2014). 즉, 겉보기에는 강화된 왕권이 공공성의 상징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지배체계에서 영주의 가계와 시민 공동체 등의 다양한 역할이 있었다. 15세

기 무렵에는 조국의 개념이 등장, 십자군 전쟁과 같이 조국에의 충성과 교황

에의 충성은 동일시되었고 ‘조국을 위한 죽음(Pro Patria Mori)’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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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tmann, 1973). 교회가 공동체를 지배하고 공동체는 신앙을 가장 중요

시 여긴 시기였기에 교회가 공공성의 기준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3. 公에 의한 공공성 : 근대영토국가와 사적소유권

16세기 이후 코페르니쿠스(지동설)와 케플러(행성운동)의 천문학, 갈릴레

이의 물리학, 존 레이의 자연사(식물 및 동물분류학 기초), 포르-루와얄 문법

(언어를 이성과 논리에 근거해 연구) 등 등장했다. 이러한 담론적, 과학적 실

천의 거대한 효과 중 하나는 신이 총체적이고 불변적이며 보편적인, 단순하

고 인지가능한 법을 통해 지배함을 보여준다. 이는 신이 세계를 사목의 방식

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칙을 통해 세계에 주권적으로 군림함을 

의미한다. 왕에 의한 인간의 통치를 정당화 해주었던 신과의 유비로서의 왕

의 통치는 깨지게 되고, 통치술의 발달, 즉 ‘국가이성’이 등장하게 된다(푸코, 

2011).

보테로가 사용하기 시작했던 ‘국가이성’은 '국가이유(國家理由)'로도 번역된

다. 보테로에 따르면, ‘국가는 백성에 대한 단호한 지배’로 국가이성은 ‘이런 

지배를 수립하고, 보존하고, 확장하는 적절한 수단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국가는 다른 윤리, 종교, 법에 우선하는 자체의 목적 합리성을 가진 존재로

서 여겨졌다(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여기에 17세기 부르주아의 경

제적 발달을 바탕으로 시민계급이 정치적 주체세력으로 등장하고, 민주주의

의 발전으로 이전의 봉건국가나 절대주의 국가와는 다른,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새로운 국가체제가 형성

된다(하동석·유종해, 2010). 민주적 정치 제도를 통해 정치가 국민을 대표하

고 법치주의가 확립되며 국가는 공공성의 상징이자 대리자로 자리하게 된다. 

근대적인 영토국가와 사유재산의 출현은 公과 私의 경계를 형성하며 公과 

私를 대립에 관계에 두었다. 30년 전쟁을 끝마치며 1648년 유럽에서는 베스

트팔렌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대적인 국민국가가 출현한다. 베스트팔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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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엄밀히 경계지어진 영토 내에서 배타적인 주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이

를 바탕으로 근대 국가는 영토 내부의 모든 사람과 사물, 사실 등에 대해 배

타적인 통치를 행사하는 영토적 주권을 가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 어느 

누구도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범하지 못하며, 또 침범 받지 않

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보편화 된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영토에 기반한 주

권 국가 간의 세력 균형으로 세계 질서는 재편된다(박배균·백일순, 2019). 

한편, 15세기부터 마을의 공유지들이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 사유화되어 

갔다.4) 본래 소유권 개념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사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의 사용과 수익에서 배제당하지 않을 권

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근대 이후에는 물건

을 사용하고 수익을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개인의 권리로만 축소, 확립되었

다(김용창, 2019)

개인의 사적소유권 개념은 로크(J.Locke, 1632-1704)에 의해 처음 지지

되었다. 로크는 신이 이 세계를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었으나 노동을 통해 개

인이 점유하고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빼앗는 것은 권리의 침해라 주장했다. 

개인이 제한없이 많은 양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것이고, 시민사회 역

시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한 제도라고 보았다(맥퍼슨, 1993). 

1789년 프랑스는 인권선언을 통해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신성한 권리이므

로, 법에 의해서 공공필요를 위하여 명백히 요구되는 것이 인정되고 또 정당

한 보상이 지불될 조건이 아니면 이를 박탈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근대적인 

소유권 개념을 출현시킨다. 로크(1685년)에 의해 주장5)되고 프랑스 인권선

4) 산업혁명 시기 부가가치가 높은 양모생산을 위해 지주들은 농민들을 토지에서 쫓아내었고,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유랑민으로 전락했다. 토마스 모어는 이를 『유토피아』
(1516)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고 표현했다.

5) 국가 공동체(commonwealth)란 시민적 재화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목적만을 위해 구축
된 결사다. 이때 ‘시민적 재화’(civil goods)란 토지, 돈, 생필품 등 외적 소유만이 아니라 
생명, 자유, 육체적 온전함,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시민 
통치자의 의무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통해 전체로서 인민과 개개인을 위해 이러한 것들
의 정당한 소유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것이다(Lock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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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1789년)에서 선언된 근대적인 사적 소유권의 불가침성은 배타적 영토성

을 가진 주권국가와 함께 근대 자유주의 정치제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이

데올로기적 기반이 된다. 

주권국가와 사적소유권은 公과 私의 철저한 구분을 가져왔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公과 公 사이에 경계가 그어졌다면, 사적 소유권 개념의 출현은 公

과 私 사이, 私와 私 사이의 경계를 긋기이다. 근대국가는 배타적 영토성과 

사적소유권을 지키는 공식적인 조직체로서 공공성의 대리자가 되었다. 

4. 共에 의한 공공성 : 시민사회와 공유

公과 私의 명확한 구분은 궁극적으로 ‘공적인 사적영역’으로서 ‘시민사회

의 공적영역’을 형성했다.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단어는 13세기부터 

등장했으나, 중세의 시민사회는 ‘세속사회’가 교회에 맞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는 사적 영역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용어였다.6) 절대주의 권력과 봉건

귀족 간의 세력 균형 속에서 육성된 신흥 부르주아는 자신들만의 공공영역을 

만들며 근대 시민사회의 초기 모델을 보여주었다. 정치 문제를 비롯하여 각

종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해 나갔다(임혁백, 2008). 

근대의 특징 중 하나로 시민사회가 거론될 만큼 시민사회는 중세적 세계

관을 탈피하여 중세와 근대의 획을 긋는 변화를 제공했다. 17세기 발표한 

로크의 『통치론』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여 자신

의 자연권을 공동체에 양도한 것으로 시민사회를 설명하며 정치사회와 시민

사회를 구분하지 않았다(Locke, 2002). 18세기 후반 영국 계몽사상가들은 

중세적 세계관을 탈피하여 시민사회를 추상적 실체로 인식했다. 사적 영역이

라는 전통적 구분을 탈피하여 사적 영역이지만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유동적

6) 아렌트는 중세의 경우 근대의 ‘사회’와 같은 개념은 아니었고 중간영역이 부재하였다고 보
았다. 여기서 아렌트의 ‘사회’ 개념은 사적 영역의 확대이면서 사적 영역을 공론화 한 영
역이다(아렌트, 199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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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역, 즉 공적인 사적 영역으로 보았다. 오늘의 ‘public’이 사적 영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것과 달리 부르주아적 공공영역은 사적 개인

들의 친밀한 영역(내밀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20세기 초 J.타르드가 제시한 

‘공중(public)’ 개념 역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의사소통을 하며 민주주

의를 구현하는 존재였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의사는 시민사회라는 공

론장과 공공영역, 국가기구를 거쳐 법규범화되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제시된 

것이다(윤수재･이민호･채종현 편, 2008).

중세 봉건제의 토지제도는 지주의 토지 지배권에 대한 소작인의 커먼즈적 

권리가 존재했었으나, 근대에 들어 인클로저가 진행되며 공유지가 파괴되었

고 사적 소유권 체계는 확립됐다(김영희, 2018). 하딘이 『공유지의 비극』

(1968)에서 소유권이 모호한 공유지는 자원의 남용과 고갈을 가져온다 주장

한 바와 같이 배타적 소유권에 기반한 근대국가 체계에서 공유의 자리는 점

차 축소되었다. 

하딘의 주장에 반박하며 출간된 『공유의 비극을 넘어』(1990)에서 오스트

롬은 국유와 사유, 국가와 자본으로 나뉜 소유권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 

규제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사적 소유권

에 기반한 시장메커니즘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즉, 두 방식 모두 비효

율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오스트롬은 사례 분석에서 공동체적 자치 관리를 

통한 공유의 방식을 제시했다. 자본에 의한 시장 외에 공동체에 의한 시장 

형성으로 외부의 무임승차는 배제하고 공유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가능함을 보였다(볼리어, 2015). 

근대적 소유권 체계의 한계에 대한 지적 속에 공유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

어지며 국가와 자본이라는 이두체제에 공동체가 더해질 수 있음을 보였다. 

공유재는 근대의 대안적 실천 운동의 하나로서 법제화를 위한 시도7), 국제적 

선언8)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새로운 실천들은 공유경제 기반에서도 개인이 

7) 이탈리아는 법무부 산하 로도타 위원회에서 재산권 구분에 공유재를 추가하여 공공재, 사
유재와 함께 3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개혁안을 제출했다(이병천, 2018; 강민주·이병천 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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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 아래 생활 형성이 가능하며, 따라서 자유권의 보장을 위해 재산권

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지도, 재산권의 보장이 반드시 사적 소유권일 필요

도 없음을 보인다(김용창, 2019). 오히려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배타성이 높아진 소유권의 발달로 인해 “반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반공유재의 비극은 

Heller(1998)가 제시한 개념으로써, 소유자가 너무 많아 사용자가 자원을 효

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공유재 연구는 커먼즈 이론 분과를 형성하며 디지털 커먼즈, 사회 커먼즈 

국가 신탁 커먼즈, 전 지구적 커먼즈, 지각과 존재방식으로서의 커먼즈 등 

“문화적 정체성, 삶의 방식, 윤리와 내적 감성”의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

다(권범철, 2020). 특히 도시에서 공유는 자본주의적 도시화에 의한 피해를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잉여의 생산과 분배를 사회화하고 누구에게나 개방된 

새로운 공동의 부를 확립하는 방법으로서 모색되고 있다(하비, 2014). 

5.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공공성은 종종 개인의 자유와 대립한다는 인식을 가지고는 한다.9) 사적 

자유와 공공성을 대립의 구도 속에서 공공성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며 

개인의 욕망은 공동체의 선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하는데, 이

는 개인의 욕구와 공동체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사회의 

공동책임과 관계, 토론에 기반한 소통을 강조하는 공공성의 개념은 개인보다

는 전체를 강조한다는 인상을 준다.10) 

사실 개인과 자유는 공공성의 개념적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성 담

8)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된 “2009 세계 사회 포럼”에서는 공유재의 개념 세계 시민에게 호소
하는 선언을 입안했다(윌재스퍼, 2013). 

9) ≪연합뉴스≫. 2016.3.10. "의사 직업 자유 침해" vs. "의료공공성 위해 필요"

10) 공공성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속에 부각되었기에 공공성은 사(私)의 최우선성을 주장
하는 신자유주의와 대립각에 있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임의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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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주요한 철학자인 아렌트와 하버마스에 영향을 미친 야스퍼스는 존재론

적 개인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에 따르면 공공성의 근원적 이념은 자유이

다. 주체적 측면에서 자유인을, 과정적 측면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내용적 측

면에서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야스퍼스의 실존철학에서 개인의 존재 원

리로 삼는 자유, 소통, 책임은 정치적 자유, 정치적 소통, 정치적 책임을 기

본원리로 하는 정치적 실존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임의

영(2018)은 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행정의 일차적인 과제는 국민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것이라 보았다.

아렌트는 그리스 도시국가 이전의 시대에 존재했던 자유로운 삶의 모습, 

즉 서구적인 정치적 자유의 원형을 포착한다. 고대 그리스어는 인간의 삶을 

생물학적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zoe, ζωή)로서의 삶과 정치적 삶인 비오스

(bios, βίος)로서의 삶을 구분했다(아렌트, 2019). 자유로운 시민은 조에적 

삶, 생물학적 필요에서 자유로워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드러내는 주체이며, 

公적 공간이란 그러한 행위에 의해 구성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라

고 보았다. 즉, 자유란 남을 지배하지도 않고 또 지배를 받지도 않는 것이

며, 함께 정한 법의 영역 가운데서 서로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

이다. ‘법 앞에 평등함’의 실질적 의미는 자유로운 말하기, 평등하게 말할 권

리로, 자유로운 말하기는 자신과 동등한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유는 평등한 사람으로서 상호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김선욱, 

2019). 

동양에서도 『논어』의 '君⼦和⽽不同 ⼩⼈同⽽不和(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

화)'는 和를 同과 구분하며 개개인의 다름을 어우르는 和의 중요성을 말했으

며,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에서는 공공성이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발현되도록 지원하는 장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이나 공화주의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자치(self-government)를 말한다. 자유주의적 자유만으로는 스스로

가 주인이 된다는 자치의 이념에는 도달하지 못하기에 마이클 샌델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가진 불만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며 공화주의적 자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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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부활을 주장하기도 했다(김선욱, 2019). 공화주의적 관점의 최태현

(2019)은 인간의 실존적 삶, 정치적 참여,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삶에 착근된 공동체 단위가 구현하는 공공성에 대해 주장하며 국가

의 역할 역시 조정되어야 한다 보았다.11) 

요컨대, 인간의 실존적 삶이자 공공성의 근원적 이념은 자유에 기반하며 

자유란 개인의 의견을 평등하게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려있어 스스로가 주인

이 되는 자치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론장은 개인이 

자유에 온전히 이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 和를 이루는 공간이 된다.

6. 공공성 개념의 수정과 확장

공공성의 어원과 개념의 역사적 변천은 公과 私의 엄밀한 구분은 모호하

며 共의 역할이 존재함을 보인다. 共은 公을 추동하는 공적인 사적영역으로

서 역할했다. 公과 私의 이분법을 넘어 共을 고려함으로써 단순히 시장에 대

비되는 국가 부문의 가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아우름으로써 사회적 가

치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共에 주목할 경우 공공성 개념은 公의 관념과 공

동체의 관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윤수재･이민호･채종현 

편, 2008).

私는 共을 추동하고, 共은 公을 만들어 가는 로마 공화정을 비롯한 중세와 

근대에서의 公과 共과 私의 역할 관계는 공공성에서 私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私는 공공성의 개념에서 公共과 대립하거나 절제되어야 하는 대상

이 아니며, 인간의 실존적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公과 私를 경계 

짓기 어렵다. 公과 共은 사적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

11) 특정 개인이 반드시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신의 선호를 형성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복수의 공동체 간에 보완과 대체를 통해 자신의 선호가 표출되는 것
이 가능하다. 또한 돌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친밀성에 기반한 개인 필요의 세밀한 이
해 없이는 올바른 돌봄이 불가능함을 잘 보여준다. 친밀성은 실제 삶에서 복수성을 해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최태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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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론장을 형성하며, 자치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근대 이후 국가가 공공성의 담지자로서 역할하는 국가에 대한 

최근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국가 역시 여러 사회세력과 시대적 변화 속에

서 자신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기에 규정된 공공성의 상징을 벗어나 다

채로운 모습을 제시한다(제솝, 2010; 지주형, 2001). 

공공성에서 公과 共과 私의 변증법적 과정은 결국 공공성 개념이 국가 중

심에서 共과 私를 고려하여 보다 확장되어야 함을 보인다. 신수임(2020)은 

共의 개념을 고려하여 주체, 내용, 절차적 측면에서 공공성 개념을 재정의한 

최태현(2019)의 정의를 기반하여 公과 共을 추동하고 기반이되는 私의 공적 

역할에 주목하여 공공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확장된 공공성 개념에 기반하여 주택 공공성을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사회

주택의 공공성에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구분 公 public 共 common 私 private

주체 국가. 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권국민

내용 仁, 자유, 평등, 정의, 형평, 박애 등

절차 열려있음, 참여 민주주의

한계의 사례 국가의 독재 나치, 인종주의 등 개인이기주의

표 5 공공성의 개념의 범주

출처 : 신수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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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택의 공공성

1. 사적 개인의 주택

주택은 개인의 생명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은신처이자 동시에 

사회적 기회와 자아실현의 공간이다. 

(1) 인권으로서의 주택

<주택법>에서는 주택에 대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

고 있다. 또한 <주거기본법>에서는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

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외부

의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물리적 시설물로 기능함이 주택의 

기본적인 역할이며 정의이다. 

모두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에 주거권은 인권으로서 인정된다. 거주자

의 삶을 담아내며 자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노동에 대한 휴식의 공

간으로서 육체적·심적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택은 거주자의 교육, 일

자리, 각종 편의시설에의 접근성을 결정한다. 주택의 크기와 품질은 거주자

의 건강, 학습권에 영향을 준다. 과밀과 비위생적인 주거에 거주하거나, 임대

료를 지불하지 못해 쫓겨나거나 주택이 부족하여 구입 또는 임대를 하지 못

하는 등 적절한 주거의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내지 신분을 유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어진다(박신영, 2000). 주택은 내밀한 사적 공간이면서 한편으로는 외부 세

계로 나아갈 준비의 공간이며 사회적 기회들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한다. 

1948년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요건으로 주택을 포함시켰으며, 1966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서는 적정 생활 수준의 조건 중 

하나로 주택이 제시되었다(로젠펠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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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12)을 통해 특히 

주거권에 대한 국제법으로 주거권의 실제적 의미를 규정했다.13) 머리 위에 

지붕만 걸쳐 놓은 피난처 형태를 주거로 인정하는 협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주거권은 “주거의 안정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안락한 주거환

경을 누리며,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견지할 수 있는 권리”라 말했다. 적절

한 주거의 요소를 정의하며 점유 안정성, 사회 및 기반시설 접근성, 부담가

능성, 물리적 거주적합성, 거주자의 특성을 갖춘 주거공간, 생활시설 접근성, 

문화적 적합성을 제시했다(UN, 1991; 한국도시연구소, 1999; 로젠펠트, 

2017; 여경수, 2019). 이는 주택이 거주자의 다른 인권들에도 영향을 미침

을 의미한다. 

12) 사회권위원회는 국가들이 제출한 보고서들을 검토하여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의 
형태로 발표. 일반논평은 규약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국제인권기준을 명확하게 제
시하는 효과가 있음(국제인권소식통 http://www.tongcenter.org/escr/escr_intro)

13)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4. 1991

1948년 유엔총회

“세계 인권 선언”

제25조 1항 :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및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1966년 유엔총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1조 1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신

과 가족에게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적정 생활수준을 누리고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한다. 당사국은 국제 협

력의 본질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자율적인 권리 실현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1969년 유엔총회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

제10조 : 개발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적절

한 주택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1991년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호 :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7항 : 주거에 관한 권리는 머리 위에 지붕만 걸쳐 

놓은 피난처 형태를 주거로 인정하는 협의로 해석되어

서는 안 된다. 이 권리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권리로 해석해야 한다.

자료: 각 규약 및 선언문 ; 로젠펠트, 2017. 수정

표 6 인권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유엔의 주장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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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연결된 인권의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도시연구소, 1999; 김인회, 2007 ; 하성규, 2010 ; 로젠펠트, 2017).

① 보건/건강 :　주택 품질 저하(관리 및 유지보수 부실 포함), 주거 불안

정과 노숙은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정과 사회에 경제적 손

실을 가져온다. 질 낮은 주택은 직장/학교에서의 낮은 성취도, 건강 문제에 

관한 보건 예산 투자를 불러온다. 양질의 저렴 주택에 대한 접근은 주민 건

강 향상과 학업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보장한다.

② 고용 접근성 : 주택의 입지는 노동시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고

용에 영향을 준다. 경제활동영역은 주택의 입지 결정에 큰 영향을 주며, 주

택의 위치는 근무가능한 직장의 범위를 결정한다. 고용의 기회를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교육 :　주거 불안정과 가계 부채는 아이들의 학업과 성공을 위태롭게 

하고 장기적으로 성취 격차를 만들 수 있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은 아이들에

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육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과밀 주

택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간의 학습능력에는 큰 차이를 보

인다. 주택의 입지에 따라 이용가능한 교육자원도 달라지기에 교육환경은 다

시 주거지의 특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④ 교통 접근성 : 부담가능한 주택은 도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중

요하다. 교통 접근성 부족은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며, 일자

리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실업 가능성을 높인다. 일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시간과 돈은 교통에 투자되며 a)가스 배출량 증가, b)직장에서의 효율

적인 시간 사용 감소, c)노동 효율성 감소가 발생한다.

⑤ 지역사회 : 생활권 내에서의 환경조건은 주거생활에 영향을 준다. 물리

적 기반시설은 물론 거주하는 이웃과의 교류는 거주자의 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과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⑥ 가구의 경제적 안정 :　주거비의 규모는 가구의 다른 지출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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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높은 주거비는 음식, 건강, 에너지, 의복, 교육 등 중요한 지출을 어

렵게 할 수 있기에 가구의 소득대비임대료(RIR), 연소득대비주택가격(PIR)은 

주거복지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는 한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가구의 중요한 욕구 충족, 미래를 위한 저축을 가능하게 한다.

(2) 자아 실현의 공간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였는데, 주거 공간은 이를 실현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14) 매슬로우가 제시한 욕구의 단계는 생리적 욕구, 안

전 욕구, 애정과 사회적 소속 욕구,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낮은 단계

의 욕구가 충족되면 위계상의 다음 단계 욕구가 나타난다(Maslow, 1943

).15) 은신처로서의 주거가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나 사람에게는 사회적 욕구와 자존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그 다음 욕구로서 발현된다. 주거 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혈연 내지 

비혈연 구성원와 애정과 소속감을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 내의 마을, 학교, 

직장 등에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며 성취감과 자아에 대한 존중감을 형성하

게 된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마지막 최상위 단계로 매슬로우는 나중에 자기 

14) 곽인숙(1992)은 이에 근거하여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안락과 편리의 욕구, 사회적인 
상호관계 유지 욕구, 자아실현과 미적인 욕구가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다고 보기도 했다.

주거욕구단계 정의

생존 욕구
피난처로서의 주택기능으로 생존하기 위한 수면, 식사, 호흡 등의 행동 수행을 위한 주택 내의 따

뜻함과 시원함, qlx, 공기, 환기를 기대

안전 욕구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소유 재산에 대한 보호 욕구가 발생하게 되어 신테적 사회적인 보호 서

비스 제공을 기대
안락과 편리 욕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사회적인 상호관계 

유지 욕구

사회화와 교육에 적합한 주거환경 및 주택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식하고 자기 표현의 장소

이기를 기대
자아실현과 미적인 

욕구
주택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아름다운 주택이기를 희망

출처 : 곽인숙(1992) 논문에 근거하여 정준현·김진화(2009) 재구성

15) 매슬로우는 계층구조 방식으로 욕구 단계를 제안했지만, 계층 구조를 엄격하게 단정하지
는 않았다. 사람에 따라 보다 중요한 욕구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사랑보
다 자존감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Maslow,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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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의 욕구를 추가하기도 했다. 사람은 나아가 타인을 돕고 외부의 무언가

와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현실의 반례에 대한 주장을 반영했다.16) 

주거 공간에서도 매슬로우 욕구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와 자

기실현의 욕구가 추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주거 공간을 통해 자

신을 표현하고 그 공간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웃

을 돌봄으로써 자기초월의 욕구를 실현하기도 한다. 

↑

자기초월 욕구
(타인을 돕고 자기 외부의 무엇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자아실현 욕구
(자기 잠재력 발휘)

존중 욕구
(성취, 인정, 존경, 능력에 대한 욕구)

애정과 사회적 소속 욕구
(수용, 우정, 친밀감, 관계에 대한 욕구)

안전 욕구
(보안, 안정감, 건강, 집, 돈, 일자리에 대한 욕구)

생리적 욕구
(공기, 음식, 물, 잠, 온기, 운동에 대한 욕구)

그림 4 매슬로우의 욕구 6단계

주거공간에 대한 필요와 만족은 결국 은신처로서 최소한의 필요를 넘어 

타인과 연결되고 자아를 실현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한다. 사람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주택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거주자

의 활동에 의해 의미가 더해진다. 우리 말 ‘집’은 사물로서의 집(house)과 

가정 혹은 가족으로서의 집(home, family, 家)의 뜻을 함께 가진다. 물리적

16) 후대 학자들은 존중 욕구 다음에 인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를 추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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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간으로서의 집과 그 안의 삶(거주)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모

든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아가 신체와 자연, 우주도 하나의 집으로

서 거주함이 있다. 거주하는 일 자체가 바로 사는 일이며 존재하는 가장 근

본적인 방식이기에 주거는 자아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홍형옥, 2005; 

강혁, 2008). 

2. 마을 안의 주택

은신처로서의 기능에 더하여 근대 이전 집은 하나의 노동과 주거의 공동

체였다. 과거에는 가구가 실생활과 관련한 모든 일을 내부에서 처리하는 자

급자족의 단위로서 하나의 주택 안에서 노동과 휴식, 수면, 식사, 기도가 이

루어졌다. 근대 이후 특정한 노동들이 떨어져 나오게 된다. 근대적 주거 공

간은 기능들을 분리하며 안과 밖을 구분하고, 집은 개별 가구의 생활 공간으

로서 주된 기능을 수행한다(박태호, 1998; 호이써만·지벨, 2014). 거주자의 

범위도 근대 이후 핵가족으로 한정되며 주택은 보다 내밀한 사적 공간이 된

다. 18세기까지 대가구는 48~50명, 중간 규모의 가구는 20~25명, 소규모의 

가구는 8~10명으로 혈연관계의 친척, 비혈연관계자, 예속된 노동인력들을 

포괄했다. 산업화와 함께 핵가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주택에

서 퇴장한다. 

17세기 말까지는 주택 내에서 누구도 홀로 있지 않았다. 혼자 있기 원했

던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야 했으나, 주택 내에 핵가족만 남고 노동과 주거

가 분리되며 주택은 홀로 있을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으로 구분지

어졌다(호이써만·지벨, 2014). 즉, 현대 사회에서 주택은 매우 사적이고 내

밀한 공간으로 여겨지나 이는 근대에 이르러 형성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삶과 집의 일치 내지 통합은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집은 자신의 존재와 집안

과 동일시되고, 마을, 도시, 나라와도 이어진다(강혁, 2008). 

거주(居住)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으로서, 의미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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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 의지, 삶의 과정, 장소적 맥락이 내포되어 있다. 

즉, 거주란 물리적 공간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간과 환경, 인간의 경험이 켜

켜이 쌓여 만들어진 공간이며 경험이고 문화라고 볼 수 있다(김현정, 2021). 

슐츠(Norberg-Schulz. 1985; 홍형옥, 2005. 재인용)는 ‘거주한다(to 

dwell)’는 것은 ‘주거에 있다(be at home)’와 동일하기에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은 지붕과 그 넓이겠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주거는 부분이 아니라 연속

체라는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코르섹-서파티(Korsec-Serfaty. 

1979; 홍형옥, 2005. 재인용)는 주거를 사회적 심리적인 결정체로 주거에 

대한 사회적 사용과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주거의 의미는 주거를 

통한 사람들의 활동, 주거의 쓰임와 사용에 연관되어 의미지어 진다는 것이

다. 사람과 주거환경의 상호작용 속에 주거는 그 의미를 가진다. 

(1) 자연환경 속의 주택

주택이 자리잡는 지역의 기후는 주택의 난방방식과 바닥구조 등 건축 양

식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경우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의 주거양식이 달랐

다. 백제는 고구려보다 따뜻한 지역으로 기후가 온난하고 바닥이 습하여 산

에서 많이 살았다. 고구려의 온돌이 백제로 전하여 유행하기도 했으며, 신라

는 마루를 사용했다. 기후는 재료의 제약 또는 사용 이유이기도 했다. 북쪽

에 위치한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는 보온을 위해 겹집으로 구성하나 중부 

및 남부 지역은 홑집으로 ㅡ자 ㄷ자 T자 형태 등으로 만들었다(홍형옥, 1992).

마을의 지형은 개별 주택의 향(向)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를테면, 민간에

서는 일반적으로 동향이나 남향을 주로 선호했으나, 양동마을의 경우 지형과 

지세를 고려하여 남향 주택을 제외하고 남쪽 대문을 피하는 것이 상례였고 

서북쪽과 동쪽에는 대문을 두지 않았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음양오행에 더

해져 풍수지리설은 도참사상과 결합하여 고려시대 사회 일반에 영향을 주었

다. 수도 및 지방 도시, 사찰의 위치 선정을 비롯하여 주택의 위치와 향, 택

일에도 풍수와 음양오행을 고려했다(홍형옥, 1992). 풍수설은 인간의 길흉화

복이 집터나 무덤자리에 의해 영향을 받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도읍지의 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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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형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산과 물과 방위를 기본적인 요건으로. 고려시

대에는 있던 이층집이 조선시대에는 없는 이유 중 하나로 풍수설의 영향17)

이 제시된다. 이중환은 택리지의 복거총론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고장은 첫

째 지리, 둘째 생리, 셋째 인심, 넷째 산수를 갖추어야 하며 이 중에 하나라

도 빠지면 낙토가 아니다”고 하였다(김광언, 1988).

(2) 문화 속의 주택

집은 다양한 문화요소의 복합체로 집에는 인간의 사상이나 믿음, 인생관

이 스며들어 있으며 생활양식이나 관습, 사회제도에 따라 집의 형태도 바뀐

다. 한국의 경우 가신(家神)사상이 있어 성주신, 터신, 조상신, 삼신 등과 같

은 신적 존재들까지 포괄하고 있다. 

성주신은 집 자체를 지켜 주는 신령이다. 다른 신들은 깃든 장소나 구실

이 한정되어 있으나 성주신은 집 자체의 신으로 받들린다. 이사하거나 집을 

지을 때 집 주인과 성주의 운이 서로 맞는지 알아보는 ‘성주운 보기’는 가신

과 집, 거주자와의 관계성을 엿보게 한다. 터신은 집터를 관장하는 신으로 

토지신 또는 터주신이라고도 한다. 쌀이 담긴 단지를 뒷마당이나 장독대에 

모신다. 조상신은 안방 시렁 위에 모시며 작은 단지 안에 쌀을 넣어 조상의 

위패처럼 모신다. 삼신은 아이를 낳게 해주고 건강하게 키워 주는 여성신이

며, 조왕신은 부엌신 또는 부뚜막신으로 부뚜막 뒷벽 한 가운데 작은 턱을 

붙이고 물이 담긴 종지나 작은 단지를 올려 놓는다. 업은 집의 재운을 관장

하는 신으로 아이가 태어난 이후 집에 재운이 붙고 여러 좋은 일이 일어나

면 ‘업동이’라고 부르며 귀여워하기도 한다. 문을 통해 복이나 재운이 들어오

고 악운이나 잡귀도 들어오기에 대문신이 잡귀나 악운을 막아주는 존재이다. 

가정 뿐만 아니라 큰 절이나 마을 입구에 문신(⾨神)을 세우는 이유다. 집안

에 외양간이 있었기에 소가 병들지 않도록 도와달라 축원을 담은 외양신도 

17)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만일 높은 집을 지으면 반드시 자손이 쇠퇴하게 된다는 기록이 있
어 태조 이래 궁궐 안에서 집을 높게 짓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금지시켰
다고 한다(김광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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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다. 집안의 여러 신들이 장수와 평안,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던 반

면 뒷간신은 노여움이 많아 잘 받들지 않으면 탈을 입히는 존재다(김광언, 

1988).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 주거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졌는데, 지배층

과 피지배층의 주거로 양분되어 주거규범이 자리잡아 있었다. 주거의 의미와 

사용, 형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 규범이 달라지기에 시간에 따라 변

화한다. 한 지역 내에서도 시간에 따라 실학사상, 개화사상, 내외사상 등의 

영향에 따라 주거의 형태는 바뀌어 나갔다. 주택 내에서는 가부장제, 가족내 

서열에 따라 방의 위치와 크기는 결정되었다. 유교사상은 고려말에 이르러 

지배자의 통치이념에 그치지 않고 백성 일반의 생활규제에 이르렀고, 물리적 

건축물에 의해 지지되었다. 사당이 가옥 내에 위치하고, 규범문화에 따라 남

편은 사랑채에, 부인은 안채에 기거하는 양식 등이 존재하였다(홍형옥, 1992; 

홍형옥, 2005).

(3) 사방세계에 대한 돌봄으로서의 거주

주택은 거주를 위한 공간이며 거주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육체적 

안전을 보호함이나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거주를 넘어 하이데거는 거주의 의

미를 존재론적으로 해석한다. 

하이데거는 거주의 어원인 고대 작센어 ‘wuon’ 또는 ‘wunian’의 의미가 

‘평화로이 있음’ 혹은 ‘자유로이 있음’으로, 즉 어떤 것이 그것의 본질 안에 

보호된 채 머물러 있음이라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거주함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는데, 어떤 것이 그것의 본질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위협으로부터 소

중히 보살핌이라 했다. 죽음을 아는 죽을 자로서의 인간의 거주함은 체류하

는 이 땅 위에서는 곧 하늘 아래를 의미하며, 신적인 것들 앞에 머물러 있으

면서 동시에 인간이 상호 간에 속해 있음이다. 즉, 땅과 하늘, 신적인 것들

과 죽을 자들이 하나로 포개진 ‘사방’을 본질 속에서 소중히 보살핌이 인간

의 거주함이 된다. 플라톤이 언급한 바도 있는 사방은 세계를 하나의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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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로서 파악하는 고대 개념이다. ‘사방을 보살핌’은 4중적 보살핌이다. 인

간의 거주함은 땅을 구원하고 하늘을 받아들이며 신적인 것들을 기다리고 죽

을 자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있게 된다(조형국, 2005; 박유정, 2012). 

주택은 ‘사물 곁에서의 체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방에 대한 보살핌

이 통일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이자 방식이 된다. 인간은 주택에 거주함은 근

대적 개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돌봄만이 아니며 하늘과 땅, 이웃에 대한 돌

봄이다. 하이데거가 본 인간의 거주함은 총체적 관계망 안에 있다. 

거주함의 이웃에 대한 책무는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 “3. 소유권은 의무

를 수반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에서

도 불 수 있으며, 홍형옥(1992)은 주거에 관한 “집단적 무의식”이 담기는 우

리 사회의 주거규범이 역사적 책임하에 올바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으로서의 주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시설물로서 자연환경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으로부터 개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주

택은 의료, 교육과 같이 일종의 가치재18)로서 분류할 수 있다. 가치재는 개

인의 소비 수준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재가 비경합성과 비배

제성에 근거하여 규정됨에 비해 가치재는 재화의 소비에 경합성이 있고 배제 

또한 가능하다. 인간으로서 누구나 필요한 재화로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소비자 주권이 발현되기 어려운 주택

에 대해 공공이 공급에 참여하여 저소득층이어도 주택의 소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공동체 내 각 개인의 주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주거권을 

기본적인 권리로 공인했다. 특히 1996년 ‘제2차 세계주거회의’에서는 주거권

18) 가치재는 개인의 소비수준이 적정수준에 미달하게 되는 재화나 서비스로 시장이나 사회
에서 요구하는 최적수준까지 소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가치재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사회적인 가치가 개인적 가치보다 더 큰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공용주택서비스 등의 재화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온정주의 관점에서 국민에게 가치재
를 소비하도록 강제함에 대해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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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규약으로 주거권을 명문화하며 국가가 

문제의 권리를 보장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

다.19) 이는 식량위기 또는 기근을 맞았을 때 특히 관련 있으며 위원회는 특

정 협약국들이 특히 강제 퇴거 행위로 인해 주거권을 위반하는 경우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20) 

주거문제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주택정책에서 전략적으로 택해지기도 한

다. 공공프로그램으로 시장을 대체하려는 정책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정책대상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주택문제 전략은 단순한 거주지 이상의 

것을 제공해야 한다. 가족생활, 교통 발생량과 유형, 근린지구의 수준과 사람

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 노동시장과 정치활동 참여 기회, 다양한 

사회집단의 분리와 통합, 에너지 소비와 생산 및 분배 등이 해당한다. 다양

한 소득과 선호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유연한 토지 공급과 다양한 

가격, 질적 수준의 제공이 필요하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사회에 대한 권한 위임 전략(enabling strategies)은 공적 보조의 

지렛대 효과를 증진시켜 더 많은 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자신들의 자원

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나 집단에 보조를 집중시키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없이는 아무런 보장을 하지 않는 방법이다(피터홀, 

2005). 

(4) 주택의 사회성

주택은 고정된 위치에서 하나의 원자화된 단위를 가지는 구조물이나 동시

에 사회조직의 일부로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재로서 존재한다. 주

19) 국제규약으로 주거권을 명문화하고 이웃국가로서 지원하기까지 하는데는 국가별로 의견
이 나뉜다.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은 주거문제를 정책 목표로는 삼으나 국제법상 권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서유럽 복지국가는 적정한 주거에 대한 의무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이기에 지지하고 있다(한국도시연구소, 1999).

20) 유엔인권해설집 16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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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특징에 대한 학자별 정의를 보면 물리적 구조물로서의 의미 외에 다음

과 같은 사회적 의미를 더한 상태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윤혜정·장성

수, 2003; 김인회, 2007; 로젠펠트, 2017). 

-스미스(W.F. Smith) : 주택은 거처, 프라이버시, 입지, 투자 등 여러 측

면을 지니며 주택은 사회적으로 축적된 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

하고 계획하는 일련의 활동들의 결합으로 파악해야 한다.

-폴 스피커(P. Spicker) :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양식과 

사회관계 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주택정책학자 도니슨(Donnison) : 주택은 단순한 하나의 시설물로 평가

할 수 없으며 입지나 주거수준에 따라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결정할 수 

있다. 

-터너(John Turner) : 사람들은 주택을 짓고 거주한다. 즉, 동사로서의 

주택은 주택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주택건설을 기획

하고, 생산하고, 사용하고, 유지관리하는 동적인 과정이다. 

-하브라켄(J. Habraken) : 주택은 거주(생활)와 건설(생산)이라는 두 영역

의 결합이며 거주는 개인적 측면(가정)과 사회적 측면(커뮤니티)을 모두 

내포한다.

주택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에서 주택은 공통적으로 주택과 지역사회(커뮤

니티)와의 결합, 거주와 건설의 연계, 공급과정에서의 모든 활동의 조직화 등

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택은 건강, 경제,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등 많은 분야에 연결되어 있

는 통합적 성격을 가진 재화이다. 또한 주택은 사회통합과 지역 사회 안전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다. 주택

의 통합적 특성은 주택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의 통합적 고

려를 요구한다(로젠펠트, 2014). 일정한 커뮤니티 내에서 주거문제가 발생함

은 물리적 조건 외에 다양한 변수가 상호작용함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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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폭넓은 사회적 문제이다. 주거문제는 위생, 질병, 

교육, 이웃 간의 소통, 범죄의 문제까지 야기한다(임경수, 2012). 

주택이 지닌 입지 고정성은 주택정책에서 지역사회, 지역단위 개념이 매

우 중요함을 보인다. 주거문제는 공간현상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지역의 특성

으로서 기능한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노동자의 집중에 의해 도시의 주거

수준이 저하되고 달동네, 산동네,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대변하

는 지역이 있음이 그 예이다(하성규, 2018). 

(5) 지대의 사회공동체적 성격

근대 민법의 발전에서 자본주의 법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사적 자치

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3대 원칙을 확립했다. 소유권은 자신의 물

건에 대해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

리로 <민법>21)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22)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

을 보장하고 있다. 각 개인은 이에 근거하여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여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다. 

사실 재산권 개념은 과거 물건이나 수익 형태만 소유의 대상이었다가 점

차 배타적으로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로 축소되

었다. 배제할 권리와 함께 배제 당하지 않을 권리가 모두 포함되었으나 배제

할 권리, 양도 가능한 권리로 축소된 것이다(김용창, 2017; 김용창, 2019). 

주택시장 자체도 근대에 이르러 형성된 것으로 시장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는

다. 중세까지 주택은 상속, 고용, 또는 스스로 집을 지음으로써 취득이 가능

했다. 18세기부터 상업도시와 자영업도시에서 원시적 형태의 주택시장이 생

성·발전하기 시작해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화가 진행된 19세기에 이르

러 본격적인 매매·임차시장의 발전이 있었다(호이써만·지벨, 2014). 

21) 민법 제211조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2) 헌법 제23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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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은 개인의 자유와 독립의 밑바탕으로서 기능하기에 근대 이후 사유

재산권에 대한 간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 노동과 소유의 동일성이 깨지고 소유에 따른 불평등이 

커지며 소유는 오히려 개인의 독립기반을 훼손하기에 이른다(김용창, 2019). 

“소유란 도둑질이다.”23)라는 명제를 제시한 프루동(Proudhon, 1809-1865)

은 인간은 소유함으로써 능력 이상의 것을 탈취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가 배제

권과 불로수득권에 의해 평등과 자유 의지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즉, 주택은 

사유재산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독립의 기반이 되기에 이를 헌법을 통해 보장

하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 오히려 평등과 자유

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프루동, 2005). 

특히 주택은 위치로 인한 지대 차액이 발생한다. 이는 개인의 노동이 아

닌 소유와 이웃 환경에 따른 이득으로 지대차액이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플라톤과 존 스튜어트 밀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제기가 있

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1990) 역시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은 토지소

유자의 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사회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김용창, 2019). 주택의 지대 차액으로 인한 이득을 소유주가 

독점할 수 있는 주택체계로 인해 주택시장은 투자수요와 소비수요24)가 혼재

되어 발전했다. 주택은 지대 차액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소비되어

23) 프루동은 그의 저서 「소유란 무엇인가」에서 소유가 도둑질임을 논증하기 위해 도둑에 대
한 어원을 분석하였다. 프랑스어 도둑voleur은 라틴어로 fur 또는 latro으로, “나는 가져
간다phôr”, “나는 강탈한다lathroô”를 어원으로 한다. 도둑의 관념은 자신의 것이 아닌 
어떤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숨기고 가져가고 빼앗는 사람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동사 
gannab은 〈떼어두다〉, 〈전용하다〉는 의미로, 십계명의 여덟 번째 계율, lo thi-gnob(〈도
둑질하지 말라〉)는 〈아무것도 너를 위해서 간직하지 말라〉, 〈너를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뜻이다. 〈훔치다voler〉라는 프랑스 동사의 어원 voler는 사람의 손바닥을 뜻하는 
라틴어 vola에서 온 말로, 카드놀이에서 모든 패를 다 따내는 것을 뜻한다. 프루동이 제
시한 소유가 도둑질이라는 명제는 결국 소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측면에 대한 이의제기다(프루동, 2005). 

24) 투자수요는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추구할 수 있는 기대자본이득에 따른 수요이며, 소비수
요는 접근성, 교육환경 등의 주거환경 편익을 소비하기 위한 가구의 수요이다(박종훈, 
2019). 투자수요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금융제도의 강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투자동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노영훈, 2018; 
최우섭․서원석, 2017; 박종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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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지대 차액을 소유주가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

고자 세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환원을 하는 한편, 전통적인 소유형태를 넘어 

다양한 소유형태의 제안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UN Habitat(2008)는 

토지권에서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종종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모두

를 위한 토지권을 주장했다. 모두를 위한 토지 권리를 위한 방안으로써 사적 

소유의 한계를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인 점유 방법(alternative 

tenure options)을 제안했다. 중간 단계의 점유 방법은 토지소유주, 시민단

체, 민간 개발자, 지방 또는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스스로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 이는 지대의 사회공동체적 성격을 강화하는 역할로서 

배타적 사적 소유권 체제에서 적극적 공유자원 생산 사회로의 전환(김용창, 

2019)의 예가 될 수 있다. 

3. 국가 속의 주택

(1) 경제정책으로서 주택

주택시장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명확한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완전경쟁시장

일 경우 주택문제의 원인은 간단하다. 전체 가구수에 비하여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수가 부족함에 있다. 현실의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

급 외에 무수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를 형성하기 어렵도록 한다. 주택의 건설, 소비, 자금

운영, 분배와 입지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

는 주택시장의 불완전성이다. 주택은 가격과 위치, 주택유형에 따라 다양한 하

위 시장이 존재하며, 하위 시장 내에서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으로써 주택의 부족이나 과잉 공급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주

택이 가지는 특성25)은 주택시장의 불완전성을 야기하며 주택에 대한 소비자 

주권26) 적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박신영, 2000; 김인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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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김인회(2007)는 주택시장의 불완전성을 형성하는 주택의 특성에 대해 다음 7가지를 제시
했다. ①고정성, ②내구성, ③이질성, ④장기성, ⑤종합성, ⑥고가성, ⑦외인성  

주택의 특징 주택시장의 특징

· 고가성

가구의 소득에 비해 구입, 거래 가격이 높음. 주택 마련

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정부의 보조를 받기도 함

· 가격별 하위 시장 존재

· 유동성과 환금성의 어려움

· 금융 상품 및 관련 정책의 중요도 증가

주택의 가격/임대료별 하위 시장이 존재하며 시장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발생. 유동성과 환금성이 어려워 수요와 공

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기에 주택금융, 임대금융 등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장기성

주택의 생산을 위해 다양한 재료, 많은 인력이 필요. 공

급에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

· 공급의 비탄력성 

공급기간이 길기에 급박한 수요에 신속한 대응 어려우며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이 발생 가능

· 이질성

건축 연도, 규모, 질, 입지, 점유형태, 주위환경이 다양

하게 나타남

· 유형별 하위 시장 존재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대한 각각의 하위 시장이 존재

· 외인성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의 공급 및 공공시설에의 접근

성(accessibility), 이웃효과,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요소의 영향 존재

· 외부 요소에 의한 가격 결정

생산 및 소비에 참여하진 않는 외부 요소에 위한 가격 결

정

· 고정성

다른 재화와는 달리 집은 이동이 불가능하며, 각종 외부

효과(특히 위치적 특성)의 영향을 받음. 상품의 이동이 

아닌 사람이 이동, 다른 재화와 달리 공장 생산이나 규

격화가 어려워 현장 생산 필요 

· 지역별 하위 시장 존재

· 토지이용 및 토지정책과 관련성 밀접

고정된 위치로 인해 지역에 따른 각각의 하위 시장이 발생

한다.

· 내구성

한번 지어진 집은 40~100년 이상의 장기적인 수명을 

가지며 주택은 부동산과 함께 가계의 자산이 됨

· 재고시장의 활성화

· 임대시장의 활성화

· 실물경기의 영향 증대

주택시장은 경기와 밀접한 연관. 경기가 좋으면 주택시장

도 활성화되고, 경기가 나쁘면 주택시장은 불황. 여기에는 

기회비용에 따른 약간의 주기적인 차이 발생

· 정보의 비대칭성

구입 전 직접 관찰하거나 실험해보기 어려움

· 공급자 우위 시장 형성

공급자 우위 정보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음 
자료 :　Smith(1970）참고하여 작성

표 7 주택과 주택시장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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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판단,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전

제로 발전했으나 현실과의 괴리에 대한 지속적 지적이 있다(김상봉, 2013). 

주택은 그 괴리의 사례 중 하나다. 주택은 하나의 재화로서 시장에서 거래되

고 있으나 일반적 상품과는 다르게 취급받는다. 

공공재에 대한 사무엘슨(Samuelson, 1915-2009)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

면 공공재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

다.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공공재와 사유재, 클럽재와 공유자원을 구

분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로 다른 사회구성원의 접

근을 배제시키기 어렵고, 재화의 소비를 위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공

기나 국방, 지상파 방송 등이 이에 속한다. 다른 사회구성원의 재화에 대한 

접근을 배제하나 재화가 풍부하여 경합의 여지가 없으면 클럽재로 분류하며 

골프회원권, 전기나 수도 등이 이에 속한다. 공유 자원은 다른 사회구성원의 

접근을 배제하지 않으나 자원의 한정으로 경합이 발생하는 재화다. 물이나 

생선 등이 이에 속한다. 사유재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사람만이 접근 가능하다. 

주택은 그 수가 한정되어 있어 경합성이 발생하는 재화이며 높은 지불비

용을 요구하기에 배재성을 가진 사유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토지가 지니는 

고정된 위치라는 특성은 특정 위치의 토지에 대한 경합을 발생시키며, 각 사

회구성원이 가진 재원의 차이는 주택의 가격에 따른 배제성을 극대화한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적용되지 않기에 주택을 공공재로 분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주택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주택이라는 재화의 특성이 만들어 내

는 주택시장의 불완전성은 주택을 사적 재화로서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도록 

한다. 주택에 대해 사유재이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재화라는 설명으로써 

정부개입 근거를 제시하며 주택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접근은 사적재화로서

의 성격과 공공재적 성격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 

26) 시장경제에서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형태나 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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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주택 건설에는 상

당한 시간과 재원, 노동력이 투입되며 이에 따른 국민경제 효과, 지역개발 

촉진 효과 등이 발생한다. 국민경제 효과로는 고용유발, 생산촉진, 경기부양

이 있으며, 지역개발 효과로는 지역고용기회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시설 

설치가 있다(하성규, 2010). 주택은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에 

거시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한다. 국가경제의 일부로서 주택은 고정자본

의 한 부분이 되며 이는 부를 창출하는 정책 수단의 한 부분을 점한다. 

(2) 사회정책으로서 주택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정의

된 개념으로서 공공재 이론으로 주요하게 사용되나 주택과 같은 특수성을 가

진 재화에서는 공공재로도, 사유재로도 분류하기 어렵다. 행동경제학, 공간경

제학 등은 인간의 주거는 경제적 행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

여준다(하성규, 2018). 주택이라는 물리적 시설은 타인의 영역과 이어져 있

기에 주택의 경우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공공재 정의와 분류 외에,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27) 

27)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정의된 개념으로서 
공공재 이론으로 주요하게 사용되나 주택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재화에서는 공공재로도, 
사유재로도 분류하기 어렵다. 사실 사무엘슨의 이론에 이어 등장한 학자들 중에 비배제성
만을 공공재의 기준으로 삼거나 추가적 소비를 위한 한계비용의 발생 여부로 공공재를 정
의하기도 한다(사공영호, 2017). 공공재에 대한 또 다른 논의로서 사회적 외부성과 가치성
에 근거한 이론은 재화를 공공재/준공공재/사적재로 분류하고 있다(住環境の計劃編輯委員
會, 1993; 김인회, 2007. 재인용). Copper(2005)의 경우는 기존의 경합성과 배제성 기준
에 반경합성과 포용성의 기준을 더하여 네트워크재/집합재/협력재를 추가로 제시하기도 
했다(Cooper, 2005).

경합성 Rival 비경합성 Non-Rival 반경합성 Anti-Rival
배제성

Exclusive
사유재

private good
요금재

toll good
-

비배제성
Non-Exclusive 

공유재
common good

공공재
public good

집합재
collective good

포용성
Inclusive 

-
네트워크재

network good
협력재

collaborative good

     자료: Cooper(2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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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은 주택을 사회재 혹은 집합재로 구분하기도 

한다. 집합재는 공공재 가운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모두 적용되는 재화로 

국방, 외교 등 순수 공공재가 이에 속한다. 집합재는 과소공급되기에 공공에

서 공급해야 한다고 보며 주거부분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이 집합재적 성격을 

지닌다(하성규, 2018).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재화 혹은 사회재 혹은 집합재로서 주거정책은 

사회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사회정책에서 주거는 교육, 의료, 고용, 빈

곤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교육이나 의료 등과 

달리 그 정책의 내용이나 성격이 국가나 지역마다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경제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의 자리가 컸기에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고한 사회정책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으나 주거를 기본적

인 소요로 인정하고 주거기본법이 마련되는 등의 변화 과정에 있다(한국도시

연구소, 1999).

주거정책은 시장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계층과 

지역간 주택 공급 및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한다. 소득의 재분배

를 목표로 주택 소요(housing needs)에 우선한다. 주택소요계층에게 직접적

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불량주거지를 관리하거나 형성을 예방하며, 사회계층

간 혼합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민간 주택이나 임대주택 산업을 위축시킴으로써 경제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택관련 행정의 비대화와 관료화, 수혜대상 선정의 

공평성 확보를 위한 기준설정 논란, 노동시장 영향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하성규, 2010).

4. 소결

주택은 개인의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이 

되며 사회에 대한 다양한 기회로서 역할한다. 주택은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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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직업, 이웃관계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택의 질적인 불균

형은 거주자의 교육적, 문화적,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김인회, 2007). 

사사롭지만 공적인 필요로서 주택은 하나의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거주의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보호막에만 있지 

않다. 거주의 의미는 共으로서의 존재적 특성을 담는다. 하이데거가 본 거주

의 의미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영원을 바라며 현재의 이웃을 돌봄에 초점을 

둔다. 주택은 사방세계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방식으로서 인간

이 주택에 거주함은 총체적 관계망 안에서 자신과 관계한 모두를 살피며 존

재함을 의미한다. 주택은 지역이라는 물리적 조직 안에 위치하며 자연은 물

론 사회·경제·문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받고 또 주변의 가치를 만들

어내기도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주택은 경제재이자 사회재로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대상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재화로서 주택은 지역과 국가 경제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차지한다. 주택은 고가의 상품으로 건설에는 상당한 시간과 

재원, 노동력이 투입되기에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고용 유발 효과, 경제활성

화가 이어지게 된다. 한편으로 주택은 사회적 재화로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소요계층에 대한 임대주

택 및 임대료 지원, 주거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원

한다.

즉, 인간은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그 모든 환경과 관계하며 

존재한다. 주택은 사적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라는 각 차원에서의 공적 의미

와 역할을 가진다. 시장실패로 인해 침해받은 개인의 주거권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문제의 원인과 그 결과는 개인과 지역사

회, 국가적 차원에 얽혀있기에 공적 기관은 물론 사적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

할과 협력을 통해 당면한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요구한다. 특히나 주

택의 사회적 특성과 본질은 주택에의 거주자와 주택을 둘러싼 거주자 및 환

경 간의 긴밀한 태생적 관계를 보인다. 사유재 또는 공공재라는 이원론에서 

벗어나 개인과 마을과 국가가 주택의 공공성 확보에서 연결되어 상호돌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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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공공성의 개념에 비추어 세 주체 간의 협력적 관

계는 참여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仁, 자유, 평등, 정의, 형평, 박애 등의 정신

에 기반하였을 때 각 주체의 한계를 넘어 公과 共과 私 각 차원에서의 주택

이 가지는 공적 의미와 역할을 실현할 수 있다.

구분 公 public  ····················  共 common ···················· 私 private

주체 국가. 정부, 공공기관 ···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기업의 사회적기여 ··· 민간기업, 사적개인

내용 경제재, 사회재 ··· 이웃에 대한 돌봄, 문화의 형성 ··· 자아 실현, 인권

절차 열려있음, 참여 민주주의

한계의 사례 공공임대주택 갈등 게이티드 커뮤니티, 님비 부동산 투기

표 8 주택 공공성의 개념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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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social housing으로의 공공성 구현

이 절에서는 social housing의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social housing의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새로이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에서 social housing은 주택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국가(公, public) 및 비영리조직(共, common) 등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

하기 어려운 개인(私, private)에게 공급하고 있다. 현대의 주된 역할과 입장

에도 불구하고 social housing의 시작과 역사, 그리고 현대의 어딘가에서는 

주체들 간의 다각적인 역할과 경합 내지는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다. 

social housing의 시작에서 사적 개인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social 

housing의 공급을 선도한 측면이 있으며, 주택협동조합과 같이 공동체가 공

동체 스스로의 주거를 돌보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social housing

의 긴 역사 중 시작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이 연구에서는 

social housing의 초기라 할 수 있는 1800-190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개

인의 주거 문제가 각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에 의해 발생하고, 해결을 모

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公과 共과 私가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였던 역사

를 살펴본다.

social housing 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이론들은 주로 국가의 역할이나 

다양한 행위자들의 권력관계 또는 계급투쟁, 시장기능 등에 근거하여 이론적 

해석을 제시했다. 역사 속에서의 다양한 공동체들의 역할이 social housing

에서 구현해 낸 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

는 역사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social 

housing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모습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사례에서의 나타

나는 공공성과 비교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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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화와 주거문제

어느 시대든 인류의 역사에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

었다.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적절한 주거를 구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모

든 시대와 나라에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19세기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인구 증가는 주거 문제가 압도적인 양으로 지리적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했

다. 임대료의 급격한 증가와 불량한 위생, 주택 내 인구과밀은 산업화를 겪

는 당대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했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국가로 주거문제 역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1801년 인구조사에서 9백만 명이었던 인구는 1851년 2천만 명

이 되고, 1901년 4천만 명이 된다. 특히 런던은 19세기 진입 시 이미 100

만 명이 거주하였고 1851년에는 200만 명을 돌파했고 산업도시 글라스고는 

1780년~1830년 사이 5배의 인구증가를 기록했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자료 : 손세관, 1993

그림 5 19세기 런던의 노동자 주택의 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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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19세기 런던의 주거

는 과밀과 불량주택으로 대표된다. 1841년 런던의 한 지역에 대한 사례를 

보면, 평균 5실 규모의 주택 27채에 665명 거주하였는데 1847년에는 

1,09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5실 규모의 주택 한 채에 평균 

40명이 거주하니, 방 하나에 8명이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주택은 과

밀뿐만 아니라 통풍과 환기, 채광에도 취약했다. 당시 노동자 주택으로는 백

투백(back to back) 주택이 유행하였는데, 편복도에 주택이 연하여 있었다

(손세관, 1993).

영국에 이어 산업화가 시작된 프랑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파리로의 

인구집중이 이루어지며 1830년 인구 80만 명이던 인구는 불과 6년 뒤인 

1836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1832년 발생한 콜레라로 인해 인구 2

만 명을 잃었음에도 증가한 숫자이다. 1866년 파리 도심의 인구밀도는 600

명/ha28) 이상으로 이는 213명/ha(프랑스 통계청, 2013)인 오늘날의 3배 

수준이었다. 1861년 169만 명이던 파리 인구는 1911년에는 288만 명으로 

증가하기에 이른다(민유기, 2004).

자료 : Girard(1981), Canfora Argondona and Guerrand(1976) 자료에 근거하여 하비(2005)가 지도에 표현

그림 6 19세기 파리의 인구밀도 및 인구변동

28) 1850년대 파리 도심 평균 인구밀도는 850명/ha, 노동자 밀집구역의 인구밀도는 960명
/ha이었다(황주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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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동은 특히 외곽지역에서 급격히 이루어졌는데, 1970~80년대 서울

의 판자촌과 유사한 형태를 띄며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 계급을 흡수했다. 파

리 도심은 비위생적이었으며, 인구가 특히 집중된 외곽에는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했다.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인숙이나 교외 무허가 건물로 내몰

렸는데, 1895년 약 1만 개, 1913년 약 1만 3천 개의 장기 거주용 여인숙에 

각각 17만 명, 23만 명이 거주했다고 한다(민유기, 2004). 거리에 쌓인 오

물이 만들어낸 불결한 위생과 환기가 되지 않는 주택에의 과밀은 질병으로 

이어졌다. 1832년과 1849년 유행한 콜레라는 각각 2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

를 파리에서 발생시켰다. 

자료 : 마르빌의 사진, 1858 ; Le Petit Journal, 1912

그림 7 19세기 파리의 빈민가 사진과 콜레라를 표현한 저널 표지

1848년 제정된 ‘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비위생적인 주택을 대거 철거하

고, 환기와 통풍을 명목으로 직선의 도로를 파리 도심에 놓는 오스망의 파리 

개조 사업(1853~1870)이 진행되며 주택사정은 더욱 악화된다. 하비(2005)

는 도마르의 연구를 참고하여 1835~1875년의 재산세 증가액, 토지가격, 주

택매매가, 빈 방 수 등을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파리의 토지가격과 주택가격, 

재산세 그래프는 1850년 즈음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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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하비. 2005

그림 8 19세기 파리의 토지 및 주택가격 변동

각 사회 집단이 소유한 파리 부동산의 비율을 보면, 지주들이 소유한 파

리 부동산 비율이 1840년 8.9%에서 1880년 53.9%로 급격히 증가, 파리 

부동산의 절반 이상을 이들이 차지했다. 1852년에서 1870년 사이 파리의 

부동산 가치 총액은 25억 프랑에서 60억 프랑으로 상승하고, 주택 평균 가

격은 3배가 되었다(하비, 2005). 1901년에서 1910년 노동자 하루 평균 임

금은 6.93프랑에서 7.24프랑으로 5% 상승한데 비해 연 임대료 500프랑 미

만인 서민 주택의 임대료는 1900년에서 1911년 사이 18.5%의 상승률을 보

였다(민유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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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840년 1880년

% 전체% 중심부% 주변부%
지주 8.9 53.9 49.1 59.3
상인 14.2 14.5 17.7 11.0
회사 - 3.5 5.9 0.9

점포주 48.8 13.6 9.6 18.1
기능직 4.3 2.2 3.1 0.7

국가고용인 4.0 0.6 1.0 0.2
잡급직 2.3 2.7 2.8 2.6

자유전문직 17.2 8.1 10.1 6.0
기타 0.3 0.8 0.5 1.1

표 9 사회집단별 파리 부동산 소유 비율의 변화

자료 : 도마르(1965), 도마르(1973); 하비(2005). 재인용

2. social housing의 시작에서 共과 私의 역할

(1) 민간 기업가의 역할

산업화와 함께 도시발달이 이루어지며 주거 문제는 경제, 사회, 정치, 보

건위생, 기술, 문화적 영역과 점점 더 깊이 얽혀갔다(정현백, 2014). 주택 내 

인구과밀, 주택 소유주의 횡포에 따른 안정적 거주의 어려움, 지속적인 집세 

인상, 위생 상태 불량, 전염병의 온상지 등 당시 파리에 거주하던 사람들 열

악한 주거환경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주거공간이 여의치 않았기에 노동자들은 카페, 선술집 등에서 술을 마시

거나 노래를 했는데, 이곳에서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의 선전활동이나 

파업 모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노동인구의 과도한 술집 출입은 노동력 저

하와 정치적 의식화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었고, 가난의 지리적 집중으로 

가난한 지역들은 범죄 지역으로 인식되고는 했다. 서민주택에서 부모와 아이

들이 한 침대에서 자고, 이웃 간의 다툼과 욕설, 경범죄가 일상화되었다. 매

춘 여성의 95%는 주거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민유기, 2004). 한편으

로 노동자들의 주거지에서는 공동 탁아, 환자 간호, 생필품 빌리기와 같은 

민중적 연대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는데(민유기, 2004),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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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노동자 주택에서의 실험에서도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박애주의자와 기업가들의 노동자 주택에 대한 시도가 이루

어지기 시작했다.29) 건축가들은 노동자 주택의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1841

년 푸리에(Fourier, 1772-1837)는 노동자를 위한 주택으로 주거, 일, 여가

를 위한 공간을 기능별로 구분한 팔랑스테르 설계안을 제시했다(박은정·손세

관, 2015). 이후 젊은 사업가 고댕(Godin, 1817-1889)은 푸리에의 계획을 

수정·발전시켜 파밀리스테르를 실현시켰다. 파밀리스테르는 1856부터 1883

년에 걸쳐 계획·건설되었다. 노동자와 빈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장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자 했다.30)

물리적 공간 안에서의 공동 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과 실현 역시 함께 

이어졌다.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모임들을 장려했으며 어린이축제, 노

동절 대축제 등의 연례행사를 개최했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소비 

생활협동조합, 상호부조 체계의 의료 서비스, 공동 탁아, 의무 교육, 평생 학

습 프로그램 등이 공동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생산과 부의 분배를 위해 창

설된 위원회가 주민들의 자주 관리에 의해서 운영되었다(백승관, 2014). 

자료 : 파밀리스테르 협회 소장 문서

그림 9 파밀리스테르 조감도(1871)

29) 한편, 엥겔스(Engels, 1820-1895)는 주택문제에 대한 그랑부르주아적 해결이나 프티부
르주아적 해결의 핵심은 노동자의 주택을 자신들의 소유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본주의
적 생산양식은 노동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할 뿐, 문제가 발생된 경제적 필연성은 
결국 다른 장소에서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주택난의 원인인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엥겔스, 2019). 

30) 건물의 각층에는 급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마련하였고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라 
유닛은 확장과 축소가 가능도록 했다. 각 세대는 사생활을 위해 이웃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보다는 공동생활을 권장하며 공간을 최대한 공유하도록 계획했다(백승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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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리에나 고댕의 이상은 사회주의적 입장으로 자녀 돌봄이나 음식 준비와 

같은 재생산 활동들은 분업하고 주택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하부구조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했다. 이들이 만들었던 노동자 집합주택은 루이 나폴레옹이 일

부 지원하기도 했지만, 사회주의를 견제한 보수파와 엄격한 통제 생활에 대

한 노동자들의 거부로 오래가지 못했다(하비, 2005; 호이써만·지벨, 2014; 

신수임, 2020).31)

(2) 자조 모델

19세기 초 영국을 비롯하여 서유럽에서는 노동자 협동조합 등 자조 형태

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

작된 영국에서 1861년, 독일은 1862년, 네덜란드에서는 1850~1860년 사

이, 프랑스에서는 1867년에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스스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3).

1844년은 세계 최초 협동조합이 설립된 기념비적인 해다. 영국에서는 로

치데일 공정 개척자 조합(The Rochi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

이 시작되었다. 28명의 노동자가 모여 만든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생활필수품

을 정당한 가격에 제공하는 상점을 설립하였다. 생활협동조합의 성공을 기반

으로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한 주택의 건설을 시도했다. 1861

년 로치데일 개척자 토지건설회사(Rochdale Pioneer Land and Building 

Company)의 주도 하에 주택을 건설하였고, 이를 1869년 로치데일 공정 개

척자 조합이 인수하였다. 로치데일 공정 개척자 조합은 1867년 자체적으로 

조합원을 위한 주택 87호를 건설하기도 했다. 1901년에는 얼링 임차인 유한

회사(Ealing Tenants Ltd) 창립을 시작으로 임차인들이 연합하여 주택협동

31) social housing의 초기 모델에서 시도되었던 민간 기업가들의 공동체적 모델의 건축 설
계, 자주 관리 모델는 이 연구에서 social housing 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서 추가하고
자 하는 도시커먼즈적 관점에 부합하며, 현재의 한국 사회주택의 설계 및 관리운영 특성
에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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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했다. 세계 1차 대전 후에는 협동조합 주택도 정부의 지원을 받

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으나 지방정부에서 공급하는 시영주택이 활발하여 

협동조합 운동은 점차 쇠퇴했다(하성규, 2010;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3). 

독일의 경우 산업화는 늦었으나 영국의 영향을 받아 주택협동조합의 시작

은 빠른 편이었다. 1862년에 함부르크에서 소유형 주택협동조합으로 시작하

였으며,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은 1885년에 하노버에서 개발되었다. 1889년에 

조합원의 유한책임을 명시한 협동조합법이 도입되어 주택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1850년과 1860년 사이에 노동자 협회가 주택협회를 설

립하여 social housing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택 수량부족 및 열

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이 시작되었으며, 1901년 ‘주

택법(Housing Act of 1901)’ 제정으로 민간협회에 대한 공적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 해당 법은 주택협회와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융자 

및 주택건설·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임병권·강민정·장한익·김병국, 2018).

프랑스에서는 1867년 파리 12구에서 노동자 주택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주택단지를 포함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1894년의 

시그프리드 법안(Siegfried Act)과 1906년의 스트라우스 법안(Strauss Act), 

1908년 리봇 법안(Ribot Act)에 기반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32) 오스트리아 역시 19세기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에

32) 1894년의 시그프리드 법안(Siegfried Act)은 저가주택(Habitations a Bon Marche, 
HBMs)의 확산을 위한 길을 닦았고, 1906년의 스트라우스 법안(Strauss Act)은 협동조합 
지원 체계를 명시했으며, 1908년 리봇 법안(Ribot Act)은 조합원들이 HBM 협동조합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출을 도입하도록 했다. 그리고 1921년 2
월 법안(the February 1921 Act)은 협동조합들에게 낮은 이자율의 융자를 제공했다. 최
초의 HBM 건설 프로그램은 1928년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임대
후 소유(rent-to-own)’에 초점이 맞춰진 1만 호의 협동조합주택이 만들어졌다. 'HBM'이
라는 이름은 1951년에 임대료가 통제되는 주택(rent-controlled housing)을 뜻하는 
HLM(a Habitations Loyer Modere)으로 바뀌었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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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택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20세기 초 사회주택 관련 법

안을 도입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33)

(3) 사회단체의 역할

박애주의자들에 의한 구빈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노동자 주택을 공급했으

며, 노숙자 보호소를 운영하며 일시적인 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영국의 구세군에서는 런던 최초의 노숙자 보호

소를 운영했다. 당시 런던에는 노동자들을 비롯해 실패한 사업가나 빈곤계층

으로 이루어진 노숙자가 존재했다. 자선단체에서 1~4페니로 노숙자 보호소

를 제공했다.34) 1페니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잠을 잘 수는 없었고, 

2페니는 밧줄에 몸을 걸쳐 잠을 잘 수 있었다. 4페니에는 관에서 누워 잠을 

잘 수 있었다. 당시의 열악한 주거 모습에 대해서는 문학과 사진, 그림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 1~4페니의 숙소에 대한 문학의 기록과 사진 기록은 청결

하지도 품위있지도 않았지만 노숙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에 자선사회단체들이 열악한 노동자주택을 매입

한 후 수리하여 정상주택으로 만드는 일을 국가로부터 허가 받았으며, 나아

33) 오스트리아 사회주택은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과 이후의 정치상황에 따른 복지정책 흐
름에 맞춰 1918년부터 1934년까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전반기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적 차원(중앙정부)에서 개입한 후반기로 이원화 해 볼 수 있다. 우선 지자체를 중심으
로 한 전반기에는 지역복지 차원에서 광범위한 주택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비엔
나 시 등의 지자체는 주택건설 및 소유·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34년 내전이 종결된 이후 지자체 중심의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으며, 이후 사회주택은 국
가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비영리조직이 중심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오
스트리아는 현재까지도 민간을 주축으로 사회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는 약 200개의 비영리조직인 유한이익주택협회(Limited-Profit Housing 
Associations)가 활동하고 있는데 사회주택 중 47%는 주택조합, 23%는 공공기관 소유 
업체, 26%는 시민사회 소유 업체, 그리고 4%는 주택회사와 같은 기타업체에 의해 관리되
고 있다. 그들은 ‘비영리 주택법(Non-Profit Housing Act)’ 하에 비용을 기반으로 임대
료를 책정해야 하고,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수익은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임병권·강
민정·장한익·김병국, 2018).

34) Geri Walton. Four Penny Coffins, Penny Sit-ups, and Two Penny Hangovers. 
(https://www.geriwal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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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축했다(손세관, 1993).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눕거나 거리를 걷거나 등록된 하숙집에 들어가는 

대신에 그들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에서 청결하고 품위 있는 음식과 숙박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_ Shields Daily Gazette, “The Salvation Army and the Poor,” December 

12, 1888, p. 3.35)

“투페니 숙취. 이것은 제방보다 약간 높습니다. Two-penny Hangover에서 하

35) Geri Walton. Four Penny Coffins, Penny Sit-ups, and Two Penny Hangovers. 
(https://www.geriwalton.com)

4페니 관(Four Penny Coffin) -일렬로 늘어선 관에서 잠

2페니 행오버(two penny hang over) 

- 로프에 몸을 걸치고 잠

1페니 싯업(penny sit-up) 

- 밤새 벤치에 앉을 수 있지만 잠을 잘 수 없음

자료 : 작자 미상 

그림 10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런던에서 구세군이 운영한 최초의 노숙자 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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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자들은 벤치에 일렬로 앉습니다. 그들 앞에 밧줄이 있고, 그들은 울타리에 기

대어 있는 것처럼 이것에 기대고 있습니다. 유머러스하게 발렛이라고 불리는 남

자가 새벽 5시에 밧줄을 끊습니다.”

“관, 하룻밤에 4펜스. 관에서는 덮개용 방수포가 있는 나무 상자에서 잠을 자게 됩

니다. 춥고 최악의 상황은 벌레인데 상자에 갇힌 채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_ 조지 오웰. 1933(2003).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

독일은 영국보다 늦게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는데, 1871년에야 통일된 국가

를 형성했다. 1840년대 이후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시작되며 베를린 역시 

주거문제가 발생했다. 영국의 도시화에 따른 주거지역의 위생문제 등을 참고

하여 법적 규제를 미리 마련하는 등 주거지역의 심각한 슬럼화에 대비하고자 

했다. 1847년 건축가 호프만의 제의에 따라 발족된 비영리단체 ‘베를린 주

택사업협회’가 주도하여 도시에 적합한 주거유형을 강구했고, 1895년 설립

된 비영리 구빈기관의 주도 하에 중정형 아파트 실현했다. 모든 주택은 양방

향으로 환기가 가능하도록 했고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했다. 커뮤니티센터에

는 공동목욕시설, 세탁시설, 도서실, 선술집, 집회실 등을 마련했으며 유치원

을 건립했다(손세관, 1993).

3. social housing 제도화 : 公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은 19세기 중반부터 주거과밀과 불량주택

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자의 주거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노동자 주거공간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법적 규제와 양호한 

주거시설 공급을 위한 보조금 교부 방법을 사용했다. 

1842년 공개된 채드윅 보고서와 이에 따른 공중위생법의 제정은 유명하

다. 1832년 구빈법(빈민구제법)의 운영 자문을 담당하는 왕립위원회인 ‘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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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법위원회(Poor Law Commission)에 초청된 채드윅은 노동자 주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에 환경개선을 위한 법규 제정을 건의했다. 

1842년 『대영제국 노동인구의 위생 상태에 관하여』(The Sanitary 

Condition of the Labouring Population)라는 보고서를 펴내면서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 보고서의 영향으로 1848년 공중위생법이 제정되었고, 

1875년 공중위생법 개정은 특히 영국 건축규제법의 전환점으로서 위생문제 

규제를 강화했다(손세관, 1993). 

공중위생법은 양호한 노동자 주택 건설을 위한 보조금 교부의 근거이기도 

했다. 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중앙위생국은 1851년 보조금 교부방식

의 집합주택 건설 법률을 성안시킨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주택

법(1890) 제정함으로써 보조금교부에 의한 집합주택 건설과 건강에 관한 법

률을 하나로 융합시켰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민간사회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며, 1890년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부적격 주

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도록 하는 법(the housing of the Working 

Classes Act)이 제정되었다. 이후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법(1890)을 제정함으

로써 정부 역할은 증대했다. 1888년 런던지방의회에서 social housing을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도심부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

에 social housing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14년에는 영국주택재고

의 약 2%가 지방정부 소유의 social housing을 차지하게 된다(손세관, 

1993).

그럼에도 계속되는 노동자의 도시 밀집과 이에 따른 주택난은 계속되었

다. 민간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에 글라스고에서는 세입자들이 1915년 ‘집

세지불 거부운동(rent strike)’을 일으켰고 시위진압에 군대가 투입되기도 했다. 

이후 social housing 공급이 더욱 확대됐다. 1917년 social housing 공

급 확대 방안이 제시되고 1919년 주택 및 도시계획법(Housing and Town 

Planning Act)이 제정되었다. 당시의 보건부 장관이었던 크리스토퍼 에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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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을 붙여 일명 에디슨법(Addison Act)으로도 알려진 이 법은 social 

housing 공급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유명하다. 1차 세계대전(2014-2018) 

후 노동자들의 주거안정과 참전 군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의회 소유지에 시영주택(council housing)을 지을 수 있도록 했

으며 중앙이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3년 이내에 50만 호의 주택 건

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자금부족으로 이 법에 근거해서는 

21만 호 정도가 공급되었고, 이후 법개정 등을 통해 1939년까지 110만 호

가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되었다.36)

프랑스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경합 속에서 19세기부터 20세기 초

까지 지속된 주택 부족 문제로 국가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회주의자

들의 의견이 수용되었다. 1894년 ‘시그프리드(Siegfried)법’을 시작으로 

social housing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1906년 ‘스트로스

(Strauss)법’, 1912년 ‘본베이(Bonnevay)법’은 주거문제에 대한 공공 부문의 

개입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1913년에는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

(OPHBM)을 설립함으로써 국가가 social housing 공급의 공적인 역할을 

직접 담당하기까지 한다(김영태, 2006; 신수임, 2020).

독일은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산업화와 도시화가 늦어지며 근대적 

주거문제가 비교적 늦게 등장했다. 전염병 등 위생문제, 과밀, 잦은 접촉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타락 등으로 인해 주거 문제에 대응한 것도 있지만, 노동계

급이 사회민주당으로 기울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하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주택 공급에 대한 양적, 질적 개선과 함께 주거제도에 

국가가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주택은 주거권의 문제이자 재생산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국가의 중요한 의무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주택과 관

련된 사회정책은 사회균형정치로 이해되고 있다(정현백, 2014).

독일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늦었으나 

1919년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은 근대헌법상 처음으로 토지소유자의 의무와 

36)  UK Parliament 홈페이지. "Council housing"(https://www.parliament.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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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을 강조함으로써 많은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으로 사회 일반에 토지 소유자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인권으로

서의 주거권 개념이 확립되며 公과 私의 엄밀한 구분은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다.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 

3.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5조 

1. 토지의 분배 및 이용은 남용을 방지하도록 국가에 의해서 감시되며, 모든 독일인에게 건강한 주거를 확보하고 

아울러 모든 독일의 가족, 특히 자녀가 많은 가족에게 그 수요에 상응하는 주거 및 농업가산지를 확보한다는 

목적을향해 노력하도록 국가가 감시한다. 전쟁참여자는 제정될 가산지법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주택의 수요충족을 위해, 정착과 개간 촉진 혹은 농업 장려를 위해 취득이 요구되는 토지는 공용수용을 허용

한다. 신탁유증은 폐지하도록 한다.

3. 토지의 경작 및 충분한 이용은 공공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무이다. 토지에 대한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 없이 

이루어진 지가의 등귀는 전체를 위해서 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지하자원과 경제적으로 유용한 자연자

원은 국가가 관리한다. 사적 특권은 입법의 방법에 의해서 국가로 이관되어야 한다.

자료: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2014. 활동결과보고서Ⅲ-제4장-Ⅱ. 독일바이마르공화국 헌법 (독한 대조). 수정

1860년대 이후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한 미국은 私에 대한 公의 규제로서 

1867년 임대용 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임대주택법(Tenement house Act)

을 제정했다. 주택업자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1901년 새로 제정된 임대주택

법은 뉴욕을 넘어 미국 도시 전반에 적용되어 임대주택 규제를 위한 하나의 

표준으로 작용했다. 건폐율 조정. 상하수도와 수세식 화장실, 창문을 설치하

고 화재 시 최단거리로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정현백. 2014). 

1930년대 경제대공황(1929-1939) 이후 대량실업문제 해소와 도시빈곤층

에 대한 주거 지원이 주요 이슈가 되었고 이를 공공주택 건설로 풀어가고자 

했다. 공공사업청(public works administration)을 중심으로 내수경제와 주

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1937년 주택법에 근거하여 2,800여개의 

공공주택당국(public housing authorities)이 주체가 되어 공공주택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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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정현백. 2014).37) 

산업화의 시작과 도시로의 인구집중 시기에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

만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개입과 법제도 및 지원체계 마련의 시작은 

1900년 전후로 유사했다. 정부의 건축 규제와 임대료 제한, 저소득층을 위

한 주택 공급 등 국가의 개입 형태는 대체로 유사했으나 그 시작의 이유는 

각기 달랐다. 영국은 제대 군인을 위한 social housing 공급을 위함이었고, 

프랑스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경합의 과정이 있었다. 독일은 바이마르헌법

에서 제시한 토지 사용의 사회성 강조와 인간의 생존권 보장이 그 근간을 

이루었다. 미국과 덴마크는 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social 

housing을 공급하였다. 미국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의 실업문제 해소와 경

제활성화를 위해 social housing 공급했으며 덴마크 역시 1930년대 실업 

문제에의 대응을 위함이었다. 2차 대전 이후 서구 각국에서 social housing

은 대규모로 확장하게 된다.

시작 지점이 무엇이었든 social housing의 배분 대상자가 대체로 최빈곤 

계층이 아닌 백인 노동자 계층이었던 점은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개념 보다는  

정치적·경제적 요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다. 결국 social 

housing의 발전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반응이라

기 보다는 긴급한 상황에 따른 해결책 모색에서 나온 우연적 산물로 social 

housing의 제도화는 각국의 역사적 사정에 따른 편차와 우연성이 있다는 주

장이다(이영환. 1995b). 

이를테면, 역사가이자 건축비평가인 스웨나튼(M.Swenarton)은 정치적 측

면을 강조했는데, 노동계급의 역할, 노사갈등의 심화,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

로 정치적 위기에 대한 우발적 대응으로서 social housing의 제도화가 이루

어졌다고 보았다. 또 다른 역사학자 던튼(M.Daunton)은 전쟁으로 인한 시

장능력의 저하, 전후 임대료 통제정책으로 인한 민간임대시장의 재투자 비용 

37) 1940년대 군수사업 확대로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집중되며 도시 내 주택 부족이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949년 주택법 전면 개정하여 ”모든 미국인에게 안전한 환경
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주택 건설 계획 수립(정현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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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의 곤란 등 전쟁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교란과 왜곡으로 social housing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이영환. 1995b).

이는 정책화 과정과 내용, 정책 수립의 주체는 과연 공익적이었는가에 대

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주택 정책에서도 사적 욕

구과 공적 필요의 차이를 경계짓기는 어렵다. 

4. 公-共-私 관점에서의 social housing 이론 재접근

(1) social housing 정책에 대한 이론적 접근

social housing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자유주의-개입주의, 다원주의, 

신자유주의, 엘리트주의, 관리주의, 신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등의 접근 방법

이 존재한다.38)  이 연구에서는 추가로 도시커먼즈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유주의-개입주의적 접근은 전통적인 주택연구로서 주택부족, 과밀, 위생 

등 주택의 제문제에 관심을 갖는 정책지향적 접근방법이다. 도시현상을 전체 

사회적 과정과 유리시켜 그 자체로 독립된 실체인 것처럼 다루었다는 비판이 

있다. 사회제약요인이나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영향, 사회 갈등을 간과했다

는 지적이 있다(이영환, 1995a)

다원주의는 도시화가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협상과 힘의 균형을 반영한다

고 보았다. 다원주의 관점에서 social housing은 이익집단의 의사 표출에 

반응하는 국가정책의 하나로 노동자 계층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고 유권자

38) 국가의 주택시장 개입이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이론적인 해석들이 있다. 
하성규(2010)는 이에 대해 다원주의, 신자유주의, 엘리트주의(관리주의), 신마르크스주의로 
분류하였으며, 이영환(1995b)은 social housing에 대한 이론 체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며 정책지향적 접근(자유주의-개입주의), 지역사회 권력구조 연구(엘리트주의, 
다원주의, 신엘리트주의, 정책결졍요인 비교연구), 도시 관리주의자 접근, 신마르크스 접근
으로 구분하고 추가로 국가론적 접근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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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지지에 의해 변화하는 정책이라고 보았다. 1900년대 초중반 영국은 노

동당과 보수당이 주택정책을 쟁점으로 대결하였고 1930년대 대공황의 미국 

역시 선거를 통한 정치적 쟁점 속에서 social housing이 성장했음을 다원주

의자들은 그 근거로 제시한다(이영환. 1995a; 이영환. 1995b; 하성규, 

2010).

196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기능을 강조하며 정부의 시

장개입에 반대했다. social housing의 공급과 성장은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 확대와 승진, 공공주택 행정기능 강화, 저소득층 및 노동자계

층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에 있다고 보았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시장개

입이 민간부문보다 가격 저렴화와 공급 효율화에서 한계를 가지기에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가 정치권을 지배하며 social housing 

대량공급 정책에 변화가 있기도 했다(하성규, 2010).

엘리트주의는 권력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가 상층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도시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 통제한다고 본다. 다원주의의 정책결정 

접근법을 비판하며 일반대중의 의사가 반영되기 보다는 소수 능력 있는 엘리

트의 지혜와 가치판단에 의해 계획수립이 이루어져 한다는 주의다. social 

housing 정책은 사회 현상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엘리트 집단의 압력의 결과

로 여기었다. 엘리트가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지 대중이 엘리트

의 의견을 형성시키는 것은 아니며, social housing 공급 확대는 결국 몇몇 

엘리트 집단에 의해 성공한 것을 그 근거로 보았다(이영환. 1995a; 이영환. 

1995b; 하성규, 2010).

막스 베버 이론에 근거한 주택계급 개념은 관리주의자 접근으로 이어졌

다. 희소한 주택자원을 둘러싼 계급투쟁은 도시과정의 중심이다. 주택을 둘

러싼 시장적 요소와 함께 정부라는 비시장적인 관료적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떤 개인 또는 기관이 주택의 공급과 배분을 결정하고,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가를 살핀다. 여기서 배분의 중심행위자는 도시체계의 관리

자들로 지방정부, 개발업자, 주택협회, 보험회사, 사회사업가 등이 있다(이영

환. 1995b; 하성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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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social housing 정책은 자본주의 경

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노동자 계층의 주거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주장했다. social housing 정책은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경감시켜 임금인상

투쟁을 완화시켰고, social housing의 대량 공급은 건설산업의 성장에 기여

했다. 자본주의 하에 주택의 공업화와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입주자들의 주

거이동에 따른 세탁기 등 각종 전자제품 등의 소비 증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social housing 정책은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기에 중산

층과 노동자계층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으며, social housing 공급을 통해 

국가의 노동자 계층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이영환, 

1995a ; 하성규, 2010).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의 정당화 기능과 자본축적이

라는 모순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위기가 나타났다고 

보았다(장동호, 2010). 

국가론적 관점은 이영환(1995b)이 제시한 관점으로 주택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적 메커니즘과 아울러 다양한 사회세력의 행동과 국가의 역할을 통합적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기본적으로 비국가

론적이며 관리자주의는 국가의 역할은 중계자적 역할로 국가의 역할을 매우 

수동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영환(1995b)은 능동적 역할로서의 국가 존재를 

인정하고 주택시장에서 사회적 이해관계와 국가권력의 이해관계간의 상호작

용을 분석할 것을 주장했다.

social housing 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이론들은 주로 국가의 역할이나 

저소득 노동자 계층과 엘리트 계층 간의 권력관계 또는 계급투쟁, 시장기능 

등에 근거하여 이론적 해석을 제시했다. 국가의 주택시장 개입의 이유, 과정, 

역할에서 결국 국가는 노동자와의 대립 등에 의한 소극적 역할, 중계자로서

의 역할, 이해관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으로 노동자 계급의 주택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메

커니즘이 social housing 정책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절대적인 조

건은 아니었다(이영환, 1995b; 신수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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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공성을 公과 共과 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이 연구의 시

점에서, social housing의 역사에서 박애주의 사업가, 비영리단체 등은 정

부와 대립과 투쟁을 통해 주택 공공성을 끌어냈다고만 볼 수는 없으며 정부

에 대한 견인과 선도 역할과 함께 그 자체로서 공공성을 구현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公과 共, 또는 公과 私가 대립하여 公이 마지못해 주택의 

공공성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共과 私 그 자체의 특성이 구현해 내는 공

공성의 모습은 도시커먼즈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도시커먼즈 이론에서는 국가와 자본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 지역 공동체

의 활동과 자치적 관리를 통해 공동의 자원을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운영39)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시커먼즈 이론은 정부규제의 한계로 발생하는 행

정비용과 시장 메커니즘의 한계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

생한다고 보았고 공유 자원을 지역 사회의 역할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

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르페브르(1968)는 배타적 소유권에서 포용성이 존재하는 도시로의 전환과 

실천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으며, Foster & Iaione(2016)은 도

시를 커먼즈로 다루는 새로운 모델로서 공유도시(sharing city)와 협력도시

(collaborative city)를 제안한 바 있다. 커먼즈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 모델

은 국가와 지역, 개개의 시민들 간의 협력적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주체의 

생성을 요구한다. 커먼즈는 “자원을 평등주의적 방식으로 공유하는 실천이 

아니라 집합적 주체를 창출하는 일”로 집합적 주체, 공통의 재화, 공통하기

라는 활동이 어우러진 사회체계라고 볼 수 있다(권범철, 2020). 

오스트롬이 소극적 측면에서 공유자원의 공동관리를 주장했다면, 도시커먼

즈는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에 기반한 자원생산 중심 사회에서 공유자원 생산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김용창, 2019)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도시커먼즈 관

39) 오스트롬이 제시한 공동 자원 관리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2)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3) 집합적 선택 장치, 4) 감시 활동, 5) 점증
적 제재 조치, 6) 갈등 해결 장치, 7)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8)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오스트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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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의하면 social housing 역시 하나의 공유자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

을 가진다. 첫째, 공유자원으로서 주택을 사적 소유보다는 점유에 대한 접근

과 이용의 권리를 중요시한다. 주거의 특성상 배타적 점유 이용권이 일정 기

간 보장되어야 하나, 독점적 소유와 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둘째, 

social housing의 공급과 운영에서 나타난 집합적 주체의 창출이다. 유럽 

social housing 등장 과정에서 민간 기업가, 비영리 기관, 시민 등으로 이

루어진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었다. 일부의 주택에서는 공동체적 공간과 관리 

운영을 보이며 social housing을 통해 공유 공동체를 시도했다. 특히 협동

조합 형태는 참여 민주주의 속에 주택이 사회적 기능을 지니도록 할 수 있

도록 했다. 셋째, 시민의 역할 재구성 속에 국가의 역할 변화를 요구한다. 

국가 주도로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국가는 보조와 협력

의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열린 절차와 협력 관계, 상향식 자치 관

리와 공공부문의 탈관료화(de-bureaucratisation) 등을 통해 자본주의에서 

커먼즈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파트너로서의 국가, 

권한위임형 국가(enabling state)를 의미한다(Papadimitropoulos, 2017).  

오스트롬은 국가를 사회세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관리자로 상정하고, 

관리자인 국가가 공유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는 베버주의 국

가론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다양한 사회 세력들 간의 정치적 경

합, 갈등, 절충의 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에 공유재와 국가 간

의 역동적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황진태(2016)는 공동체에 기반한 

자치관리라는 이상적인 기준에 매몰되지 않고 자본과 국가의 비율을 다양하

게 혼종한 공유재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공공간을 정부만이 소

유하는 형태는 정권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기에 사회세력들 간의 경합에 의

해 긴장관계 유지가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도시공유재의 스케일 재

편을 필요로 한다. 단순히 지역기반의 공동체가 자치관리하는 로컬주의 접근

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는 익명의 도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 공유재를 관

리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로 활용 가능하기에, 국가의 효용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시민·지역사회 세력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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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한에 대해 국가에 분권 요구하는 입체적 접근 필요하다(황진태, 

2016). 

주택에서 근대 이후 강화된 배타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social housing은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접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주택이 사유 재산의 형태를 넘어 

공유 자원으로서 공적 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실천적 운동으로서 social 

housing은 유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social housing의 공급과 운영의 실

천 과정에서 집합적 주체와 사회체계의 창출, 국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2) social housing 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국가마다 다른 사회구조 및 복지정책은 social housing 체제에 반영된다. 

social housing 체제 유형에 대한 분류는 크게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하나는 배분 대상 기준으로 수혜자를 정의하고, 이 기준이 곧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로 이어진다. 배분체계에 근거해서 보편 모델과 선별 모델로 

구분하고 선별 모델은 배분 대상 범위에 따라 다시 일반 모델과 잔여 모델

로 세분하기도 한다. 선별 모델, 잔여 모델은 학자에 따라 표적 모델이라 표

현하는 등 비슷한 정의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남원석, 2014; 로젠펠트, 

2017).

유형분류 보편적 모델
선별적 모델

일반적 모델 잔여적 모델

배분대상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함 (사회주택 

대기자 명부 등록을 조건으로 함)

취약가구

특수계층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

취약가구

특수계층

목적
모두가 물리적으로 적절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함

주택시장에 접근하기 어

려운 사람들을 지원

주택시장에서 배제된 사

람들을 지원

해당국가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 : (*) 표시는 중복 모델 국가

자료: Ghekière, 2007 ; 로젠펠트, 2017. 수정 재인용

표 10 배분에 기초한 social housing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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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접근 방법은 민간임대주택까지 포괄하여 전체 임대주택 시스템에 

따른 유형 분류이다. 케메니(Kemeny, 1993)가 제시한 이론으로 이원 모델

과 단일 모델로 나뉘며 공급자와 배분 대상인 수요자 모두를 포괄하여 설명

한다. 이원 모델은 수요자 계층에 따라 공급자가 영리와 비영리 두 부문으로 

분리되나 단일 모델은 수요자를 일반 모두로 상정하고 영리와 비영리가 하나

의 부문에서 통합·경쟁한다. 케메니 이론의 핵심은 시장의 규제와 연결된 비

용 기반 임대 부문에 의한 단일 임대 시스템 모델로 지속 가능하고 저렴한 

전체 주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Whitehead, 2020).

그림 11 케메니(1993)의 두 가지 임대주택 시스템

자료 : 진미윤(2011)

이 이론은 주택의 소유 형태나 배분 대상이 아닌 운영 체제의 관점을 가

지고 접근함으로써 사회구조, 정치·경제 여건을 보다 종합화한 것으로 평가

된다. 이원 모델과 단일 모델 중 어느 모델로 갈 것인가는 해당 국가의 정치

적 이데올로기와 다양한 공급 주체(정부, 비영리, 민간) 간의 경쟁 여부, 재

원 마련 및 정책수단에 따라 달라진다(진미윤, 2011; 남원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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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류 이원 모델 단일 모델

목적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의 미비점 보완

중저소득의 주거 수준 및 점유형태 선택 중

시, 시장 수요 중시

비영리 

부문 활동
social housing 점유율 및 활성화 낮음

social housing의 대부분을 소유 및 운영 

관리

정부-민간(비영

리, 영라) 관계

상호 간 직접 경쟁이 일어나지 않음

정책 대상이 서로 다름

상호 경쟁 관계(임대료 수준, 점유 안정성, 

주택 수준 등)

자가점유율 비교적 높음 비교적 낮음

복지국가

유형
자유주의 국가, 잔여적 복지 시스템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국가, 보

편적 복지 시스템

해당국가 영국, 미국, 캐나다 등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자료: 진미윤, 2011. 수정

표 11 임대주택 시스템에 기초한 social housing 유형 분류

세 번째 접근 방법은 복지국가 유형과 정부 개입 정도에 따른 유형 구분

이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 1990)이 구분한 세 개의 복지체제

인 자유주의, 보수적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 유형에 기반하여 social 

housing 정책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자유주의 모델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기반하여 최소한의 정부 규제와 자가소유를 우선한다. 보수적 조합주

의 모델은 중도적 정부개입과 다양한 주택공급 주체가 있는 모델이며, 사회

민주주의 모델은 주거권 강화를 위해 사회정책으로서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

는 모델이다(하성규·배문호, 2004; 에스핑앤더슨, 2007).

유형분류 자유주의 보수적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정부개입 정부규제 최소화 중도적 정부개입 정부개입 강화

주택정책특성
자가 소유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한정적 지원
다양한 주택 공급주체

주거권 강화 및 social 

housing 공급 촉진

해당국가 미국, 호주, 아일랜드 등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자료: 하성규·배문호(2004)와 남원석(2014)의 연구를 참조하여 재구성

표 12 복지국가 유형에 기초한 social housing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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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접근 방법은 결과적으로 해당하는 국가가 비슷하게 결정된다. 선

별 모델, 특히 잔여 모델은 이원적 시스템을 따르며 자유주의 국가에서 주로 

채택한다. 미국, 호주, 아일랜드, 한국 등이 이에 속한다. 선별 모델 중 배분 

대상이 일정 소득 이하 가구로, 보다 확대된 일반 모델은 프랑스, 오스트리

아, 스위스 등 주로 보수적 조합주의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다. 배분 대상에 

어느 정도 구분을 두는 선별 모델이나 일반 모델에 속하는 국가는 이원 모

델 보다는 단일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보편 모델은 단일적 시스템에 

해당하고 주로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다.

주택의 공공성 확보에서 지역사회와 사적 개인들의 권한과 의무를 강조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보편적 모델 - 단일 모델 – 보수적 조합주의의 맥락이

라고 볼 수 있다. social housing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독일과 같이 주택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민간 시장에서도 점유 안정성이 높은 

국가가 주로 해당한다.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며 잔여 모델- 이원 모

델- 자유주의 모델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지원은 감

소함으로써 social housing 확대가 억제되고, 자가 소유를 권장하며 정책의 

대상자는 저소득계층으로 국한되는 등 social housing의 배분체계가 잔여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로젠펠트, 2017). 유럽 복지국가들의 잔여화 경향

은 단일 모델로의 전환에 대한 케메니의 온정주의적인 이상이 어려움을 보여

주었다. 거시경제적 압력과 규제 변화, 정부 역할을 약화 속에 이원 모델이 

보다 강화되었다(Whitehead, 2020). 

그럼에도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위기와 불황으로 주택 소유에 

대한 관심이 줄고 social housing에 대한 소요가 증가하자 social housing

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도 하는 등 경기 변동에 따라 social housing 모델의 

변화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로젠펠트, 2017). Whitehead(2020)는 커뮤니

티와 포용의 가치를 보다 강조하는 기조를 저렴 주택의 확대에 대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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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로 보았다. Whitehead(2006)는 유럽 social 

housing 정책 변화 과정을 정리하며 신자유주의의 시장 역할 강조 이후 국

가에 따라 주택 자체의 문제를 넘어 도시 재생 등과 연계된 문제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40) 즉, Whitehead(2006; 2020)는 

social housing의 대량 공급 이후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공공의 영역이 위축

되고 social housing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경제적 

요인 외에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에 대한 강조, 사회 부문의 역할 등에 따라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거나,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12 1945년 이후 유럽 social housing 정책의 변화

자료: Whitehead(2006)에 기반하여 남원석(2014)이 수정.

social housing 모델의 전세계적인 추세는 상황에 따라 계속하여 변화한

다. 주택이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으로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적·문화적 요인

이 그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잔여 모델 – 이원 모델 – 자유주의 모

델에 해당하였으나, Whitehead(2006; 2020)의 주장과 같이 2000년대 이

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부문 및 마을공동체에 대한 강조와 국가와 개별 

지역의 역사적 맥락은 social housing 체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40) Whitehead(2006)는 social housing 정책 변화 과정을 4단계로 제시하였는데, 남원석
(2014)은 이를 다시 3단계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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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cial housing 이론으로서의 公-共-私 관점

social housing이 도입된 과정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계기는 노동계급의 

주택문제가 악화되면서 이를 복지정책 차원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안정을 기

하고자 했음이나, 정책으로의 발전 과정에는 단순히 복지적인 요인만이 아니

라, 노동시장이나 경제 활성화 측면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우발적 요소로 자

리한다. 1800년대 후반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사업가 및 지역공동체 기반에

서 초기 시도를 하였고, 1차대전 이후 국가가 받으며 제도화되어갔다. 제도

화 과정에서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나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정도, 복지정책

의 발전과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나 기본 맥락은 私와 共의 노력에 기

반하여 公으로 이어진 특성을 가진다. 제도화 이후에도 서구 social 

housing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영국은 

1888년 런던시의회가 social housing을 공급했고 이후 지방정부와 비영리 

주택협회가 중심이 되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주택협동조합이 정부로부터 

조세, 금융 등의 지원을 받아 공급했으며, 네덜란드는 노동자 협회의 역할이 

컸다(하성규, 2010; 신수임, 2020).

관련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해 social housing 정책에 대한 이론적 접근

들은 경합과 대립의 모습을 주로 그린다. social housing에서 다양한 주체

의 상호작용, 개인과 지역사회가 만들어낸 공공성의 모습은 social housing

에 대한 이론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하며, 도시 커먼즈 관점에서 이를 엿

볼 수 있었다. social housing 역시 하나의 공동 자원으로서 지역 사회 공

동체의 역할 속에서 정부와 시장의 모순을 극복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social housing 체계에 관한 이론에서는 단일 모델과 보수적 조합주의 모델

에서 다양한 주체가 역할하고 있으며, 역사적 변천과 향후의 정책 방향에서

도 사회적경제부문 및 마을공동체, 시장의 역할은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이 절에서는 social housing 등장과 제도화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 정책 

이론, social housing 체제 이론에서 정부 기관 외에 사회적경제부문 및 마

을공동체, 시장의 역할과 상호작용 과정, 이들이 만들어 내는 의미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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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공동체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는 公과 私 이분

법으로서의 근대를 넘어서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창출되는 공공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일종의 개념적 확장을 이루는 

측면이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자유, 평등, 정의, 형평, 박애의 가치에 기반

하여 주거 약자의 주거권을 추구한다. 공공성이 구현되는 절차적 측면에서 

정부의 공급시스템에 지역 사회와 사적 개인들의 참여 속에 서로를 견제하고 

추동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social housing 관련 이론에서 지역 사회 공동체와 사적 개인들의 역할

과 이에 따라 확장되는 의미를 보다 자세히 담아낼 필요가 있으며, 앞서 살

펴본 주택 공공성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틀은 확장된 의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택 공공성을 주체, 내용, 절차의 측면에 기반하여 

제시한 확장된 공공성의 개념이 한국 사회주택 공공성을 분석하기에도 유용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는 최근 LH와 SH는 다양한 사회주택 형태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했고, 사회적경제주체와 입주자가 성장할 수 있

는 계기를 만드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증진이 시도되고 

있다. 민간 대기업의 자본이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주체의 사회

주택 공급에 지원되기도 하는 등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속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택은 일종의 공유재로서 다양한 소

유권 형태를 모색하고 있다. 이후의 장에서는 한국의 사회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경험연구로, 앞에서 살펴본 확장된 공공성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 사회

주택의 공공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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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공공성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등장과 성장 과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한국 사회

에서 가지는 특성들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주택 공공성에서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살피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등장과 성장

공공임대주택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학자마다 그 구분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41)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구분을 참고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의 특

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3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우선 1989년 영구

임대주택의 등장 이전의 임대주택은 그 물량과 입주기간 등 전반적인 측면에

서 복지적 틀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기반 조성기’로 분류하였다. 1989년 영

구임대주택 등장을 기점으로 공공임대주택은 대대적인 전환을 맞이하였고  

정권의 기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대량 공급 체계가 유지되었

기에 ‘89체계 대량공급기’를 구분하였다. 대량 공급 위주의 기조는 2011년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의 등장으로 질적 변화를 이루기에 이를 기점으로 세 

번째 시기를 ‘수요 맞춤형 전환기’로 구분하였다. 

1. 1989년 이전 : 기반조성기

소설가 이호철이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1962)라는 표

현과 같이 일제시대부터 한국 전쟁을 거쳐 산업화 시기까지 서울로 이주한 

사람들로 인한 서울의 인구밀도는 높아져만 갔다. 

41) 조덕훈(2013)은 맹아기(1945~1979), 기반조성기(1980~1997), 체계화기(1998~2007), 
통합기(2008~2012) 4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서울특별시(2016)에서는 서울시 공공주
택 정책의 역사를 기반조성기(1988년 이전), 대량공급기(1989~1992), 공급위축기
(1993~2000), 공급회복기(2001~2010), 수요 맞춤형 전환기(2011~현재) 5개 기간으로 
구분했다. 서종균(2019)은 사회주택 도입 이전(1989년 이전), 사회주택 정책의 시작
(1989~1992), 사회주택 정책의 단절(1993~1997), 사회주택 정책의 재개(1998~2007), 
상대적 위축기(2008~2016), 확대와 재정비의 시기(2017~현재)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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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동아일보에 연재한 이호철의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 첫회(1966.2.8.)

서울로의 인구 집중은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우선 일제시

대의 농지수탈정책으로 토지를 수탈당한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였으며, 해

방 후에는 해외로부터 귀국민과 월남민에 의해 판자촌이 형성되었다. 한국 

전쟁으로 서울은 많은 주택이 파괴되었지만, 생활기반을 상실한 피난민이 몰

리며 서울은 전쟁 종료 3년 만에 인구를 거의 회복하게 된다. 1961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경제개발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며 서울의 인구·가

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960년 245만 명이던 서울 인구는 1970년 

543만 명, 1980년 836만 명, 1988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기에 이른다. 

 

그림 14 서울시 인구, 세대, 면적 변화(1915-2019)

주 :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기록은 1960년부터 시작됨. 이전 기록은 도시계획구역 기록을 사용하였으며 기록의 시작은 1936년 

경성부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임(면적 135.36㎢)42)

자료 : 서울통계연보 ; 서울시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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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에 비해 주택은 부족했기에43) 유입된 인구는 주거비가 저렴한 

불량 주택지에 자리잡았다. 판자촌은 허가 받지 않은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였으나 당시 서울 유입 인구의 상당수가 판자촌으로 정착하였고 1950

년대에는 선거의 표심을 염두에 둔 정부는 일정 부분 묵인을 택했다. 무허가 

주택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까지 들어섰으

며, 용산에는 월남민이 정착하며 ‘해방촌’이라 이름 붙기도 했다(전남일·손세

관·양세화·홍형옥, 2008).

무허가 주택은 재해에 취약했다. 청계천과 같은 천변은 수해를 당했고, 도

심 내에 들어선 무허가 판자집들은 불에 취약한 재료를 사용했기에 화재 사

고가 일어나고는 했다. 1961년 9월 6일의 숭인동 화재와 1962년 5월 7일 

군자동 화재가 대표적인 예이다.44) 서울시는 무허가 건물 철거 방침을 정하

고 양성화 사업과 함께 철거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철거민은 또 다른 판자촌을 만들어 생활했다. 

42)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은 1936년에 경성부 도시계획구역이 최초로 결정고시 된 이후, 인구
증가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확장 및 주변 도시들의 행정구역 독립 등으로 8회에 거쳐 구역
조정이 이루어졌다(김선웅, 2015).

   - 1936년 135.36㎢ : 경성부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

   - 1950년 269.77㎢ : 숭인, 은평, 구로, 뚝도 등 4개 지구의 편입

   - 1963년 713.24㎢ : 도시계획구역이 행정구역의 전역으로 확장, 경기도 신도면, 과천면, 
오정면, 서면 철산리, 하안리, 광명리가 서울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

   - 1970년 720.88㎢ : 경기도 양주군 화접리, 구리군 갈매리 등 편입

   - 1982년 708.39㎢ : 광명시 분리

   - 1991년 665.98㎢ : 과천시와 부천시 제척

   - 1995년 605.96㎢ : 원능 도시계획구역, 구리시(5.80㎡) 제척

43) 1971년 발행된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1961년부터 66년까지 전국의 땅값은 연평균 
27.6%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68년부터 70년까지의 3년 동안 71%의 상승율을 기록했다
고 한다. 이 기사에서는 “땅은 60년대를 통틀어 유력한 투자 대상으로 등장, 자본주의에 
대신해서 「지본주의」라는 새 유행어를 낳았다”고 소개했다. 
_중앙일보 1971.04.12.일자. “종류별로 본 60년대의 추세 (상)|땅 값의 신화 (1)”

44) 서울역사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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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동 판잣집 화재 현장 (1962.5.7) 청계천 수해지구 (1967.8.26)
자료 : 서울역사아카이브

그림 15 무허가 판자촌의 화재 및 수해 사진

계속되는 주거난에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시멘트 등을 재료로 자조주택을 만드는 방법이 등장하였고, 외국의 원조를 

받는 긴급 구호 주택(원조 주택)이 있었으며, 구호단체나 금융기관 등에서도 

주택을 지어 공급하기 시작했다. 

한미재단(KAF)의 원조주택 단지 전경(1958) 구로동 공영ㆍ간이 주택45)(1961)

망원동 난민주택46)(1961) 응암동ㆍ연희동 일대의 자조주택47)(1961)

자료 : 서울역사아카이브

그림 16 1950-60년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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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 수립을 계기로 경제정책의 한 부

문으로 초기적 형태의 주택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1962년 대한주택영단

이 대한주택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1963년 공영주택법(1963~1972)을 제정했

으며, 건축법(1962), 도시계획법(1962), 국토건설종합계획(1963), 토지구획정

리사업법(1966) 등을 정비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가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공영주택을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한 공영주택법에 근거하여 저소

득 무주택자, 철거민, 이재민 등에게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공급했다(김인

회, 2007; 서울특별시, 2016).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1962) 상도동 주택 추첨광경(1963)48)

자료 : 서울역사아카이브

그림 17 1960년대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공급

45) 서울시가 구로동의 약 10만 평 부지에 12억 환의 공사비로 지은 공영ㆍ간이주택 875동
(2,300세대분)의 건축 현장. 당시 국내 최대의 주택 단지로서 9월 7일에 착공하여 11월 
말 완공예정으로, 22개 건설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철야작업으로 진행. 입주자격은 무주택
자 혹은 판잣집을 철거당한 극빈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서 간이 주택의 경우 입주금 
없이 15년 동안 매월 2천환씩 상환하는 방식이었음(서울역사아카이브. 1961. 9. 30)

46) 서울시가 외국 원조를 받아 총 공사비 6천 4백만환을 들여 세운 난민 주택단지. 장충단 
지역 철거민 150세대가 착공 3개월 만에 입주 (서울역사아카이브. 1961. 12. 28)

47) 10평이 채 안되는 규모의 콘크리트블럭 주택단지 조성. 당시 철거민들은 연희동, 수색동, 
가좌동 등지의 빈 땅이나 하천부지에 세워진 천막촌으로 입주. 연희동 182번지 일대 천막
촌의 경우 70채 천막에 420세대가 거주. 평균 한 천막에 6세대가 거주함. 정부에서 세대
당 대지 10평에, 시멘트 5포대, 석회 5포대를 나눠주고 스스로 집을 짓도록 함 (서울역사
아카이브. 1961. 7. 11)

48) 용산고등학교 교정에서 실시된 상도동 주택 입주자 공개 추첨 광경. 85동을 분양하는데 
약 2천여명이 몰려들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임. 입주자는 입주 후 매달 700원씩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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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택법은 주택공급과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정부의 주택시장 개

입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한편, 제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71)은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주택부족문제를 심화시켰다.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 해

결을 위해 공영주택법을 대체하여 민간의 주택공급을 포괄하는 법령으로서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1972~2003)을 제정했다. 주택건설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250만 호 주택건설계획을 세웠고 계획대비 90%를 

달성하기도 했다(김인회, 2007). 

경제개발계획과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주택의 대량공급 기틀이 마련되었고 

주택산업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한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

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명시화했다.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7-1981)의 

주택투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정에 힘입어 상당히 증가했는데, 주택투자는 

GNP의 5.3%, 공공부문 비중은 44.4% 차지했다.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하며 공급대상을 무주택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국가는 국

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여 제시하기도 했다(김인회, 

2007).

1980년대에는 주택공급촉진을 넘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을 조금씩 시작했다. 제3차 경제개발계획(1972~1976) 기간 공공이 재정을 

부담하는 임대주택이 4.8만 호 정도 공급되었으나 1~2년 단기 임대 후 분양

전환되었기에 임대주택의 역할로는 미미했다. 1982년 ‘장기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2~10년 사이에 분양 전환되는 조건부 임

대주택이었다. 19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며 주택건설촉진법의 분

양주택과 구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별도의 공급방안과 관리방안을 제시했

다. 임대주택에 대한 택지, 금융, 조세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임대주택의 건설

을 확대,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시 주택사

업자로 하여금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에 근거하

동안 집값을 상환. 당시 서울시 혹은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지을 수 있
는 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공급 (서울역사아카이브. 196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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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5년 임대주택 건설이 이루어졌으나 1982~1986년간 6.3만 호를 공급하

였고(김인회, 2007; 서울특별시, 2016), 1984~1985년 동안 20년 임대주택

이 공급되기도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급된 주택수는 5천 호에 불과했다

(장영희, 2003). 

1980년대의 불량 주거지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대부분 10평 미만의 

과소주택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건폐율은 보통 75~95% 수준으로 1~2m 폭

의 최소한의 통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건폐지였다. 이는 자연채광이나 통

풍이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판자촌의 주택 재료는 화재에 취약했고 하천변의 

저지대나 축대의 붕괴 위험이 있는 산밑에의 거주는 홍수에 취약했다. 홍수 

상하수도가 구비되지 않아 공용의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위생상의 문제

도 심각했다. 자체적인 재정이 부족했던 정부가 제시한 합동 재개발은 불량

주거지를 제거하고 신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냈지만 이주한 철거민에 의해 

또 다른 불량 주택지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과 함께 철거민의 반발이라

는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1989년 이전까지 한국은 인구의 자연증가 및 핵가족화, 가구분화로 폭발

적인 가구수 증가, 기존 주택의 멸실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특히 서울로의 

인구집중과 그에 따르지 못하는 주택공급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토지

주택 가격의 상승이 있었다. 전쟁 후 복구에 역량을 쏟아야 했던 시기였기에 

밀려드는 난민의 불량주거지와 부족한 주택수를 해결하기도 급급했다. 

social housing은 1960년에 조금씩 등장했는데, 해외원조를 받은 주택, 재

료를 보급하는 자조주택, 구호단체 등에 의한 주택이 social housing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의 재정이 들어간 공공임대주택이 1970년대부터 

공급됐으나 1~2년 단기임대로 분양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1970~80년대 주택 정책은 주택 공급 촉진 위주의 정책이었기에 국가경제정

책의 일환으로 역할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 조금씩 포함되었으나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의 주택가격과 전세

가격의 폭등,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는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

어 제1기 신도시 개발 착수의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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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9-2010년 : 89체계49) 대량공급기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무허가 정착지의 상

업주의적 재개발사업(합동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거사정 악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집

권층의 정치적 위기 고조에서 찾을 수 있다. 1987년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50.6%에 불과했으며, 전세가격 상승과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세입자와 

철거민들이 자살하는 등 사회불안은 정치적 위기로 이어졌다. 1988년 집권

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패배의 원인 중 하나

가 주택문제라고 판단한 집권당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50)(손세원·이영재, 2005; 박윤영, 2009; 박은

철, 2016; 신수임, 2020). 

1988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함께 본격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되었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25만 호라는 대량의 공급 계획과 

함께 그동안 1~5년의 단기임대주택 공급 위주에서 임대 기간 측면에서 획기

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없이 50년간 거주할 수 있

었기에 분양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 촉진계획의 일환이었던 기존의 임대주택

과 달리 social housing의 개념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다(서울특별시, 

2016; 신수임, 2020).

정치적 위기에 따라 등장했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그 기조 또한 달라졌다. 정치적 위기가 완화되고 주택가격이 안정을 찾으며 

신자유주의적 경제 운용이 강세를 띠게 된다. 1992-1997년의 김영삼 정부

49) 남원석(2021)은 89체계의 특징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① 물량주의에 근거한 대량 공급 

    ② 중앙집중적 공급체계

    ③ 정권의 필요에 따른 임기웅변식 유형 도입과 배분

    ④ 파행적 자금조달 구조 

50)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1988)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는 일정부분 완화되었다. 다만 주택투자율은 1990-91년에는 연 8%를 
상회하는 등 주택 건설경기는 과열되었다(김인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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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투자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는 민자유치를 내세우며 공공의 

직접개입보다는 민간부문 지원을 통한 주택건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정

부 재정 투입량이 많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급격히 후퇴했다. 1994년부터

는 재개발사업에서의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신규 건립을 중단

하기에 이른다.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으로 매년 50만 호 이상 주택이 공급되었

고, 주택보급률은 100%에 근접하게 된다. 주택건설 200만호 계획에서는 

272만 호를 계획했으나 이보다 많은 312만 호를 공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활발했던 분양주택공급과 달리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당초 계획의 30% 수준

에서 그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도 70%에서 50%로 축소했

다(김인회, 2007). 분양전환을 전제하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

급하였던 이 시기는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공급 축소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추진했던 금융실명제는 자금의 투명화를 가져오며 소득이 노출

되는 부동산 거래가 동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거기에 1997년 IMF를 맞은 

국민의 정부(1998-2002)는 외환위기로 인한 주택가격 급락으로 주택경기 

자료: 국토교통부(2021), 주택업무편람. 재구성

그림 18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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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모든 정책수단 동원하며 2000년 이후 경기회복

과 함께 주택가격은 다시 급등하고 저소득층 주거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하였던 국민임대주택을 참여정부(2003-2007) 시기

에 대대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주택법의 제정과 주택종합계획수립으로 주택정

책은 질적 전환을 맞이했다. 주택공급이 중심이었던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주

택보급률 향상을 달성했다고 보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대한 필요

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편하여 주택법 제정했다. 여전히 건설과 

이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지만 주택공급 위주에서 복지, 

환경, 관리 등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했다. 주택정책의 주요 대

상을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었고, 신규주택 공급과 재고주택 관리의 조화를 

추진했다. 또한, 복잡한 관련 법령체계를 정리하였고, 중앙의 권한을 지자체

로 이양했다.

주택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도록 한 주택종합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주택정

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주택종합계획(03-12)>에서는 주택문제를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보급률은 주거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

기에는 제약이 있으며, 가구 및 주택의 정의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모이

며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다. 양적 측면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 주거복지 수

준을 측정하고, 주거실태 파악과 주택정책의 기초자료로서 다양한 보조지표

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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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측정변수

양적 지표

주택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자가점유율 가구수, 주택수

인구1천명당 주택호수 인구, 주택수

질적 지표

주거밀도
방당 거주가구원수 가구원수, 방구성

1인당 전용면적 전용면적, 가구원수

구조․성능․환경
내용연한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수

환경기준 소음, 진동, 악취 등

편익시설
전용사용시설 부엌, 화장실, 온수공급

시설설비 상하수도, 난방방식

시장지표

지불능력
소득대비주택가격(PIR) 주택가격, 가구소득

소득대비임대료(RIR) 전세가격, 가구소득

공가율 공가수, 총주택수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택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주택대출비율(LTV) 주택가격, 융자금

주거평등도 주거관련자산의 Gini 계수

투자지표
GDP 대비 주택투자 GDP, 주택투자

주택부문 재정투자 주택관련정부예산

표 13 <주택종합계획(03-12)>에서 도입한 주택관련지표

자료 : 건설교통부. 2003

3. 2011년 이후 : 수요 맞춤형 전환기

주거지표가 보여주는 명확한 성과는 인구 및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증가

이다. 절대적인 주택수의 부족은 2010년을 기점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며 양적 안정세를 보였다. 1인당 주거면적은 천인당 주택수51)도 2019

년에는 412호/천인을 기록했다.

51) 인구천인당 주택수는 주택보급률과 같이 주택보급의 양적지표이나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주택보급을 측정하므로 5인 이상 비혈연가구 등을 제외하고 산정되는 주택보급률의 한계
보완이 가능하다(경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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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주택보급률 (%) 74.4 71.2 69.8 72.4 86.0 96.2 98.3 101.9 102.3 103.6

자가점유율 (%) 63.1 58.6 53.6 49.9 53.3 54.2 55.6 54.2 56.8 57.9

천인당 주택수

(호/천인)
136.5 142.2 151.0 165.0 206.6 238.3 330.4 363.8 383.0 418.2

1인당 주거면적

(㎡)
- - - - 17.2 24.1 - 28.5 33.2 33.9

표 14 주거지표(1975-2019)

주 : 2005년부터 주택수 산정시 다가구 거처 구분, 가구수는 일반가구수 적용.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에 기반하여 산출

자료 : 건설교통부. 2003 ; 통계청. 각년도 ; 국토교통부. 2021

고저가 있으나 꾸준한 공급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

고량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율은 7.4%52), 158.4

만 호를 기록했다. 단기임대주택과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량까지 포함하면 

14.3%, 304만 호에 이른다. 서구 복지국가가 18~32% 수준인 점에 비교하

면 부족하지만 단기간에 이루어낸 성과이다. 2025년에는 전체 주택수의 

10% 수준인 240만 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한국
네덜

란드
덴마크

오스트

리아
영국 프랑스

아일

랜드
미국 일본

OECD

평균
7.4 37.7 21.2 20.0 16.9 14.0 12.7 3.3 3.1 8.0

표 15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재고율 비교

주: 한국(’19년), 네델란드·덴마크·오스트리아·영국·프랑스·일본(’18), 아일랜드(’16), 미국(’17)

자료: 국토교통부. 2021. 주택업무편람 

2003년 주택법 제정과 주택종합계획 수립 추진 이후 질적 전환을 추구했

지만 2000년대에도 임대주택 공급은 수량 위주 계획이었다. 양적 안정세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수요자 맞춤형 개념이 등장했고 1972년 주택건설촉진

52) 국토교통부는 영구, 50년, 국민, 전세, 10년임대 등 임대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함. 2019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58.4만 호, 가구 거처 
구분한 주택수 기준는 2,131만 호로 전체주택수 대비 재고율은 7.4%임(국토교통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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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2003년 주택법으로의 전환에 이어 2015년에는 주거기본법이 등장했

다. 공급 중심 주택 정책에서 보다 수요 중심으로 나아가며 주거권을 강조했

다. 백화점식 복지체제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전반적인 복지 기

류53)와 함께 주거복지에서도 사각지대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이 구체화 되었

다.

주택법

주거권, 유도주거기준, 지원센터 등

주거기본법

(`15.12.23 시행)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주거비지원 등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 등

주거급여법

(`14.10.1 시행)

주택건설·공급, 투기억제 등
주택법

(`16.8.12 시행)

주택기금 + 도시로 확장
주택도시기금법

(`15.7.1 시행)

주택관리 + 제도개선
공동주택관리법

(‘16.8.12 시행)

임대주택법

민간임대

공급‧운영‧관리
+ 기업형임대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15.12.29 시행)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분양전환

공공주택 특별법

(‘15.12.29 시행)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건설‧매입 + 미비점 개선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택지공급 관련사항

* (파랑) 주택법 관련 법안  /  (빨강) 임대주택 관련 법안

자료 :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2015.8.11. ; 경기도. 2016. 수정

그림 19 주택 관련 법령의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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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대규모 공급방식은 가용가능한 신규 택지의 부족으로 한계를 맞이

했다. 또한 정비사업에 의존했던 공급 방식은 경기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에 꾸준한 공급이 어려웠다. 지역별 편중 문제 또한 제기되었다. 서울 내에

서 노원구, 강서구, 강동구, 은평구 등에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된 반면, 공공

임대주택이 1% 미만인 자치구도 6곳이 존재했다(이동훈, 2011).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집중 공급의 피해를 호소했다. 서울

에서 경기도로의 저소득층 이전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 전가 문제, 직주근접

에의 실패에 따른 교통 문제 등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 소요와 맞지 

않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향 공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도, 2018). 공공임대주택 내에서도 배분체계에서의 주거사각지대 발생, 

공급면적과 세대 구성간 불일치 문제, 혼합주택단지의 갈등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이웃의 차별, 복지서비스에서의 수동성과 입주자 자립 등 지

속적인 문제제기가 있다(이동훈, 2011; 남상호, 2016; 전창미, 2017; 허수

정, 2017; 이윤재, 2021).

소규모 점적 개발로의 전환과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동훈, 2011; 이동훈, 2012)이 이어지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청년 1인가구나 신혼부부 등을 고려한 소형주택, 수요자맞춤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서는 소형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2011.6.30.), 대학생 주거지원(2011.12.7.)을 내놓았다. 2013년 박근혜 정

부에서 청년 1인가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소형 임대주

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8만 호 공급계획을 

추진하며 평균 가구원수 감소를 고려해 공급평형을 축소하고 유휴토지에 공

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서울시 자체적인 재원을 비롯해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홀몸어르신주택, 의료안심주택, 여성안심주

택, 예술인주택, 공동육아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

주택이 등장했다(서울특별시, 201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국민

53)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경우 시설평가 위주에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중요
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
다(이선우·최상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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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국토부는 2020년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 

등이 사업대상지, 맞춤형 공급대상자, 입주자 서비스 연계방안 등을 제안하

면 이를 반영하여 LH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매입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을 도입하였다.

예술인주택의 지역강좌 포스터 의료안심주택

출처 : 예술인주택 페이스북 ; 서울시

그림 20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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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특성

1. 발전국가 주택정책 속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에스핑-앤더슨은 세 개의 복지체제인 자유주의, 보수적 조합주의, 사회민

주주의 국가 유형으로 구분한 바가 있다. 이에 더하여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

아 사례를 고려하여 발전주의 국가 모델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안병영･정

무권･한상일, 2007; 강병익, 2015; 김순양, 2015)이 있다. 

유형분류 자유주의 보수적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발전주의

정부개입 정부규제 최소화 중도적 정부개입 정부개입 강화
공급에 대한 강한 개입 

소비에 대한 약한 개입

주택정책

자가 소유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한정

적 지원

다양한 주택 공급주체

주거권 강화 및 so-

cial housing 공급 

촉진

자가 소유 확대

해당국가
미국, 호주, 아일랜드 

등

프랑스, 독일, 오스트

리아 등

스웨덴, 덴마크, 노르

웨이 등
한국, 일본, 대만 등

자료: 하성규·배문호, 2004; 남원석, 2014. 참조하여 재구성

표 16 복지국가 유형에 기초한 social housing 정책 유형 분류

발전국가 개념은 존슨(Johnson, 1982)이 일본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분석

하며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발전주의 국가에서 주택정책은 경제성장을 수단

으로 간주되었다.54) 발전국가 개념은 사회정책의 발달에 대해 국가 중심, 경

제 논리 중심, 목적론적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한국의 주택체

제 설명에 비교적 부합한다(김순양, 2015). 한국에서 주택정책은 경제성장을 

54) 사실 발전주의 국가는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틸리
(Tilly, 1990)의 경우 모든 국가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정복·약탈국가 – 발전국
가 – 민주국가 – 복지국가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발전 국가는 사회의 생산 능력 증
가를 위해 재산권 보장,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호, 도로·항만 등의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발전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인정된 재산권
과 시민권을 기반으로 봉건주의적 신분 질서가 붕괴하며 노동자, 농민, 여성 등의 투표권 
인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민주 국가로 이행하는 밑거름이 된다. 틸리의 이론은 발전국가, 
복지국가 모두를 근대국가의 한 양식으로 보며, 국가는 자신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그 모
습을 바꾸어 나간다. 사회의 자원은 모두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국가는 생산
활동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발전주의 국가에서 경제의 중심에 국가가 있는 것
과 사실상 유사하다(김태성·성경륭,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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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해 주택 공급 촉진책과 세제를 

통한 억제책을 번갈아 사용했다. 1980년대 석유파동이나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시기에는 주택 수요와 공급을 촉진했고, 

실물경기의 상승으로 억제가 필요한 시기에는 세제를 통해 주택수요를 조절

하고 공급 및 투자를 축소하며 거시경제의 조절수단으로 사용했다(김은미, 

2012; 신수임, 2020). 

국내에서 GDP 대비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 비율은 2020년 5.0%였으며 

주택건설이 활발하였던 1990~1991년에는 10%를 넘어서기도 했다. GDP 대비 

건설투자비중은 1970년 20.2%에서 1991년 29.5%로 정점 기록(박선구, 2020),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14.4% 수준으로 내려왔다. 건설투자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 비율은 22.1~39.9%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림 21 주거용 건설 투자(실질) 금액과 비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비중은 14.9%(2018년 기준)로 OECD 국

가 평균인 10.6%(2018년 기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가마다의 맥락이 있

기에 단순 비교는 조심스럽지만, 건설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캐



- 97 -

나다, 호주 등 전반적으로 국토면적이 넓고 인구수가 적은 특성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자본형성 비중은 30.4%(2018년)로 OECD 전체 국

가 가운데 1위, 주택부문 건설투자 비중은 7위를 기록했다(박선구, 2020).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택 및 건설투자를 통한 성장전략을 구사해 왔

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건설산업 비중은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 

구축, 도시화 등에 의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소득 수준이 향상하고 도

시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그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OECD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역 U자 형태를 보이다가 긴꼬리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성장기에 건설산업에 의존하는 일반적 경향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OECD 국가의 경우 1만 5천불 이후 감소세로 전

환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만불 이후 건설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건설

산업에의 의존도가 보다 길었음을 보인다(박선구, 2020).

정부는 주택 개발과 건설과정에 강하게 개입하면서도 주택시장에서 발생

하는 주거복지는 가족역할과 시장에 의존하는 모순을 보였다. 자가소유는 국

가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경감시키면서도 주택 구입에 따른 소비는 촉진하고, 

세입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택의 소비영역에서는 사적 재화로서 자가

소유를 촉진하며 시장 역할을 극대화하고 형평성 완화에는 개입하지 않는 자

산기반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지출은 피했다(신진욱, 2011; 

남원석. 2014; 이석희·김수현, 2014; 신수임, 2020).

공공임대주택이 시작한 1989년은 발전주의의 한 가운데 있던 시기로, 공

공임대주택 역시 발전국가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물량주의와 중앙집중적 공

급체계, 정권의 필요에 따른 공급계획, 파행적 자금조달 구조(남원석, 2021)

로 읽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소위 ‘89체계’로 불리었다. 자산기반 

복지정책은 자가소유는 촉진하고 잔여적 복지-시장보완적 성격을 지향하며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보였다. 한편, 중앙정부 중심의 대량 주택공급 정

책의 일환에 속하며 아파트 형태로 공급됨에 따라 ‘휴거(휴먼시아 거지의 줄

임말)’ 등 사회적 낙인화와 갈등, 복지 사각지대와 지역편중 등의 세부적인 

문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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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경제사회발전계획(경제개발계획) 특정계획 임대주택정책

1차

(1962

~

1966)

⚫주택공급 확대

 -주택건설 촉진(47.5만호)

 -공공개입 확대

 -주택수요 촉발

마포아파트

(1962)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방

식으로 450호 공급(중·고

소득층 대상)

2차

(1967

~

1971)

⚫주택공급 확대(50만호, 당초계

획80만호)

 -주택수요 확충(주택금융지원)

 -가격안정(투기억제)

1년 만기 임대주

택 공급(1971)

서울개봉지구, 13평 임대

주택 300호 공급, 저소득

층 대상 임대 1년 후 분양

전환

1차

(1972

~

1981)

⚫주택공급 확대

⚫주택 질 향상

⚫합리적인 시가지 형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주택건설업자 육성

3차

(1972

~

1977)

⚫주택공급 확대(83.3만호)

⚫주택수준 향상

⚫주택 질 및 편익시설 개선

주택건설

10개년

계획

(1972

~1981)

⚫주택공급 계획(250만호)

 -주택산업 육성

 -택지공급 확대

⚫주거수준 향상

 -1975년「주택정책과 

  장기 건설계획」으로 수정

4차

(1977

~

1981)

⚫주택공급 확대(126만호)

 -공공부문의 소형주택건설

 -주택가격 안정

 -분양가격 규제

2차

(1982

~

1991)

⚫실질 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주택

건설과 주택재고의 확대

⚫주택가격 안정

⚫주거환경 수준의 향상

5차

(1982

~

1986)

⚫주택공급 확대(143.1만호)

 -주택가격 안정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주거환경 개선

 -임대주택건설 촉진

공공주택 

건설 및

택지개발 

기본계획

(1981

~1995)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 추진

⚫주택공급‧투자확대(500만호)

 -주택자금동원체제 정비

⚫주택건설비 저렴화

 -저렴택지 대량 개발

 -2차10년 계획과 

임대주택육성방안 

발표(1982)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임대주택건설촉진

법 제정(1984)

임대주택에 대한 택지, 금

융, 조세지원의 대폭확대

로 임대주택건설촉진

표 17 주택관련 계획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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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경제사회발전계획(경제개발계획) 특정계획 임대주택정책

  5차 5개년 계획으로

  축소 수정

6차

(1987

~

1991)

⚫주택공급 확대(202.7만호)

 -소형주택공급 위주

 -임대주택건설 촉진

⚫주택가격 안정성과 수요

  기반 조성

 -저렴 택지공급 확대를 

  통한 택지가 안정

 -주택금융 내실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

(1988)

⚫주택공급 확대(200만호)

 -재정 투자와 금융공급

  확대

 -택지공급 확대

⚫주택가격 안정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반 확대

 -소득계층별 주택공급

  체계 확립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1988)

영구임대주택의 최초공급

3차

(1992

~

2000)

⚫주택가격 안정

 -주택공급물량 확대

 -투기적 수요 억제

⚫주택의 절대량 부족 완화

 -소규모 주택건설 확대

 -택지개발‧이용효율화 촉진

⚫소득계층간‧지역간‧소시장간 

주택 서비스 소비 수준의 형평성 

제고

⚫민간의 주택시장 참여 확대 

7차

(1992

~

1996)

⚫주택공급 확대

⚫주택가격 안정

 택지의 안정적 개발‧공급‧

 공급체계정비‧개선

⚫소득계층간‧지역간 

 주거수준의 형평성 제고

신경제

5개년

계획

(1993

~1997)

⚫주택공급 확대(285만호)

⚫주택가격 안정

⚫무주택 서민과 근로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재고주택 질 향상

임대주택법제정

(1993)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등 

민간사업참여확대

국민임대주택 공

급(1998)

민간건설중형임대주택 공

급

임차인대표회의 

구성(2000)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인

식 제고:

2001.8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공급발표

2002.4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발표

2002.5 국민임대주택100만호 공급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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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2019년 기준으로 110만 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있으나, 재고의 

77.6%(86만 호)는 LH에서 공급했다. 그나마 지방정부 공급량의 76.0%는 

서울시에 의한 공급으로 다른 지자체는 자체적인 공급보다는 LH에 의존하고 

있다.

(단위: 호, %)

구분
전국 서울

계 LH 지자체 계 LH 지자체

주택수 계 1,105,232 857,939 247,293 237,912 48,353 189,559 

영구임대 209,290 152,639 56,651 46,782 24,110 22,672 

50년임대 111,745 26,254 85,491 86,590 2,759 83,831 

국민임대 541,622 509,592 32,030 25,304 1,908 23,396 

장기전세 33,180 1,592 31,588 31,296 620 30,676 

매입임대 146,040 118,622 27,418 35,954 17,564 18,390 

행복주택 63,355 49,240 14,115 11,986 1,392 10,594 

비율 계 100 77.6 22.4 100 20.3 79.7

영구임대 100 72.9 27.1 100 51.5 48.5

50년임대 100 23.5 76.5 100 3.2 96.8

국민임대 100 94.1 5.9 100 7.5 92.5

장기전세 100 4.8 95.2 100 2.0 98.0

매입임대 100 81.2 18.8 100 48.9 51.1

행복주택 100 77.7 22.3 100 11.6 88.4

표 18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별 재고(2019년)

주 : 5년/10년공공임대, 전세임대 제외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공공임대주택’을 키워드로 신문기사의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와 LH가 가장 주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지방정부로는 서울시의 SH공사와 

경기도 정도가 등장하나 비중은 크지 않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주요한 역할을 

중앙정부가 차지하며 公의 주체가 단일한 편임을 볼 수 있다(신수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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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90년~ 2020년 7월까지의 기사 중 1000개 기사를 분석하여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

화하여 빅카인즈 뉴스 연관어 분석 이용

자료 : 신수임. 2020

그림 22 ‘공공임대주택’ 연관어 분석

공공주택 관련 법제의 개편과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임

대주택의 공급 시스템은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공

급원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지방정부는 협

의 기관일 뿐이다.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와 달

리 30만㎡ 이하의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

으며, 100만㎡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봉인식, 2021). 

건설비용 조달에서도 중앙정부 산하의 LH에는 출자금 형태로 지원되나 

지방정부 산하의 지방공사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다. LH에 출자된 재정

자금은 LH 자본금으로 활용되어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함으로써 LH는 건전

한 재무구조에 기반하여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민간금

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공사는 재정예산을 국고보조 

형태로 받아 회계상 자본금으로 계상되지 않으며, 건설비용 중 일정비율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융자를 받아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장경

석,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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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2020년 기준 전체 주택수는 1,853만 호이다. 주택의 꾸준한 공급으로 전

체 주택수는 크게 증가했는데, 증가량의 대부분은 아파트의 증가에 의했다. 

1975년 전체 주택수의 1.9%에 불과하던 아파트는 2020년 전체 주택수의 

62.9%를 차지하고 있다. 

주: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에 기반하여 산출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일제시대 일본인 노동자들을 위해 처음 한국에 도입된 아파트는 1958년 

중앙산업이 민간업체 최초로 종암아파트를 건립하며 아파트로 대규모 주택개

발이 가능함을 보였다(홍형옥‧유병선, 2003). 이후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대한주택공사를 중심으로 아파트의 공급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

어졌다. 택지개발시 일정 비율을 아파트 지구로 할애함으로써 신규 주택 공

급의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했으며 재개발사업은 저층주거지를 허물고 점차 

고급화·대형화된 아파트 단지로 전환시켰다.

그림 23 주택유형별 주택재고의 변화(197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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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일부로 작동

하며 공공임대주택은 곧 ‘임대아파트’로 인식되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

(1984)을 제정하며 택지개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배분

하도록 지정했다.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1988~1992)’과 같은 대량의 주

택공급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포함이 되었다. 아파트 건설사업인 

재개발 사업시 철거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도입하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다(김지은, 2021). 

공공임대주택의 아파트 단지 형태로의 공급은 가난의 집단화와 지리적 집

중 속에서 사회적 갈등의 현장이 되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지역 사

회의 편견과 차별로 이어졌으며 재개발 사업을 통해 민간분양주택과 혼합하

여 공급된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의 갈등이 문제시 됐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은 각각의 임대유형이 각각의 단

지 형태로 공급되어 각각 자신보다 낮은 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임대유형에 대

해 구분을 지었다. 

아파트라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획일화는 주거 선택권의 박탈로도 이어

졌는데, 세대구성이나 나이, 직장 위치나 생활 방식 등의 차이에 따른 선택

이 어려웠다. 임대주택 입주자와 입주하지 않은 가구 사이에 공공으로부터 

받는 수혜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또한 지적되었다(서울특별시, 2014). 

4. 정권의 성과로서의 공공임대주택

영국은 전후 군인에 대한 주택 공급, 미국은 경제공황 위기 돌파, 프랑스

는 사회주의에 대한 견제 속에 social housing의 제도화가 있었다면 한국은 

경제 발전의 도구로서 주택정책을 사용했고, 그 틈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

제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social housing이 등장했다. 

그 태생이 정치와 긴밀히 엮임에 따라 이후의 행보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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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이나 입주대상,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서 달라졌으며 특히 각 정권의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권마다 유형을 

새롭게 개발하며 브랜드화 했다. 이를테면 초기 공급한 임대주택은 임대 기

간이나 입주대상 등의 특성에 따라 영구임대, 사원임대, 50년 임대 등의 이

름이 붙었지만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이름을 붙이며 각 정권에서의 실

적으로서 차별화하고자 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시작된 노태우 정부에서는 1989년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하나로 도시영세민,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

택을 공급했다. 1989년∼1993년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법정영세민 등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사업비의 85%를 국가의 재정으

로 보조하였고 임대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었다(박은철·김수경·진화연·김윤중·서

종균·김지은, 2019).

1993년에 김영삼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일환으로서 민간 부문의 분

양조건부 주택이 주로 공급했다. 재정부담이 컸던 영구임대주택의 신규 공급

을 중단하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국가 재정으로 50%

를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당시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20%를 지원하며 국가 

재정이 85%였던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재정 지원이 줄어들었다. 50년 공공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하는 역할이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높은 편이었다(서종균, 2019; 박은철·김수경·

진화연·김윤중·서종균·김지은, 2019).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했다.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을 내세웠던 김대중 정부는 정권의 

이름이 붙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

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을 가졌다. 2002년부터는 10-20년 임대기간이었던 국

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여 주거안정성을 높였고,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대량으로 공급하며 국민임대주택은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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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자리잡았다(박은철·김수경·진화연·김윤중·서종균·김지은, 2019).

김대중 정부와 정책 방향이 비슷했던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이름

을 이어갔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기조를 계승 및 강화했다.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며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

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미진한 공급으로 소외는 최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

급방안으로써 2004년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005년에는 기존주택 전

세임대주택을 도입했다.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

하여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했다.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이 높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아파트 형태에 

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적기에 가능한 임대료 수준이었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권과는 선을 그으며 새로운 주거 

지원 정책으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

고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늘렸으며 대신 영구임대주택을 부활시켰다. 이를 

위해 대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급했다. 이전 

정권의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단지의 50% 이상이 국민임대주택인 경우 국민임

대주택단지로 분류되어 지원받았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공공임대 및 공공

분양주택이 50% 이상인 경우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었다. 즉, 공공임대주택

의 공급 비중은 줄었다고 볼 수있다(서종균, 2019; 박은철·김수경·진화연·김

윤중·서종균·김지은, 2019).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 같은 정권이었던 2007년 

등장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이 도입되었다. 청년층의 주거문제가 

정치권으로 이어지며 정책대상의 80%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고, 

이들이 선호할 만한 역세권에 입지한 임대주택유형이 등장했다.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 정권 교체에 따

라 계속하여 개발된 신규 유형은 중앙정부의 정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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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답습하여 나타났다. 2013년부터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

고자 했던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주택 등 다양한 이름의 공공임대

주택을 제시했고, 경기도와 전주, 부산 등지에서도 지역의 실적으로 차별화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공공임대주택 브랜드를 등장시키고 있다. 

정권에 따라 자신의 유형에 공급을 집중하고 이전 정권의 유형은 중단하

거나 공급량을 축소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무너지는 부작용은 시

민과 행정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

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의 공급 유형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구분 임대주택유형 제도/계획

노태우 정부(1988-1993) 영구임대 1988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김영삼 정부(1993-1998) 공공임대 1993 임대주택법

김대중 정부(1998-2003) 국민임대
1998~2002 국민임대주택 5만호/20만호/50만

호/100만호 공급계획

노무현 정부(2003-2008) 매입임대, 전세임대 200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명박 정부(2008-2013) 보금자리, 장기전세, 영구임대 2009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박근혜 정부(2013-2017) 행복주택
2014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5 공공주택 특별법

문재인 정부(2017-2022) 통합유형 -

표 19 역대 정권과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변화

자료 : 서종균(2019)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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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한국 공공임대주택에서의 公과 共과 私

발전주의 국가 복지 시스템은 주택정책을 거시경제 조절 수단의 하나로 

사용하게 되면서 각종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선거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된다. 정치적 위기 속에서 돌파책으로 등장한 공공임대주택은 

중앙정부의 성과로서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발전주의 국가의 특성이 

녹아들었다. 

중앙정부의 대량-하향식 구조가 공공임대주택의 체제에서도 나타났다. 그 

명암은 대량공급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증가라는 성과와 함께 중앙정

부 중심의 추진에서 온 파행적 구조로 나타났다. 공급지역의 일방적 선정에 

따른 지역 수급 불균형 문제를 비롯하여 배분체계에서의 사각지대 발생, 지

방정부의 역할 부재 등의 문제가 따랐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신도시 개발

과 같은 대량의 주택공급 정책에 속하여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

하는 택지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 형태로 공급되었다. 대량 공급을 위해 선

택한 아파트 단지형 공급방식은 가난의 집단화와 사회적 편견, 갈등의 현장

이 되었다. 정치적 돌파책으로 사용되었던 시작 동기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은 

중앙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이름, 내용이 바뀌어 정책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권의 성과 홍보로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작명

은 지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이어졌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중앙정부는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해 왔고, 공급과정의 하향적 절차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에서 주의해야 할 세부적인 문제들을 놓치도록 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라는 목적 외에 지역 사회와의 융합이나 기여와 같은 주택의 공공적 가치를 

담아내기에 한계를 보였다. 기존의 대량-하향식 정책을 보완하여 수요자 맞

춤형 임대주택이 등장했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주체들과 협력하여 공급하는 

사회주택의 방식이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적용되며 하이브리드가 일어나고 있

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방향을 복지국가로 예견하며 공공임대주택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진다. 신진욱(2011)은 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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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발전주의 유형’으로 분류하며 발전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해체하

지 않고 가능한 대안은 국가주의라 말했다. 이를 위해 ① 주택금융시장을 억

제한 자본의 흐름을 실물경제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고, ②공공주택

을 확대해 주택구입 희망 계층의 불만,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

택 비소유 계층에 대해 정책은 잔여적 복지 수단이 아니라 공적부문의 중요

한 기둥이라는 그의 주장은 국가의 역할 강조로 이어진다. 

이석희·김수현(2014)은 한국은 주택부문이 중요한 정책의제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화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발전주의 국가 특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계속되는 주택수급 불일치

와 가격상승으로 주택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에는 주택부족이 해소되며 복지국가 맹아 단계에 들어섰고 국가는 다양

한 수요에 맞추어 시장보완적 개입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향후에도 강한 

국가 개입과 높은 가족 역할은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발전주의 국가 특유

의 자산기반 복지시스템은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원석(2014)은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새

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2014년 즈음부터 사회주택 

공급자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적 경제 분야의 주체들을 고려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스템이 추상화된 公 

의 한계를 가진다면 지방정부와 민간 주체들은 대량 공급 시스템의 약점이라 

보여진 사각지대의 해소와 지역 사회에서의 관계 회복과 같은 지점에서 共 

과 私의 견제와 자극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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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새로운 행위자들의 “사회주택” 짓기

제 1 절 변화의 단상

2011년 즈음 사회주택에 새로이 등장한 행위자들은 사회주택 생태계에 

진입하고 기존의 행위자들과 연결되었으며 때로는 이탈했다. 민간 부문 사회

주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초기 행위자들의 등장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4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거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로서 자

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청년 주거 운동이 그 하나로 이들은 청년 주

거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운동의 맥락이 함께 사는 집을 짓기까지에 이른 사례

들이다. 세 번째는 도시 차원에서의 주거지 재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

도가 사회주택으로 이어졌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 분야의 성장 과정에서 

사회주택을 만난 사례들이다. 

1. 청년 주거문제의 이슈화

사회주택에서의 변화가 시작되던 2014년 즈음의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

해 방 한 칸에 월 40~50만 원이라는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했고 대학들

은 10% 미만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해 사회 

초년생이 되어도 서울시의 주택시장은 임대료, 복지정책, 주택유형 등에서 1

인 청년 가구에게 매우 제한적인 기회만을 제공했다. 

미혼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반지하/옥탑방,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이 

높은 임대료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서울 청년 1인 가구

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주거빈곤율은 2000년 31.2%에서 2005년 34.0%, 

2010년에는 36.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이원욱의원실·한국도시연

구소, 2017).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비와 함께 낮은 소득 역시 청년세

대에게 위협으로 작용했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중 20~30대가 42.76%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의 20~30대 청년은 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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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적인 상승과 열악한 주거시설, 높은 실업률이라는 악재를 감당해야 

하나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한정적이며 청년은 임대주택 정책 대

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동안의 임대주택은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청

약저축 납입횟수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젊은 청년층이 입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만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이 없어도 입주

가 가능했다. 

주: 주거빈곤율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 이원욱의원실·한국도시연구소(2017). 재가공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의 주거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 시작된 시점은 

2011년 즈음이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주거 문제에 대학 기숙사 확

대 활동을 하며 청년 주거 운동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창립, 청년 주거권 

개념을 세워나갔다. 2012년에는 “주택보급률은 110%에 달한다는데, 왜 자

신들은 집이 없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미분양의 비밀을 미분양 현장

을 찾아다니며 만든 <친절한 미분양>이라는 10분 정도의 짧은 영상을 인터

넷에 유행시켰고, 2013년에는 청년주거권네트워크에서 타워팰리스와 고시원

의 평당 임대료를 비교해 “타워팰리스 보다 비싼 고시원”을 발표하며 정치권

에도 이슈화시켰다. 청년주거권 문제의 이슈화는 청년 실업, 삼포세대의 등

그림 24 전국 가구 및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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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출마와 함께 부각되었고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 제정

의 근거로서 역할했다. 개인의 주거 문제에서 시작하여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나간 청년들은 2014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해 사회

주택 공급자로 역할을 하게 된다.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성미산 마을의 소통이있어행복한주택(2011년 준공, 이하 ‘소행주’)은 공동

육아를 계기로 모여 성미산 지키기를 비롯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유명한 

성미산 마을 공동체의 맥락 속에 있다. 성미산 마을은 마포연대, 성미산학교, 

마포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외에 협동조합 방식의 작은 가게들이 운영되며 사

자료 : 민달팽이유니온 홈페이지

그림 25 민달팽이유니온이 제작한 <친절한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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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경제가 자연스레 자리잡고 있다. 공동체 문화와 사회적 경제활동은 공

유를 통해 공간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소행주에 그대

로 배어들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설계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입주자들이 함께했다. 각 세

대는 입주자들이 참여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했고, 공동신발장, 옥상정원, 커뮤

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이 계획되었다. 커뮤니티 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저

녁식사를 하는 모습은 소행주의 대표적 이미지로, 당시 셰어하우스, 공유주

택,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 등의 이름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주요 참고 

모델이 되었다. 

소행주가 세간에 알려지며 소행주와 비슷한 유형의 주택들이 등장했고 당

시 마을공동체에 관심55)이 있던 서울시는 소행주를 모델로 주거 공동체 정

책을 추진했다. 성미산 마을 공동체의 경험과 특성은 서울시의 공동체 활성

화 정책 곳곳에 녹아들었다. 주거공동체로서의 소행주에 대한 서울시장의 관

심과 방문 역시 서울시 정책으로 이어졌다. 박원순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2

55)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2012년 3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 2012년 4
월 (사)마을 설립 및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에서 드러난다. 

자료 : 소행주

그림 26 소행주의 공동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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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소행주를 방문했다. 2013년 3월 소행주 1호를 방문했고, 2018년 5월 

소행주 4호를 방문했다. 두 행보가 보여주는 목적은 명확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문화가 담긴 주택의 공급이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이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모델을 기획했고, 2014년 9월에는 서울시 사회주택 실험의 하나로써 협

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이음채’의 입주가 이루어졌다. 

2013.3.13. 소행주1호 방문 2018.5.19. 소행주4호 방문
자료 : (좌)서울시/ (우) 박용진 기자

그림 27 서울시장의 소행주 방문

이음채는 소행주를 닮았다. 소행주에서 했던 것과 같이 공동육아를 공동

체 활성화의 컨셉으로 삼았다. 주택 내에는 공동육아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이 계획되었고, 주택을 설계하기 전 입주자 모집을 했다. 입주자는 입주 전

부터 자신의 의견을 내어 설계에 참여하고, 커뮤니티 코디네이터와 함께 입

주민들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입주자들이 함께 지킬 약속으로 주

택관리규약을 만들었으며, 집의 이름은 공동체성을 담아 입주자들이 함께 지

었다. 일련의 과정들은 서울시의 사회주택 정책에도 녹아들어 사회주택은 공

동체 활동을 주요한 특징으로 삼았다. 공동체 활동이 사회주택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음은 사회주택의 시작 지점에서 셰어하우스, 공유주택, 공동체

주택,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 등의 이름이 모호한 경계에서 중첩되어 나타

난 것에서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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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산 마을공동체 사람들을 중심으로 2013년 설립한 함께주택협동조합

은 공동체적 관점을 조합의 설립취지, 로고, 소개글, 구성원, 재원마련 방법, 

주택의 공간과 운영 등에 담아냈다. 함께 집을 세우는 모양의 로고에는 “개

인의 주거문제, 공동이 해결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주거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에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설립 취

지가 로고에서 드러난다. 1인 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을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성미산마을 주민이 주축이 되어 주택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입주자와 입주희망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들이 조합원으로서 참여했고, 조합원의 공동출자를 통해 사업자금을 충당했

다.

“함께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집을 

짓고 운영합니다. 시민의 주거 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토지 공공성 확대와,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집을 고쳐서 오래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주거문화를 만듭니다.”

_함께주택협동조합의 홈페이지 소개글

자료: 함께주택협동조합 홈페이지

그림 29 함께주택협동조합의 로고와 소개글

출처 : 서울시

그림 28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이음채’ 입주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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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소개글에서 사용한 문구인 “시민의 주거 불안문제”는 주거가 개인

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소개글 중 “토지의 공공성 확대”는 토지가 가진 근원적 성격에 

공공성이 있으며 토지를 시민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인다.

함께주택 1호56)57)는 입주자 참여와 공동체 문화 특성이 확연하게 드러났

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부터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을 진행했

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을 완료해, 입주자들은 리모델링 

과정에 참여하며 의견을 내었다. 입주를 기념한 오픈하우스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었고, 거실과 마당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함께주택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다. 주택의 운영관리도 

거주자가 분담하며 월1회 거주자 회의 참석을 의무로 하고 있었다. 

함께주택협동조합은 사회주택 공급을 조합의 목표로 표방하며 사회주택 

공급에 합류한 이후, 조합의 이윤을 최소한으로 하며 다른 사업자들을 선도

하는 자리에 있었다.58) 서울시에서는 사회주택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공

유공간, 공동체 활동, 주변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5% 이하의 임대료 상

승률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제시하였는데, 함께주택협동조합은 최초 임대료를 

타 사업자보다 낮게 책정함은 물론 이후의 상승률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공동체 활동에 비교적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다. 함께주택협동조합의 프

로그램과 공동체 활동 모습은 사회주택의 이미지로 이어졌고, 함께주택협동

조합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는 서울시의 사회주택 의도를 보다 공고히 했다. 

56) 2014년 함께주택협동조합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급

57) 함께주택 1호는 2014년 8월, 1인 가구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었으며, 입주자는 20~30
대가 주를 이룬다.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27~33만원으로 주변시세
의 80% 수준으로 책정하여 저소득층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최준규 외, 2015)

58) 타 사업자 대비 낮은 임대료, 양질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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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함께주택협동조합

그림 30 함께주택 1호의 터전살이(오픈하우스)

3. 서울의 빈집 문제

사회주택 사업 유형 중 서울시의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두꺼

비하우징의 ‘공가(共家) 프로젝트’에서 출발했다.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

체 주택의 약 3%인 78,702호가 빈집이었다. 빈집은 서울시와 은평구의 현

안이자 ㈜두꺼비하우징의 사업 분야이기도 했다. 빈집과 도시재생이라는 지

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주택으로 이어진 경우다.

은평구에서 단독주택지의 집수리 및 주택관리를 주요 사업으로 하던 두꺼

비하우징은 2014년 공가(共家)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014년 9월 입주한 공

가 1호는 당시의 두꺼비하우징, 서울시, 은평구, 초기 사회주택의 흐름을 보

여준다. 주택사업을 비교적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래된 ‘빈집’을 

‘장기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했다. 노후한 공가 문제와 1인 청년 가구의 주

거복지 문제 해결을 넘어 당시의 화두였던 ‘커뮤니티’도 함께 담았다. 

공가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여러 사회적 가치를 실

현하고자 사업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은 워크샵을 통해 지역 주

민, 학자, 학생, 건축가, 부동산업자 등과 공유되었다. 리모델링 후 개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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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주자 외에 은평구청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하였다. 소행주와 같이 공유

공간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함께 어울려 사는 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를 

중심으로 ‘공유 주택’으로 이름지었는데, 두꺼비하우징은 공가(共家)를 ‘공유 

주택’으로 표현했다. 주택에는 잔디마당과 공동주방, 거실, 화장실 등을 공동

으로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두꺼비하우징의 손을 거쳐 공유 주택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대지면적 357㎡(108

평), 연면적 239.99㎡(73평) 의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잔

디마당, 방 5개, 공동주방, 거실 2개, 화장실 3개, 차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층에 있는 주방과 거실은 공용생활공간으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방 가전은 풀옵션으로 구비되어 있으

며, 공동세탁실이 1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_ (사)나눔과미래 홈페이지 공가 개관식 소개글

자료 : 두꺼비하우징

그림 31 두꺼비하우징 ‘共家’의 준비 과정 및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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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업은 네이버 엔젤펀드의 사회적기업 지원 자금과 두꺼비하우징 자

체자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했고, 2호 사업부터는 서울시의 빈집살리기 프로젝

트(2015~2017년)로 발전했다.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빈집 발굴의 한계, 과

다한 리모델링 비용, 사업자수 부족 등의 한계로 2017년 중단했다가 이후 

사회주택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조건들을 수정하여 2019년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으로 재탄생하며 사회주택의 주요 사업 방법의 하

나로 사용되고 있다. 초기 모델인 2015년의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2019년의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에는 없는 자치구의 역할이 

강했고, 서울시 역할은 2015년에 비해 강화·확대되었다. 

그림 32 2015년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업구조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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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21년 서울시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구조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사업을 위해 토지임대를 가능하도록 했고, 민간은행 융자에 대

한 이자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었다. 2015년에 중앙정부의 역할은 

없었지만, 2019년 사업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이 가능해져 민

간은행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문제 해

소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지역 재생을 통한 저층 

주거지 활력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

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면서 "노후주거지 재생과 청년층 유입 등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_ 서울시 보도자료. 2021.03.08. “서울시·SH공사, 올해 `빈집활용 사회주택` 

300호 공급… 100호 사업자공모”

이 모든 과정에는 사업자들의 모임인 사회주택협회와의 협의과정이 존재

했다. 빈집과 도시재생이라는 지역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소행주 방식을 사용

하여 공동체적 방식을 구현하되 사업자는 서울시 및 은평구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사업 모델을 정교화하고 보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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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분배정의, 인권보장 확대, 지속가능한 발

전이 중요시 되었다. 2010년대에는 행복과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2019년

부터는 포용도시, 포용국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세계적 추세로는 

시대에 따라 중앙집중에서 탈집중, 그리고 분산으로 전환되어 갈 것이라 예

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탈집중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스쳐지나간 채 분산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사실 중앙집중과 탈집중이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산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신수임, 2020). 

국가 중심의 공공성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유와 분산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듯, 경제 분야에도 기존의 주요 

경제 주체 외에 사회적가치에 기반한 경제주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7

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

정되었다.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도 2012년에 설치되며 사회적 경제를 뒷받

침했다. 

2020년에는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을 추진59)했다. 이 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60)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

59) 2020년 6월 1일 박광온, 이낙연 의원 등 16인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현 
기본법안'을 발의

60) 2020년 6월 1일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현 기본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가치”(안 제2조)로 다음의 내용을 포괄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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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

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제12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민

간참여 지원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은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

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행정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가치라는 공적 가치가 기업 등 민간

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기업에 가점을 

줄 수 있는데 민간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사회 전반에 걸쳐 선순환이 일어

날 것이며 공공기관들도 공공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 기

대한다.”

_ 박광온 의원 인터뷰(한겨레. 2020.07.27.일자)

사회적 경제의 유행 속에 개개인의 신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경

제로 풀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주택으로도 흘러갔다. 

환경, 에너지 등 사회적 가치가 주거공간이라는 매개체를 만나 사회주택 생

태계로 진입했다. 

사회주택 초기 사업가인 ‘녹색친구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

여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이라는 목표가 사회주택 공급으로 이어진 사례이다. 

녹색친구들은 2011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청년 사회적기업 창

업팀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주식회사 녹색친구들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개최한 창업대회에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과 입주민 주도의 도시형 저탄소 녹색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1위

를 하였는데, 환경에 대한 고민이 주택과 마을공동체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

하게 되었다.61)62)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61) 한국사회주택협회. 2021.3.24. 쏘핫 인터뷰6: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 꿈을 함께 꾼다면~ 
#녹색친구들_김종식 대표. 

62) 녹색연합. 2020.10.29. 기후위기의 증인 인터뷰 #1 녹색친구들 김종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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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키’(ibookee)는 이름에서 보이듯 책과 관련한 교육컨텐츠 영역에

서 활동하던 사회적기업이다. 기업체에 대한 공식적인 소개란에는 “교육컨텐

츠개발 및 소프트웨어개발 등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로 되어있

다. 2012년 설립된 아이부키는 ‘와글와글 우리 동네 도서관’이라는 기획으로 

서울시 혁신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도서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하여 금천구청과 협업으로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기에 이른다. 이 사업은 아이부키 사회주택 사업의 시작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를 통해 이름이 알려진 더함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사회적 경제분야에서의 

법률활동 중 쌓인 관계망과 경험이 주거공간을 통한 문제해결로 이어진 경우

다. ‘사회적 관계망의 회복’이 되면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았고, 

이를 위해 주거와 커뮤니티를 결합한 형태의 사업을 시도했다. 2014년 12월 

유한책임회사 더함을 설립, 2016년 국토교통부의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남양주 별내에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단지를 협동조합

형으로 개발하는 구상을 펼치게 된다.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사회적 가치는 

문제 해결의 목표이자 방법으로 이에 대한 추구가 사회주택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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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새로운 행위자의 사회주택 침입

1. 사업 구조 만들기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公과 共과 私는 상호작용, 관계 

형성, 파트너쉽 형성 등을 보여주었다. 사회주택 사업에는 정부기관, 중간지

원조직, 사업자, 입주자, 지역사회 등의 주체가 모두 등장하기도 일부만 등장

하기도 한다. 2014년 공급된 보린주택은 모든 주체가 등장하는 모델로 보린

주택의 입주행사 사진에는 관계자들이 담겨있다. 보린주택의 공급 과정에 참

여한 행위자들은 각자 새로운 역할 찾아냈고, 종전에는 서로 상관없던 관계

가 촘촘히 얽혀졌으며, 협의과정은 서로를 성장시켰다. 

보린주택은 여러 상을 받았다. '제1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최우수

상 수상(2018), ‘제14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주거복지대상(대통령

표창) 수상(2018),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수상(2016)은 구청 단위에서

의 주거복지 사업이 가능함을 보였고 지자체장의 입지를 높였다. 민간 사업

자인 아이부키는 책과 관련한 교육컨텐츠 영역에서 활동하던 사회적기업이었

다. 2012년 설립된 아이부키는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간을 리

모델링하고 도서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경험이 발판이 되었지

만 자금도, 주택사업 경험도 없던 상황에서 관계망에 얽혀 성장하며 사회주

택 사업자로 변모하게 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자치구와 협업으로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함을 경험했으며 주택은 노인이라는 입주

자의 특성이 조사되어 반영되었고, 임대주택은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노인

에 맞는 복지와 공동체라는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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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아이부키

그림 34 보린주택 입주 행사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사회투자는 엑셀러레이터로서 사업자의 역량과 자

원을 분석하고 일종의 매개체로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가진 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하여 연계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갔다. 서울시에서 마

련한 사회투자기금에서는 기금을 투자할 사회주택 부문 사업을 찾았고, 사회

적 경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업자들을 만나게 된다. 사회투자기

금의 사회주택 부문 담당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회적기업 각각이 가진 자

원을 유연하게 엮어냈다.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했으며, 지역 

어르신의 주거문제에 관심있는 지자체장, 공유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체활

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투자기금의 자금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사회주택 사업의 시작을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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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보린주택에서 행위자들의 역할과 관계

2. 사회주택 이름짓기 

social housing은 국제적으로 주거소외계층에게 공급하는 비영리 성격의 

주택을 통칭하는 용어인데, 국내학계를 비롯하여 언론 등에서는 ‘사회주택’으

로 번역하여 사용해왔다. 사회주택이 공공임대주택과 구분하여 민간 주도의 

공급의 social housing에 한정하여 처음 쓰인 기록은 2013년 나눔하우징의 

언론 인터뷰에서다.63) 2013년 즈음 사회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사회적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사회주택 용어는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었다. 

서울시는 정책의제로 등극한 ‘청년주거’를 대응하며 사회주택을 서울시 정

책 차원에서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회주택은 자연스레 브랜드화되었다. 

2015년 서울시에서는 사회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당시의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최선의 용어로 사회

63) 기사에서는 사회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택 :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시장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없는 대상자
에게 저렴한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관리 및 입주민 지원을 통해 입주
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주택임. 또한 건설 및 주택관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활안정을 돕는 등 주거부문이 중심이 돼 지역재생을 이루는 공공성을 갖춘 
주택을 2013년 착공 계획”
_≪머니투데이≫. 2013.01.10. “이웃의 보금자리, 나눔하우징이 지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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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선택했을 뿐이었으나, 조례64)가 공포된 이후 사회주택은 공식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정의되었고 서울시 정책과 언론

에서 사용되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집권당 간 정치 구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서

울시와는 차별화하여 ‘사회적 주택’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단어는 다르나 그 설명은 서울시 조례와 유사하게 “사회적 주택은 협동조합

과 비영리기업·재단 등이 건물을 짓거나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공급

하는 형태의 임대주택”65)을 의미했다.

64)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
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_『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65) ≪서울경제≫. 2015.01.07. “‘사회적 임대주택’도 나온다”

보도일자 보도제목 용어 사용

2016.01.14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

안
사회적 주택

2016.06.01 2016년 주거종합계획 사회적 주택

2016.07.28 ~ 

09.08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된다 외1 사회적 주택

2017.02.23 내수활성화 방안 중 주택 분야 관련 사회적 주택

2017.09.05 ~ 

09.10
김현미 장관, “시민사회·온라인 목소리 주거정책에 반영” 외2

사회주택, 

사회적 주택

2017.09.12 국토부-서울시, 민생현안 해결 위해 힘 모은다  
사회주택, 

사회적 주택

2017.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사회주택

2017.12.04 정부·지자체·민간, 튼튼한 주거 사다리 구축 협력 다짐 사회주택

2017.12.12 선진국 사례에서 임대주택·도시재생의 길을 찾는다  
사회주택, 

사회적 주택

2017.12.25 고양삼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공모  사회주택

2018.03.07 창의성·실용성 높인 청년 민간임대주택 아이디어 13건 사회주택

2018.04.05 수원(조원동) LH 보유 부지 활용,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사회임대주택

2018.06.11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  사회적 주택

2018.06.11 도시재생 효과 높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28개 지정 사회주택

표 2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사용된 ‘사회주택’과 ‘사회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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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사회주택 용어 사용의 변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용어 차이는 자체적인 실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차별화 시도일 뿐, 2016년 대선 이후 중앙정부의 집권당이 서울시와 같아지

며 차츰 서울시와 용어 사용을 같이 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사회적 주택’을 2018년 6월 현재까

지도 사용하고 있으나, 2017년 9월 보도자료부터 ‘사회주택’과 ‘사회적 주

택’을 혼용하여 사용하되 ‘사회주택’이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적 

주택’은 ‘사회주택’의 사업 이름 중 하나로서만 자리잡게 된다.

2021년 현재는 서울시를 넘어 국토부, 경기도, 전주시, 부산시 등에서도 

사회주택 용어 사용이 확장되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서울시를 이어 사회주택

을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조례 내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

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통적

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협동조합, 중소기업, 학교법인, 민간단체 등에 대

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서 비교적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였던 사회주택은 민간에 의해 

그 의미가 변형 내지는 혼용되기 시작하였고 서울시의 조례제정 과정에서 새

롭게 규정, 결국 중앙정부를 비롯해 전국 각 지자체의 조례명으로 사용되며 



- 128 -

공식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사회주택 관련 법률안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익제한주택, 공익주택 등 새로운 명칭에 대한 모색이 

있는 상황이다.

3. 재원 마련 

사회주택의 초기 공급에서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은 마중물이 되었다. 

2013년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 융자지원 및 사회·환

경 등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투자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금은 

한국사회투자에 위탁·운영하였고 사회적 경제분야가 단순 집수리 외에 주거

복지 분야에서 보다 확장하여 일할 수 있도록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을 진행하

였다.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은 서울시의 사회주택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

전 유일한 정부 지원 기금으로 초기 사업자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2014년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사회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은 사회주택의 역사에서 결정

적인 마중물 역할이었으나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만 지원했다. 사회주택 

사업자가 나머지 30% 이상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사업

자금이 부족했던 초창기 사업자들에게 나머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다. 

사업명 융자한도
융자기간/

상환방식
융자금리 담보조건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최대 25억원/사업

(총사업비의 

70%이내)

최대2년(건설사업)

최대5년(임대사업)

만기일시상환

연2%
사업대상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

자료: 한국사회투자기금 공고문. 2014

표 21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조건(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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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금과 실제 사업비 사이의 공백은 시민단체, 민간재단, 그리고 

사사로우면서도 공적인 개인들에 의해 채워졌다.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

기 위해 각 사업자는 민간 금융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사로운 개인 자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함께주택협동조합은 2014년 함께주택 1호를 추진하며 서울시 사회투자기

금과의 차액을 조합원의 공동출자금으로 충당했다. 조합원은 ‘100인단 조합

원’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30구좌(150만원)를 출자하였는데, 입주자는 물론 

입주대기자와 함께주택협동조합이 자리잡은 성미산마을 공동체의 마을생협과 

마을기업, 지역 주민, 주거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되었다. 

2014년 8월 공급된 두꺼비하우징의 공가(共家) 1호는 공공의 자금이 전

혀 투입되지 않은 순수민간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 엔젤펀드의 사회적

기업 지원 자금에 자체 자금을 더해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했다. 공가 3호 역

시 민간 자금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동작구의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희망동

네)와의 협업으로 공급되었다. 동작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조성된 공유주택

펀드로 사업자금을 마련했고, 숭실대 생협에서 월임대료를 15만원씩 지원함

으로써 입주자들은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경우 청년이라는 특성상 자본 구조가 더욱 어려

웠다. 이들은 서울시의 지원은 유용했지만 정부 지원에만 기대는 사업의 한

계를 넘어 자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을 

추진했다. 달팽이펀드라는 이름으로 2015년 3월~5월, 10개 단체와 개인 76

명이 참여하여 2억 5천 300만원이 모금됐다. 청년 주거 운동에 뜻을 같이 

하며 연대하는 단체들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과 개인의 특성에 맞게 기본 

금액을 소액으로 책정하여 지지기반인 청년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도

록 했다. 1계좌 100만원을 3년 만기로 빌려 연리 2.5%가 적용된 금액을 돌

려주었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재)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사)나눔과미래와 얽히며 

만들어진 기금이다. 이 기금은 정부지원금과 실제 사업비의 간극을 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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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을 위한 심사 과정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의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의 방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듯,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도 지원 대

상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동반자적 관계로

서 참여자의 역량을 키워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나눔과미래는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의 운영을 책임지고 담당하되 한국타이

어나눔재단과 파트너로서 기금운용 방식을 논의하며 진행한다. 재단과의 관

계 구도는 지원대상인 사회주택 사업자와의 관계구도에서 일종의 컨설팅 역

할을 하는 등으로 맥이 이어진다. 기금의 운영과정에서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은 협력과 연대를 통해 기존의 재단 운영 방식에 혁신을 이루고자 했고, 나

눔과미래는 사회주택 사업자를 선정하고 컨설팅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키웠

다. 사회주택 사업자는 나눔과미래66)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보다 정교화하

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기금은 사업자를 키워내고 자

원이 순환되어 재투입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자생력을 갖추었다.

여기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우연히도 합류하게 되며 따뜻한사회주택기

금은 민간 기금에서 민관 협력 기금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기금운

용을 맡길 수 없도록 법이 바뀌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2017년부터 서울

시에서 직접 운용하게 되었다. 서울시에서는 분야에 따라 개별 기관을 선정

하여 기금운영을 맡기었고, 사회주택 부분은 나눔과미래를 선정,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의 기금과 합쳐 따뜻한사회주택기금 내에서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이

어가게 된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의 초

기 재원이 마련되었고, 2017년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사회주택이 포함

되며 중앙정부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열리게 된다. 2017

년 11월에는 서울시가 서울사회주택리츠를, 12월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

력하여 사회주택허브리츠를 만들었다. 2018년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66) 1998년 노숙인 무료급식 사업으로 시작하여 노숙인 자활 쉼터, 사랑의집수리 사업, 매입
임대주택 운영, 성북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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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각각 지자

체, 시중은행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주택 사업자에 대한 보증상품

을 마련했다.

도입연도 재원명 운영기관 지원기관

2013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한국사회투자 서울시

2014 100인단 조합원 함께주택협동조합 일반시민

2014 네이버 엔젤펀드 두꺼비하우징 일반시민

2015 달팽이펀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일반시민

2016 따뜻한사회주택기금 나눔과미래

한국타이어나눔재단

(‘17년부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합

류)

2017 서울사회주택리츠 서울사회주택리츠 서울시, SH, 민간투자자

2017 사회주택허브리츠 사회주택허브리츠
HUG, SH,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민간투자자

2018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 서울시, 국토부, 민간투자자

2018 HF 보증상품 HF HF 

2018 HUG 보증상품 HUG HUG

2018

주택도시기금-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HUG HUG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제도 및 토지임대릁 통한 직접지원방식 제외

표 22 사회주택 재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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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네트워크로의 편입과 갈등

1. 공공임대주택의 활용 

토지비와 건축비라는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주택 사업은 정부기

관의 지원 없이 자체적인 사업을 꾸리기에 한계를 가졌다. 사회주택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임대주택 제도는 사회

주택 실험의 장이 되어주었다. 사업자로서는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더는 방법

이었고 정부로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 없이 현재의 제도 내에서 활

용할 수 있는 자원이었다. 

2014년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초기 사업 방식은 하나의 길이 

되었고, 그 뒤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매입임대주

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기존 임대주택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변형

이 이루어졌다.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경계가 모호하고 중첩되는 지점

이다. 

서울시에 이어 LH가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주택 재고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LH가 가장 먼저 시도한 방식은 기존의 매입임대주택

을 변형한 방식으로,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운영을 위

탁하는 형태이다. ‘사회적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이 방식은 다시 서울

시에서도 도입했다. ‘사회적 주택’ 유형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약간의 변형을 가한 사업 

형태인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법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확장하던 시기가 

맞물리며 사회주택 공급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사회주택협회에서 집계한 사회주택은 3,714호로 ‘사

회적 주택’은 이 중 43.9%(1,631호)를 차지했다. 이미 준공된 주택을 사회

주택 사업자에게 관리운영만을 맡기는 사업방식은 주택의 설계에 사회주택의 

이상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자의 권한이 적다는 한계를 가진다. 사회주택 사

업자의 권한이 적다는 태생적 한계는 곧 빠른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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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사실 ‘사회적 주택’이 사회주택 재고의 43.9%를 차지함으로써 사회

주택의 특성을 규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주택’은 그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토지비 및 

건축비가 필요 없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취했지만 압도적인 

숫자에 권력을 내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43.9%라는 숫자의 힘이 무색하게 

‘사회적 주택’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방식의 확대

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보다 잘 담을 수 있도록 변화를 요청했다. ‘사회적 

주택’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면서도 권력을 갖지 못한 건, 사회주택의 

권력이 물리적 양이 아닌 사회주택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주체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LH 246 36 117 344 439 1,182

  공공지원형 16 95 111

  매입약정형 177 177

  토지임대부 101 101

  사회적주택 246 36 101 148 262 793

서울시 123 283 236 233 703 719 2,297

  리모델링 37 145 58 99 339

  빈집 80 152 9 241

  빈집활용 52 120 172

  사회적주택 397 300 697

  사회주택리츠 60 14 74

  토지임대부 43 94 82 52 271

  토지지원리츠 63 141 299 503

전주시 16 15 42 73

  리모델링 16 15 42 73

시흥시 10 10

  토지임대부 10 10

경기도 62 79 141

  사회적주택 62 79 141

인천시 11 11

  리모델링 11 11

계 123 529 298 365 1151 1,248 3,714
주 : 사업선정일 기준. 종결 및 중단 사업 제외.

자료 : 한국사회주택협회

표 23 사회주택 공급 유형과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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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은 ‘주택’을 통한 물리적, 경제적 안전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람

에 연결되어 있기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지어진 주택은 사회주택의 

이상과 가치를 담기에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LH의 매

입 기준에 맞추어 최대한의 이윤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다. 사회주택이 

특징으로 가지는 커뮤니티의 역할을 위한 디자인 요소는 매입 단가에 고려되

지 않았었지만,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매입기준이 수정되었으며 사회주택

의 특성이 설계시점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주체와 협

력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LH에서도 도입했다. 

2. 공공으로의 편입 기준

사회주택의 전개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목표로 추구했던 마을공동체나 환

경 등의 사회적 가치라는 목표는 공공기관의 사회주택 지원과 사업자 선정 

근거로 사회주택 사업자들에게 되돌아왔다. 국토부가 사회주택에 대해 정의

하고 사회주택을 지원하는 근거는 크게 4가지로 ①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공급, ②부담가능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 ③사회적 가치의 추구, ④

지속가능한 사업구조이다(국토교통부, 2020).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적

으로 추구하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 제공 외에 사회적 가치를 

담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림 37 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정부의 사업지원 기준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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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경우에도 장기간의 거주기간과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는 목적과 함께 창의적인 커뮤니티 시설 공급을 사

업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서울주택도시공사, 2021), 경기도는 사회주

택 사업의 목적에 대해 무주택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 주택 공급함과 동시

에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라고 명시했다(경기주택도시공사, 

2021).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중요한 목적으로 드러내

고 있다.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기준에서도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사회적 가

치가 중요하게 나타난다. LH의 경우 지역사회 연계 항목이 있으며, SH는 커

뮤니티 면적과 운영 계획, 가점으로 지역재생특화 항목이 있다. GH는 공동

체활성화·사회적편익 항목에 가점으로 사회적 가치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지역사회나 커뮤니티 등 사회적 가치는 사회주택이 추구해야 할 주요 내용이

자 정부 지원의 근거로서 자리하고 있다. 

사업명 LH 사회적주택 SH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GH 사회주택

공고일 2021-02-19 2021-03-08 2021-04-22

평가

기준 

및 

배점

사업계획(50)

지역사회연게(15)

조직구성(15)

사업수행실적(20)

재정건전성(10)

유사실적(3)

전담인력(3)

커뮤니티면적(4)

사업계획서(10)

사업수행능력(5)

건축계획(20)

커뮤니티운영계획(10)

입주자관리(10)

건물유지관리(10)

사업성검토(15)

+가점((17) : 조감도, 

지역재생특화, 공공성강화

사업자(20)

건축계획(20)

임대차관리(20)

주택관리(20)

공동체활성화·

사회적편익(20)

+가점(10) : 사회적 가치

주 : 굵은 글씨는 공동체 및 사회적가치 관련 항목으로 저자 강조

자료 : 각 사업 공모지침서

표 24 사회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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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성에 대한 의심

사회주택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토론회 등에서의 정부 관계자 발언을 통해 민

간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고는 했다. 민간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

하기에 엄격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세금이 기업 이윤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잠재된 ‘도둑’으로서의 위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사업자의 사업 능

력, 국내외 사례의 부족 등이 불신의 주된 이유였다. 이러한 불안 요소에 비

해 공기업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주택에서 추구하는 공동체 활성화나 

맞춤형 임대주택 효과를 안전하게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저는 사회주택의 사업 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 이번에 부실한 사업

자도 문제 됐자나요. 사실 공기업만으로도 사회주택 공급, 맞춤형 사회주택은 가

능하거든요. 공기업이 하면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한데... 부실한 사업 걱

정 없이... 왜 민간 사업자들에게 주어야 하냐는 거죠.... 사업자들이 자꾸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사업 방법을 고민해야지 정부에만 기대는 건 아닌가...“

_ 3-3-1. 지방정부 공무원

“내부적으로 ...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모

델이... 플랫폼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엮여 있는데... 과연 그

럼 저희가... 이제 공공에서... 사회주택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

한 질문이 왔을 때... 명쾌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행

복주택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설계가 가능

하고요... 거기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도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은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차이가 무어냐... 

계속 똑같은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 법제화 과정에 있어 사회주택의 필요성이 꼭 좀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_ 공기업 사회주택 담당자. <주택, 소유보다 공유> : 주거 솔루션 '사회주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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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좌담회(2020.12.8.)

”(공공이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전례가 없는 게 컸어

요. 전례가 없고...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사례가 없고...그냥, 시장은 

원래 이윤이 되는 방향으로 보통... 움직이기 때문에... 아예 그 중간 지대를 상상

하지 못하는 그런 피드백들이었어요. ...혹은 뭐 공공이 하기에는, 우리는 뭐 그

냥... 통제되는 시스템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뭐... 그래서 그 중간지대는 존재하

기 어렵다, 사례도 없지 않냐, 뭐 이런 피드백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공공이라는 

부분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금을... 엄밀하게 집행해야 되는 조직

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이 중요한 어떤 원칙...이어야 되는 조직이니까... 저

것들이 저런 식으로 뭐 이러는 것은 뭐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라는 그런 거

죠.“

_ 2-1-2. 사회주택 사업자

정부기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민간사업에 대

한 재정 투입은 세금 사용이라는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전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했다. 이때 전례는 공공기관에서 시용하는 주요한 근거

다.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사례라도 

있어야 하며 논리정연한 근거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화된 수치가 필요하다. 

사회주택이 서울시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근거로는 소행주라는 마을공동체 

주택 사례, 민달팽이의 청년주거 활동, 한국도시연구소의 청년주거빈곤 문제

에 대한 연구 결과물 등이 있었다. 사회주택에 대한 공식적인 장이 커지며 

그에 합당한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가 요구되었다.

사회주택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성과들이 공기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는 주장은 사실 다양한 맞춤형 사회주택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민간으로부

터 나온 것임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디어의 주체들이 사라지고 公만

이 남았을 때,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고 관성을 견제하는 共과 私의 역할은 

사라졌을 때 발생하는 公의 추상화와 매너리즘이 간과되고 있었다. 좌담회와 

인터뷰에서 보여진 민간에 대한 불신은 주택시장은 公과 私로 구분되어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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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었다. 

“공기업만으로도 사회주택 공급, 맞춤형 사회주택은 가능하다”는 2-3-3은 

사업가에게 사업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가져오도록 요구하는 한편 정부는 사

업체가 역량을 갖추도록 키워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지점도 있었다. 정부

가 사업구조를 만들고 사업자가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이 관

리감독자이고, 협의의 장에서 사업구조를 함께 만들어가며 역할을 분담하는 

관계가 파트너라면, 사업구조에 대한 개선책의 요구는 관리감독자의 수직적 

상하관계의 모습을 담으면서도 사업구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열려있는 가능성의 이중적 모습이 보였다. 개선책의 

요구는 公-私-共의 변증법적 과정의 하나로 평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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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 공공성 수행 주체의 재구성

사사로운 개인이 자신의 주거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시작된 청년 

주거권 문제는 정부의 사회주택 정책 추진의 주요 이유가 되었다. 자신들의 

주거문제를 친구들과 힘을 모아 해결하고자 함,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에 대

한 개인의 갈망, 환경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의 관심들이 모여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러한 공동체는 함께 사는 집을 만들었다. 

집을 만드는 재원은 자신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적 개인, 주거 

약자를 돌보고자 하는 이웃주민,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하는 민간 기업, 사

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에서 시작됐다. 민간에서 자연스레 사용되던 

사회주택이 지자체의 조례명으로 자리잡고 중앙정부의 제도에까지 공식적으

로 자리잡은 일련의 과정이 무엇보다 사회주택 생태계의 전개과정을 압축적

으로 보여준다. 사회주택의 이름이 지어지고 사업 구조를 만들고 재원이 마

련되어져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주택 사업자와 지역사회, 기업, 중간지

원조직, 정부기관은 서로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원하는 바를 요청하고 새

로운 가능성을 협의하는 관계를 형성했다. 과거 정부 중심이었던 민관협력이

나 거버넌스라는 이름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의 관계,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섞이고 역할을 가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해 

가는 모습이었다.

사회주택 관계망에서 주변부에 있던 LH는 재원을 투입하며 빠르게 주요 

행위자가 됐지만, LH의 지원으로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사회적 주택’ 보다

는 사회주택의 특성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사회

주택의 성격과 의미를 설명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주택의 권력은 재원이 

아닌 가치에서 나옴을 볼 수 있다. 사적 개인, 마을공동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들이 추구하던 가치들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실험

의 장에서 공간의 형태와 프로그램에 반영되었고 공공의 사회주택 사업자 선

정 근거로 되돌아왔다. 주거권 확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에 환경, 에너

지, 마을공동체 등의 사회적 가치가 주택에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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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공공임대주택 공공성의 기준과 사회주택 공공성의 내용 확장

사회주택은 주택의 평등한 이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공급과 소비를 분리

하지 않는 집합적 주체를 창출함으로써 근대 경제의 분리적 체제에서 대안 

경제로의 이행 사례로서 모습을 보인다. 주거 소비자가 직접 사회주택 공급

자로서 등장하고 관리 운영에서 입주자(소비자)가 사업자(공급자)와 공론장을 

형성하며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공급 과정 및 관리 운영에서 입주

자와 사업자 간의 공론장 형성과 함께 소비자와 사업자, 연구자, 공무원 등 

여러 주체들의 참여와 논의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하던 측면에서 확장된 것이다. 내

용의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를 넘어 사회적 가치 추구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에 기반한 평등한 이용으로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한국만의 사회적 

맥락 속에 주거권 외에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활동이 사업자의 활동 목표에 

더해졌다.

이를 앞서 2장에서 정리한 공공성의 확장된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주택 사

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공공성의 주체·내용·절차적 측면의 특성들을 개

념화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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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주택 사업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공공성의 모습

주체 공공기관 ~ 사회주택 사업자, 중간지원조직, 민간기업의 사회적책임 ~ 입주자

내용 주거권 ~ 사회적 가치

절차 공공주택특별법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조례, 공론장 

표 25 사회주택 사업에서 나타나는 주택 공공성의 주체·내용·절차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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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회주택 공공성의 특성

사회주택 관련 행위자들을 면담하여 사회주택에서의 삶과 사업과정 등에

서의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 공공성의 관점에서 사회주택이 가지는 특성을 분

류했다. 그 결과 기본적인 주거 욕구의 충족, 공론장 및 공동체 형성, 자아

의 발견과 성장 측면에서 사회주택 공공성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제 1 절 기본적인 주거 욕구의 충족

1. 주거안정

주거안정은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통의 기본 목표이자 입주자의 주

사업자 사업 목적 (사업 소개)

공공

임대

LH

설립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

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H
설립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

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

주택

녹색친구들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는 토지의 사회화를 통해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확대하

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합니다.

함께주택

협동조합

함께주택협동조합은 사회적 과제인 시민의 주거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공동의 

자산인 토지의 공공성확대와 사회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합니다.

어울리
청년을 비롯한 주거 약자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을 모아 모아 만든 기업입니다.

유니버설하우

징협동조합

청년, 서민, 무주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주거약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하우스를 건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임대하여 주거약자들의 주거난 

해소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우리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협동조합입니다.

우리는 비영리 주거모델 '달팽이집'을 공급하고 운영합니다.  

우리는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실험을 진행중입니다.

주 : 굵은 글씨는 저자 강조

자료 : 각 사업자 홈페이지

표 26 사업자들의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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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만족 요소다. 사업자들의 사업 목적 내지는 사업 소개란에는 저렴하고 안

정적인 주거공간의 제공이 필히 적혀있다. 

(1) 주거비

저렴한 주거비는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목적이며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주

요 요인이다. 행복주택 입주자 1-2-2에게 민간임대주택에서 살았던 경험에 

대해 묻자 가장 먼저 “너무 비싸고”라는 대답을 했으며 교통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 문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경험이 있던 2-2-4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공공임대주택의 이웃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이 주는 이점을 크게 제시했

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거 같아요. 일단 싸니까... 여기가... 젊은층은 되게 좋아하거

든요? 젊은층들은... 임대료가 싸지고... 혼자 독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_ 1-2-2. 행복주택 입주자, 30대, 여

“알콜 중독자, 독거 어르신들 맨날 밤마다 술 마시고 싸우고 경찰차 맨날 오고 

앰뷸런스 맨날 오고. 막 이런 주거 환경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 걱정 없이 

살았고...” 

_ 2-2-4. 재개발임대주택 입주경험. 현재 사회주택 입주자

사회주택 역시 첫 번째 공익성의 특성으로 저렴한 주거비를 내세우는 만

큼 임대료는 입주자들에게 가장 큰 선택 요소다.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

족도 조사(서울특별시, 2020)에서도 사회주택을 선택한 이유로 ‘임대료’를 1

순위(83.1%, 복수응답)로 꼽았다. 사회주택에서의 주거비 부담에 대해 ‘보통’

과 ‘쉬움’이라는 응답이 85%를 차지했으며, 사회주택 추천 이유에서 응답자 

과반수가 ‘경제적 요인’(52.1%)을 선택했다.

“40평대 셰어하우스 형태였는데,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택했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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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2-5. 사회주택 입주 경험. 현재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순되게도, 저렴한 임대료는 사회주택 선택의 주요 요인이고 사업의 주

요 목적이지만, 사회주택의 최대 장점으로는 한계를 보였다.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사회주택을 선택했던 2-2-5는 결국 후에는 사회주택의 임대료가 원

룸 보다 비싸기 때문에 원룸을 선택하게 된다. 주변 시세의 80%로 책정되어 

있는 사회주택이지만 주택 품질 기준을 반영하여 주변 시세를 설정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주변 시세에 비해 그리 저렴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

이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0년 입주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입주 후 ‘경제

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62.0%로 3순위였고, ‘주거환경’(70.3%)과 ‘주거 

편의성’(69.3%) 요인이 1, 2순위를 차지했다. 주택의 품질과 서비스, 가격 

모두를 충족하기에 현재의 사회주택 사업 구조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셰어하우스에서의 경험이 즐거웠으나 결국 가격적인 면에서 보다 저렴한 원룸을 

선택했어요” 

_ 2-2-5. 사회주택 입주 경험. 현재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그림 39 사회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 서울특별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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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기간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10년 또는 

유형에 따라 그 이상도 거주 가능한 사회주택의 주거안정성은 기간 측면에서 

매우 높아진다. 입주자들은 계약기간의 안정성 측면에서 대체로 만족감을 표

했지만, 이는 민간시장과의 비교일 뿐이다. 공공임대주택도 30년 이상의 거

주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장기전세주택만 되어도 입주자는 퇴거 

이후의 주택 마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사를 가야 하는... 전세난에서 벗어난. 그런 안정성 보장된다는 일단 처음

에는 그거를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처음에 일단은 1차적으로 생각한 거

는 주거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거에 초점이 있었던거 같고요.”

_ 2-2-3.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내가 인제 이 집 전에 세 살때는... 여기서 또 이사가야 된다 이런... 이런 게 있

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살 만큼 살잖아. 그게 마음이 편해요. 우선 마음이 편

하니까 활동적으로도 괜찮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해. 진짜 세 살 때는, 진짜 

주인 또 방 쓴다고 나가라 그러면은... 방 쓴다고 나가래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진짜 불안해. 그게 또 한 달에 세가 오를까봐 겁도 나고.” 

_ 1-2-3.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70대, 여

“여기에 살면 불안감이 있어요. 약간. 안정적인 건 좋은데 여기에서 나가서는 그 

갭이 크잖아요. 집값의 차이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을 이만큼 주고 사면, 나중

에 집값이 오르니까. 같은 시기에 저쪽에 집을 사가지고 온 사람하고, 여기 전세

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재산이 올라가는 그 수익 차이가 너무 크니까 다들 그거에 

대한 좀 그게 있는 거예요.” 

_ 1-2-4.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40대, 여

임대유형에 따른 기본적인 거주기간 조건과 상관없이 사회주택의 좁은 면

적은 장기거주를 어렵게 하는 주거불안의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셰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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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회주택의 주거 면적이 작았다. 또한 소득 등의 입주조건에서 벗어나면 

퇴거를 해야 하기에 이 또한 안정적인 거주를 어렵게 했다. 

“면적이 작아 오래 살기는 어렵겠더라구요.. 짐을 놓기가 제한적이에요.” 

_ 2-2-6.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사회주택 입주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짐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겠더

라구요” 

_ 3-2-2.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20대, 남

(3) 주택품질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입주자들은 이전 거주지에 비해 대체로 양호한 

품질을 가진 현재의 주택에 만족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사회주택 보다 낮기에 공공임대

주택 입주에 따른 주택 품질의 변화는 보다 극명했다. 청년층은 흔히 말하는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를, 고령층은 화장실과 부엌 등이 갖춰지지 않은 

주택에서 거주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들이 지불하는 임대료에 비해 주택의 

품질은 부족했다. 고시원, 반지하, 노후 주택 등에서의 거주 경험에 비추어 

양호한 주택의 품질은 입주자의 주요 만족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들에게 아파트는 한국에서 양질의 주택 유형을 대표하고 있었는

데, 그들로 하여금 주거의 격차를 느끼도록 했다. 

“친척집에 살고 있는 경우는 생활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도, 아무래도 친척 눈치

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진짜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다르

거든요,... 들어서면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 같은 게 있고. 하숙집 같은 경우는 뭐 살면서 나

쁘진 않았는데, 자취와 비교를 해보면 하숙은 남의 집에 있는 방에서 사는 느낌

이고, 자취는 그래도 내 집에 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체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자취가 제일 낫다라는 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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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그래도 뭐 아파트고 그런 것들은 만족도를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정

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_ 1-2-2, 행복주택 입주자, 20대, 남

사회주택 역시 소규모 주택 사업이지만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주택은 사업자의 자체적인 목표와 정부

기관에 의한 일련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따라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도록 한

다. 서울시의 경우 사회주택 건축 또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품질관리 시스템

을 갖추고 있다. 공모 지침서에서부터 “민간사업자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건

축 디자인으로 지역이미지 개선에 기여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

구분 공사 前 단계 공사 中 단계

친환경
①LED 등기구 권장(에너지절감)

②가구 환경등급 E0 이상 권장

- 보일러실, 화장실, 발코니 출입문 등 외기에 접하는 창은 이중창 

설치

안전성

①모든 자재 KS마크 표시제품 

권장

②외벽마감은 화재안정성, 유지

관리 용이성, 내구성이 확보되는 

재료를 사용

- 에어컨 콘센트는 별도 마련

- 보일러실 전기콘센트, 가스배관 이음매와 거리 15㎝ 이상

- 모든 급수, 오.배수, 환기 상배관 (에어콘 드레인 배관 제외)은 

골조 매립시공을 금지하고 PD를 계획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한 구

조로 계획

- [필로티 등 천정 급수배관]은 25㎜ 보온재 (필요시 열선), 오.배수 

배관은 10㎜이상 보온재를 적용(매직테이프 마감) 하여 동파 방지

- [옥외 매립되는 급수 및 오.배수 배관의 매설] 깊이 동결심도 이

하로 할 것(급수 보온-25mm이상, 오,배수 보온-10mm이상)

- [보일러 하부 배관]은 보온 10mm이상 매직테이프로 계획, 동

파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열선 설치

기타

설비
-

- 지붕 층 방수 담수시험 실시

- 외부노출 발코니의 출입이 가능한 실내도어 형식은 결로, 누수, 

단열 등이 만족하도록 계획 (건축법규 및 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 모든 욕실은 결로 방지 및 환기를 위한 환기휀(천정용)을 계획

자료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1.3.8.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자선정(9차 희망형) 공모지침서.

표 27 서울시 사회주택 공모지침서 상의 시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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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제시하는 시공요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착공 전에 서울시 공공건축가

의 자문을 2회 받고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시공 중에, 그리고 준

공 시에 이루어지는 품질관리에서는 실시설계 도서의 관련 법규 및 제시기준 

준수 여부, 골조공사 품질상태 및 설계도서의 이행여부, 최상층 슬라브 철근

배근 및 단열재 규격 등 시공 상태, 준공 시 기준건축비 및 건설원가 산정을 

위한 작업, 기타 공사 중 품질, 안전, 환경관리 상태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련의 절차는 입주자의 주거 만족으로 돌아온다. 사회주택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비싼 편이지만 양질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사회주택 입주자 2-2-1은 예산 범위 내의 임대료 수준이면서 가격 대비 훌

륭한 시설이 사회주택의 선택 요인이었다.

“○○구 이쪽으로 와야 하는데 저희가 이미 정해진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 안

에서 집을 한.. 한 달 봤는데 집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닌거에요....

저희 예산에 딱 맞고.. 훨씬 저렴하고.. 시설도 너무 .. 처음에 좀 고민했어요.. 

너무 새 집 아닌가 괜찮나.. 저희가 여태 집을 열 몇개를 봤는데 안되겠다 싶더

라구요... 00쌤(사업자 대표)이 그러는데 여기가 다 방화문이래요 그래서 저희도 

다 서로 신기할 정도로 저희 옆방 분이 방에서 머리 말리거나 청소기 돌리는데 

그 소리가 하나도 안들려요.... 이전에 살았던 집을... 이 정도 퀄리티... 비슷한 

퀄리티 생각을 한다면... (비용 측면에서) 세이브(절약) 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거 같아요” 

_ 2-2-1.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제가 그 돈으로는 서울에서 못 살아요. 그 1억 5천도 서울에서는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하기는 쉽지는 않죠. 이제 뭐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아주 안 좋은 데로 가

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_ 2-2-4. 사회주택 입주자, 50대, 여

<유디하우스 수유>는 연령, 장애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했고, 건축상67)을 수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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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이 주택의 입주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고의 품질”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그의 이전 거주지는 4인 1실이던 교회기숙사와 3평 남짓

한 원룸이었다.

“반 년 넘게 기다렸는데 들어와보니 1년 넘게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봐요. 집도 

좋고 가격도 싸고 너무 오고 싶었어요. 아침에 눈 뜰때마다 믿겨지지 않을 정도

로 황홀합니다.... 무엇보다 집이 잘 지어져 하자가 없어요. 한겨울에 3평 원룸에

서 덜덜 떨며 난방비 5만원 냈는데 같은 5만원 내면서 더워서 창문 열 정도에

요. 아파트는 몰라도 빌라 중엔 최고 품질입니다”

_ ≪뉴스토마토≫. 2021.5.20. “(나, 사회주택 산다) 너무 오고 싶었던 집, 눈뜰 

때마다 황홀” 

2. 주거권의 확대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대상, 기간, 면적에서 일정 부분 제약이 있다. 입주자

는 일정 자격 요건을 벗어나거나, 기간이 종료되거나, 가구 변화로 면적이 

가구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주거불안으로 회귀하게 된다. 사회주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주거권을 확대해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1) 입주대상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소득, 장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

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한 잔여모델이다. 그럼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한 물량 확보와 함께 입주 대상의 확대에 대한 요청에 의해 초기 

입주대상은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2011년 이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으로 지역 수요 대응이라는 경향성을 이루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에 대한 답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들에 대한 새로운 배정이 이루어졌

고, 이들을 비롯해 기존의 사각지대에 대한 포섭이 확대되는 추세다. 2021

67) 2020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준공부문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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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발표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170%(2인 기준, 4,940,926원) 이하로 결정하며 소득 범위에서도 확대가 이

루어졌으며, 우선공급 대상에 비주택 거주자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물량의 한계 등으로 소득계층 또는 주소지 등의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존재한다. 사회

주택 입주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부모가 서울에 살고 있기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청년, 모자가정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었으나 자녀가 20

대가 되며 자격 상실하여 사회주택으로 입주한 가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한 자녀의 출산 및 성장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이 작아 퇴거를 선택해

야 하지만 민간임대시장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했다.

“안 돼요. 자격이. 일단 아이들이 컸어요. 그 아이들은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

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제 어... 덜 버는 것도 그 기준에는 못 미쳐. 우리나라

는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돈을 못 벌고 있거나 그래야 돼

요. 우리 회사가 이 복지의 맹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사각지대인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차상위 그것도 한번 알아볼려고 했는데 안돼요. 자

격이. 왜냐하면 그 기준에서 제가 월급을 더 받는다 라는 거죠. 3인 가족에는 백 

얼마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더 넘는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장성해서 걔네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라고 해서 

안 돼.... 전기 기술인데 그게 알바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다른 거이기 때문

에 그게 일정하지 않아요. 그 일을 나가는 게.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나가고, 어

떨 때는 안 나가고. 굉장히 이게 규칙적이지 않고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

어올 수도 있고....근데 이제 뭐 아이들이 다 이렇게 일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미 전년도 그 소득을 가지고 해버리면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니까 우리가 그런 복지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돌아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_ 2-2-4. 사회주택 입주자, 50대, 여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입주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공공의 지원은 다시 사회주택의 

한계선을 만들어냈다. 공공의 지원을 받은 사회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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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70〜120%(2인 기준, 5,626,897원) 이하라는 자격조건을 요구한다. 확

대되어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감안하면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에 

사회주택 사업자는 공공주택에서의 정책목표를 사회주택에 그대로 도입하여 

제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표하고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 외에 

장기적인 수요,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고민과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저는 층을 조금 넓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회의 보호로부

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은데 자가는 없는 사람들'이에

요. ...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서 다 배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소득기준으로 자르

잖아요, 사회주택의 입주자격을. 이제 그런데 저는 그 공공에서 공공주택이 하는 

역할하고 사회주택이 하는 역할은 좀 나눠져야 된다고 봐요. 공공주택은 최하위

층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데. 사회주택을 그렇게 해버리면 현재 이 주

택 문제가 심각한 것이 층위마다 다 문제가 있거든요. .... 그런 면에 있어서 공

공주택이 기존에 가져왔던 정책목표를 사회주택에도 그대로 도입을 해서 그렇게 

억제를 하고 제한을 해 버리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제2의 공공주택인데. ... 그

런 문제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좀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

면 우리도 이제 보급한 주택이 원룸, 투룸 이렇게 큰 집하고 작은 집이 좀 믹스

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는 것도 실제로 80%로 아주 획일적 제한

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는 게 현재 수요가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의 수요를 

기반으로 뭔가를 구상하고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 결

국은 집이라고 하는 물건은 좀 독특한 물건이잖아요. 한번 만들어지면 50년, 

100년을 가야 되는 물건이라서 지금 당장의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해서는 결국은 

10년 단위로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커서. ...

주로 이제 다세대 빌라라고 ... 이 소형 공동주택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아파트는 사회 경제적으로 대부분 중산층인 사람들이 사

는 공간이고 ... 여기 이쪽은 이제 1인 세대, 1인 가구가 많고 대부분이 규모가 

소형 10평 내외, 뭐 15평 잘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런 정도 집에 사는 건데, 결

국은 스스로가 자기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룹하고, 어쨌든 공공의 재원

이나 사회적 지원이 없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층. 나눠져 있는 것 같아

요. 이거에다가 '이제 고령화가 덮치면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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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는데 

0.001%라도 기여를 해보자. 생각이 든거죠.”

_ 2-1-1. 사회주택 사업자

사실 입주 소득 계층의 다양화, 면적의 다양화 등을 통한 입주대상의 확

대는 입주자의 거주기간 안정성을 높여주는 문제와 연동된다. 소득수준 변화

와 좁은 면적은 입주자들이 퇴거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입주자들이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저렴하지 않더라도 임대료를 다양화하여 소득수준

이 입주 당시와 달라지더라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면적 또한 일정 수준

에 이르러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가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임대아파트 자체가 소득 수준에 맞춰서 들어오지만,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퇴거

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

기도 하고, 음... 또 신혼 부부 위주나 적은 평수 때문에 1인 가구들이 많이 거주

를 하다 보니까, 이웃 간에 친밀을 좀 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빨리빨리 

퇴거를 하시니까.” 

_ 2-2-3. 국민임대주택 거주 경험,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이 불안한 것은 가격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장기거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거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굉장히 큰 거거든

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자산은 없는데 소득은 일정한 사람들. 이런 사

람들의 장기거주를 보장해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할인해 줄 이유가 없어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100% 내면 되죠. 이 주택 안에서 100% 내는 사람도 있는 거고, 80% 내는 사람

도 있는거고, 심지어는 50% 내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믹스를 하자. 여

러 가지 면에서 사업과 관련된 탄력성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 그것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_ 2-1-1. 사회주택 사업자



- 153 -

(2) 면적

면적의 측면에서 사회주택은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 공공임대주

택은 최저주거기준68)에 맞추어 공급이 이루어지며 면적 측면에서 입주자들

이 불만족하여 잦은 퇴거가 발생하고는 한다. 한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임대

주택에 거주할 때는 작은방 활용도가 낮아 창고 겸 놀이방으로 사용해야 할 

정도였다. 그들은 결국 아이 둘을 키우기에는 어려움 있어 이사를 계획했고, 

보다 넓은 면적이 있는 사회주택으로 입주하게 됐다.

“어... 방이 두 개기는 한데요. 하나 방을 거의 활용을 하기가 힘든 사이즈 였어

요. 근데... 그래서 저희 주 거주는 이제 큰방을 활용을 하고, 이제 작은 그냥 

어...뭐 창고 겸 놀이방 겸 이렇게 운용을 하던 거 여가지고, 아이가 둘째가 태어

났을 때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이제 예상을 하고 계속 인제 저희도 이사

를 계획을 하고 있었죠.”

_ 2-2-3. 국민임대주택 거주 경험,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68)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일부개정 

 <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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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특히 행복주택의 면적에 대한 불만은 신혼부부 형에 집중

되었다. 1-2-1(행복주택 입주자, 30대, 여)가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최

저주거기준에 근거하여 2〜3인용으로 36형을 공급했으나 수요가 적어 1인

가구로 확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단지 안에는 어린이집이 단지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으나 행복주택의 주거면적으로 인해 신혼부부의 입주

율이 떨어지고 그나마 아이가 자라면 보다 넓은 평형대의 인근 아파트로 이

주하기에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의 수가 많지 않았다.

“애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제가 생각... 한번 가봤거든요 신혼부부형... 36형인데... 

제 생각에는.. 아 여긴 혼자 살기에 적당하지... 사실 둘이 살기에는... 괜찮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6형

을.. 저가 이제 할 때는 1인 가구는 안뽑았거든요... 요즘은 36형도 1인 가구를 

뽑더라구요..”

_ 1-2-1. 행복주택 입주자, 30대, 여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만이 아니다. 관리직원의 말에 따르면 혼자 사는 

어르신이어도 자녀 방문 등의 이유로 보다 넓은 면적을 원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어르신들도 자녀가 왔을 때 잠을 잘 수가 없어 아쉽다고 해요... 혼자 살기에는 

괜찮지만.” 

_ 1-3-1. 행복주택 관리직원

20대 자녀 2명이 있는 50대 여성은 사회주택으로 입주하며 기존 공공임

대주택에 비해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비용 역시 증가했지만 기존

에 거주했던 공공임대주택은 29.7㎡(9평)로 3인 가구 기준 최저주거기준인 

36㎡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애들 둘에 나까지 하면 세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적어도 투룸이나 쓰리룸

은 있어야 되는데. 돈 맞추고,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 와서 봤는데 제가 지금 살

고 있는 게 투룸에 복층방이에요. 그러니깐 우리 셋이 살기에는 딱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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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넓은 것도 아니고 좁기는 하지만. 그 전에 그 아파트(공공임대주택)는 9평

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는 17평. 그래도 절반이 늘었잖아요.”

_ 2-2-4. 사회주택 입주자, 50대, 여

(3) 위치 : 교통, 환경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주거지가 아닌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단지 형

태로 공급함으로써 입주자들의 기존 생활권에서 벗어나며 교통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문제는 사실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다. 1-2-1이 입주한 행복주택

은 수도권 외곽의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함으로써 출퇴근 문제로 입주 포

기와 이에 따른 추가모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1-2-1에 따르면, 

서울 당산역까지 평소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광역버스가 있으나 출

퇴근시간대에는 교통체증이 상당하다고 했다. 도보 10분 거리에 새롭게 지하

철 역이 개통하여 여의도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하나 강남이 직장인 경우는 포

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에 출퇴근 걱정이 없어 입주가 가능했다. 

“여기가... 00년 00월 00일날이 첫 입주였거든요? 근데.. 계속 추가 모집을 여기

가 했던게? 채워지면 사람들이... 당첨이 됐으니까... 일단을 할거 아니에요.. 근

데 출퇴근이... 되게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니까 또 추가모집을 또 많이 하고

저는 괜찮았어요. 가깝고 나름.. 병원가는 것도 쉽고...번화가가 좀... 10분? 15분 

걸어가면 있는데... 그래가지고...”

_ 1-2-1. 행복주택 입주자, 30대, 여

서울시 내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 입지 측면에서 서울시 내에 위

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주택 수요를 만족시킨다. 도시외곽의 택지개

발지구에 공급하는 경기도 등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이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이 주요 공급원이기에 교통이나 기반시설 등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만족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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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마이홈(www.myhome.go.kr)

그림 40 공공임대주택의 위치

1-2-2가 입주한 행복주택은 서울 중심부와는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서울 

내부에 위치하고 초역세권이기에 주택의 입지 문제로 이탈하는 입주민은 없

었다. 보통은 연장하고, 새로 직장이 생겼거나 다른 일이 생겨서 나가는 경

우들이 있었다. 한편 공원과 도서관, 시장이 가깝고 프랜차이즈 카페나 음식

점 이용이 편리했다. 교통과 환경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입지다.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모두 역세권에 공급되기도, 비역세권에 공급되기

도 하며, 교통망이 발달한 서울시 내에 공급하는 이상 공공임대주택과 사회

주택은 입지 측면의 만족감에서 크게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측면에서 위치적 필요를 충족시켰다. 사회주택의 경우 

주로 기존 주거지 내에 위치하고 역세권이 아니라면 보통 대학가나 기존 마

을공동체 등의 목적을 가지고 공급하기에 역세권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사회주택은 지역에 기반한 사업자가 주택을 물색하기에 지하철역과 가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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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지역의 필요에 민감한 위치를 찾아냈다. 대학 주변, 직장 주변, 기존 

마을공동체 활동 지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학 인근에 위치한 셰어하우스 

형태의 한 사회주택 입주자 2-2-1은 함께 사는 친구가 학교를 쉽게 오갈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 지역의 상권을 이용하는 기회를 만났다. 

“이전 집들을.. 되게 무리해서... 큰 마트가 당연히 근처에 있어야 하고.. 교통도 

편해야 하고.. 집도 크고 넓고...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집 나

쁘단 뜻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여기 큰 마트가 없잖아요... 대형마트 없잖아요... 

롯데몰... 신세계 ... 이런게 없으니까 그쵸... 솔직히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불편해요 아직도... 그..○○배송 시킬때도 기사님들이 가끔 욕도 하시고... 왜냐면 

엘레베이터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제로페이도 처음 써봤거든요..소상공인 위해

서.. 제로페이도 처음 써봤어요... 여기 살아보니까 주변 상권들 돌아보니까 개인 

소상공들이고 다 제로페이 하고.. 그거를 깔고 쓰는데 그게 너무 편한거에요.. 일

단 서울시에서 그걸 10% 할인해서 파니까. 살아보니까 꼭 대형마트가 없더라도 

여기서 살아보니까 나쁘지 않구나.. 나도 좋고.. 소상공인도 좋고... 상생하면서 

살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_ 2-2-1.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그림 41 행복주택 입주자 1-2-2의 심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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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에 공급된 사회주택에 입주한 2-2-4는 기존의 지역 

관계망을 비교적 유지할 수 있었다. 심상지도에는 사회주택 입주 전부터 오

랫동안 살아온 만큼 이전 집, 집주변 산책길, 지역의 주민단체, 동네 지인 

등이 표현되었다. 서울에서 오래 살아온 만큼 도보권이 아닌 지역까지도 포

함되었다. 주거비 절약을 위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

이다.

“주로 여기(산책로)를 자주 다니고 여기에 보면 그 지점의 끝에 ○○아파트가 있

어요. 전에 살았던 곳이요. 걸어서 여기 산책길로 가면 여기(이전 거주지)에 살고 

있는 언니가 있어서 산책길로 가서 동네 언니를 만나요.”

_ 2-2-4. 사회주택 입주자, 50대, 여

그림 42 사회주택 입주자 2-2-4의 심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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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모두는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하였다

면, 입주자에게 각각의 입지적 만족감을 주었다. 사회주택의 위치로 인한 주

거권 확대의 이점은 무엇보다 수요자 개인의 입장을 넘어 보다 사회 전체적

인 차원에서 사회주택은 저렴하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땅을 확보함에 있었다. 

사회주택 사업자는 지역의 미시적 필요에 대응하는 위치를 찾기 어려운 LH

나 SH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자를 대신하여 가성비 좋은 주택 또는 토

지를 찾는 역할을 대행했다. 

“사업자들이 찾아오는 땅들이 아무래도 좋아요. 이런 게 어떤 측면이 좋냐고 하

면 사실 A급지는 못 갖고 와요. 비싸기도 비싸고.... 예를 들면 역세권이라든지 

땅이 아주 반듯하고 좋다든지 이런 땅들은 보면은 바로 계약을 해야 돼요. A급지

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쉽게 나가지 않는 땅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양 하기 좋은 땅이 있고, 분양 하기엔 좀... 이런 땅이 있어요. 후자 쪽으로 선

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땅들 중에 그래도 사업성이 나오는 거를 찾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이 A급지를 매입하는 건 아니어서 이런 측면에서 사업자들이 

좋은 땅을 가져오는 거예요.”

_ 2-1-1. 사회주택 사업자

(4) 동네/이웃과의 관계 : 지역 구성원의 반대가 없는 주거권

지역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거나 지역 사회 내에서 배척되

는 등의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다. 특히 재개발임대주

택의 경우 분양주택과 혼합되어 있어 발생하는 단지 내 갈등은 지방정부의 

주요 민원사항이기도 하다. 

“그런 인식이 약간 있나 봐요. 애들 뭐 장기 전세 이러는데 살면 좀 '가난하다' 

이런 인식 있잖아요. 안 좋은 인식들. 그래서 초등학교 전에, 아니면 중학교 전에 

이렇게 이사계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_ 1-2-4.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40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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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걱정했던 게 아이들 문제였어요. 아이들이 비교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쟤

네 임대 살아' 막 굉장히 그거 많았잖아요. 처음에 여기 우성 들어갔을 때 분양

은 101동, 102동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임대는 가동, 나동 이었어요. 이게 확 차

이가 나서 '이게 뭐하는 짓이지?' 담도 있죠. 담은 있어도 그렇게 티는 안 나요.”

_ 2-2-4. 재개발임대주택 입주 경험, 사회주택 입주자, 50대, 여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과 편견에 대한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점

은 사회주택 입주자들이 누리는 안정된 주거의 한 부분이다. 실제 사회주택 

주변 주민들은 사회주택에 대해 그저 지역의 여느 주택 중 하나로서 인식하

고 있었으며, 사회주택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사회주택의 장점 중 

하나로 꼽았다. 또한 건축물 외관이 디자인 측면에서 지역 분위기 쇄신이라

는 긍정적 기여가 있다고 여겼다.

“어... (임대주택인지)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전혀 몰라

요.. 그냥 근처.. 여기 다 고시촌이니까 고시원 중에 하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저 바로 밑에 있는 약국에서도 약사님이 여기 사냐? 물

어보시더라구요.. 아네 여기 산다. 여기 뭐냐. 이러길래.. 그냥.. 그냥.. 고시원 같

은 원룸이에요.. 아 그렇냐.. 알겠다.. 그냥 끝.”

_ 2-2-1.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지역 주민은, 사실 이게 장점 중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

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저항이 거의 없었어요. 저항이 없고. 오히려 정말 

디자인적으로 참신한 이런 주택들이 들어오면 동네가 산다니까요? ‘저거 뭐지? 

우와, 좀 특이하다.’ 그러면서 그런 지역적인 주민들의 어떤 님비현상 같은 건 전

혀 없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옆 동네에 영구 몇 

채 들어 와봐.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일반 주택인 

거예요. 어떤 펀딩적인 거에만 공공이 들어가는 거지. 물론 입주자들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 80% 미만으로 책정을 하죠. 그렇지만 청년층들이 80%면 거의 

직장인 초임 연봉, 그 정도면 그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열악한 

주택이 아니죠. 저소득용이 아니지. 대학생들은 또 동네에서 좋아하지. 소비 주체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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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3-2. 사회주택 담당 지방정부 공무원

사회주택은 오히려 지역 사회 기여를 사업 목표로 하는 만큼, 지역으로부

터의 소외가 아닌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적극적 입장

으로의 전환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회주택에 입주자 2-2-3은 사회주택 입주

자들과 함께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역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는 좀 냉랭했다가 거기가 풍물에 대한 요청이 있었어요. 

저희가 당사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교사가 이게 쭉 한 거

예요. 연습을. 그래서 이 풍물 축제 때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10월 달에 축제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들, 학부모들, 아이들이 ○○(지역공동체명)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죠. 그 뒤로부터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어요.”

_ 2-2-3. 사회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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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적 안전의 문제

임대료와 거주기간으로부터의 안전과 함께 치안 문제 역시 중요하다. 남

성이나 노인 세대의 경우 안전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지만 여성과 아이가 

있는 세대는 이 문제가 절실했다.69) 공공임대주택이 아파트 형태로서 경비와 

CCTV를 갖추고 있어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비해서는 보다 안심할 수 있지

만 공공임대주택 특유의 반사회적 행동의 밀집에 따른 불안,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얼굴을 알던 알지 못하던 이웃이 잠재된 범죄자로서 느껴지는 불

안이 있었다.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밀집에 따른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불

안요소가 존재한다. 재개발임대주택에 입주한 2-2-4의 경우 알콜중독자 등

에 대한 우려로 주변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말리기도 했다. 경찰차

가 자주 오는 등 불안요소는 있었으나 다행히 18년의 시간 동안 신체에 위

해를 입은 적은 없다.

“주거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점이 좀 많았어요. 그렇게 뭐 맨날 경찰차 

오고, 술 마시고 아저씨들 소리 지르고. 저는 기본적으로 막 되게 무서웠거든

요.... 근데 이제 이게 복도식이고 방범에 대한 게 되게 취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좀 겁났지만 아무런 일은 없었어요. 살면서 위험한 일을 당한 적은 없어

요... 불안감은 있을 수밖에 없고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도 신경 쓸 수 밖에 없고. 

근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아서 어느 시점부터는 좀 안심을 했죠.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_ 2-2-4. 재개발임대주택 입주 경험자, 현 사회주택 입주자, 50대, 여

행복주택에 입주한 30대 여성 입주자 1-2-1은 낯선 사람의 주거지 침입 

시도에 대한 경험이 있다. 이후 구하는 주택에는 CCTV가 있고 공동 출입문

69) 제가 남자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여기라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기보다는, 외지
에 갔을 때에 불안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체감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거죠. 저한테는 안전이 곧 평범한 일상인거고. 그래서 
그럴 때 빼고는 막 엄청 외지로 가서 갑자기 어두워진다거나. 그때 불안하다는 느낌 빼고
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_ 1-2-2. 행복주택 입주자, 2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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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안이 되어 있는 건물을 찾아 입주했지만 대신 주거비용의 상승을 막기 

위해 반지하를 선택했다. 아파트 단지 형태의 행복주택은 안전 측면에서 사

례 대상자에게 만족을 주었다.

“제가 옛날에.. .그때 원룸에서 혼자 산적 있는데 그때 막 누가 문을 열려고 하

는... 거에요 그래서 보니까는 어떤 남자분이 라이터 불빛에 비추면서 열려고 하

는 거에요.. 그래서 막 무서워갔고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막 전화하고 그랬던 적

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룸...에 대한 게 조금... 안좋아요... 그 보안 이런게... 

그래서 사실 서울에 살때도 그게 되게 조금... 많이.. 예... 신경이 쓰였었었거든

요...CCTV있고... 꼭 그 바깥에 현관 비번있고...”

_ 1-2-1. 행복주택 입주자, 30대, 여

보안시스템을 갖추어도 젊은 세대의 이웃에 대한 불안은 여전했다. 국민

임대주택 입주 경험이 있는 아이 엄마 2-2-3은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이웃

들과 인사하지 않고 지냈다고 했다. 바로 윗집에 아이의 또래 친구가 살고 

있어도 알지 못했다. 강력범죄가 많으니 폐쇄적이 되었고 이웃을 조심하고 

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희 윗집에 아이랑 동갑인 또래 여자친구가 살았어요. 네, 그 큰 애가 여섯 살 

여자아이인데, 여섯 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년이... 지나서나 알

게 되고, 그 정도로 아래 윗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사실 잘 본게 없고요. 조심

스럽고요. 네 알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파트라는... 점점 강력범죄들이 아는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네,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참 폐쇄적으로 조금 

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_ 2-2-3. 국민임대 입주 경험자, 현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공동체와 이웃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가

고자 했다. 한 사업자는 공동체 형성에 대한 질문에 공동체의 형성은 끈끈한 

이웃의 정이라기 보다 서로를 ‘경계하지 않음’ 정도의 커뮤니티 지향함으로

써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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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이웃을 인식하는 ‘느슨한’ 공동체가 필수적이라 주장했다. 

“실제 커뮤니티의 핵심은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과 안심입니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사는 사람'.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은 적어도 나를 

해하지 않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커뮤니티의 핵심이에요.” 

_ 2-1-1. 사회주택 사업자 

중간지원조직 근무자 역시 안전을 공동체의 주요한 기능으로 내세웠다. 

최소한 안심하며 함께 살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

라고 보았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분들이 이제 내 옆에 사는 사람들 혹은 나랑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적어도 안심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공동

체만 있어도 그 정도만 해도 저희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믿고 살 

수 있는 정도로만 해놓는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를 가기는 더 쉬운 상황이 될 거

니까. 그 부분만 일차적으로 진짜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티만 돼도 저희는 그 다

음 단계로 차차 나가기에는 훨씬 수월해진다는 입장에서는 그거만 해도 충분하다

고 생각하네요.”

_ 2-3-3. 사회주택 지원조직 근무자

서울시에서 사회주택을 소개하며 담은 입주자 인터뷰 내용 및 본 연구의 

인터뷰 자료에서도 사회주택 주요 입주 계기 중 하나는 안전 문제였다. 사회

주택에서 확보되는 안전은 CCTV 등 물리적 보안 시설에 의한 안전이라기 

보다는 사람이라는 관계망에 의해 형성되는 안전이다.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

러운 관찰 내지는 감시가 되기에 안전의 효과를 동반하고는 한다. 입주자는 

또한 관계성의 형성에 따른 안정감을 언급했다. “서로 아니까 안정감도 느끼

고”라는 문구에서 보듯, 입주자는 서로의 얼굴과 삶을 앎에 따라 신체적 안

전과 함께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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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내일 유튜브. 2020.6.20. (https://youtu.be/SLt8oRHhN14)

그림 43 사회주택 입주자 인터뷰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

안전을 위한 느슨한 공동체는 사회주택 입주자 및 사업자, 중간지원조직 

모두의 의견이 모이는 지점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아파트 형태인 것만으로 물

리적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 2-2-3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이웃을 알고 지내려 하

지는 않았다. 사회주택에 입주 후 이웃과의 관계망은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

낌을 더해주었다.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이웃에 대해 알기를 꺼려했던 2-2-3

은 사회주택에 입주한 뒤 이웃과 친밀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아이

들을 통한 관계망, 사회주택 내의 동호회, 사회주택 내에서 자리잡은 일터를 

통한 다양한 관계망들이 심상지도에 표현되었다.

그림 44 사회주택 입주자 2-2-3의 심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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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론장으로서의 사회주택

"과거 시민사회는 항의를 한다던지 데모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론의 장이 생

기면서 토론과 조정,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70)

_ 실비아 플로레스/ 바로셀로나 시 관광정책과 정책담당

1. 입주자의 권한과 주체성

임대주택 입주자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가는 당사자로서의 주체성을 발

현할 수 있는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는가와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무언가 요구하거나 의견을 내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아파트에서

도 아파트의 운영과 관리에 임차인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입주자대표를 하며 임차인은 소유자의 동의하에 입주자대표를 할 

수 있다. 특히 재산권과 관련한 부분에서 임차인은 관여할 수 없다. 공공임

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으나 이 역시 결정 권한은 없으며 결정의 협의 

대상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 사회주택에서 입주자들은 주택의 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나 사업자의 운영 방식에 따라 역할에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는 방식은 주택협동조합으로 입주자는 조합원으로서 조합 

전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은 주로 친목 모

임이며, 주택의 운영과 관련하여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다. 

주택단지 전체의 공동체 활성화 행사는 입주자 보다는 주로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입주자 1-2-1이 활동하는 작은도서관은 관리사무소 

주도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입주자들의 절반은 관리사무소에서 

제안하여 참여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지의 모든 활동들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동호회 또는 입주민 자생단체가 

70) 제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 발언(≪이매진피스≫. 2017.09.02. "관광도시 
바로셀로나의 변신 “지역주민 일상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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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데, 청년층의 경우 인터넷 입주자 카페, 채팅방 기반으로 형성된 축

구, 보드게임, 캠핑, 반려견 모임이 존재했다. 1-2-2가 거주하는 주택단지 

입주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나 채팅방에서 층간소음이나 흡연문제에 대

해 나누고 공동구매, 중고거래, 무료나눔, 스터디 모임과 같은 비공식적 활동

을 하고 있다. 구청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행사 공유가 있기는 하나 

공식적인 공동체 활동은 없다. 1-2-2는 주택단지 내에서 얼굴을 알고 지내

는 이웃은 없었으며, 관리사무소와의 관계는 1년에 1~2회 정도 시설 고장이

나 계약 문제 때문에 방문하는 정도였다. 

“행복주택 ○○ 카페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동마다 단톡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단톡방이 있어요. 가끔씩 어떤 분들은 '

저 이제 잘 살다가 나간다' 남기는 경우도 있고, 거의 얘기 없고요. . .○○ 카페 

같은 경우는 막 불만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좀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

다.', '너무 시끄럽다.', '담배 좀 안 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올라오기도 하

고. 아니면 뭐 공부. 뭘 같이 공부하자. 아니면 중고거래, 무료 나눔 같은 게 올

라오기도 하고. 구 행사나 ○○행복주택 행사 같은 것도 올라오기도 하고. (채팅

방에서는)  '어 너무 시끄러운 것 같다.', '뭐 살 건데 같이 사실 분?',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시킬 건데 배달 한도 넘어야 하니까 같이 시키실 분?' 그 정도 이

야기 하는 거 같아요. .. 3년째 살았지만 옆 집 사람 얼굴도 몰라요..” 

_ 1-2-2. 행복주택 입주자, 20대, 남

공공임대주택 내에서의 공식적인 공론장이라 할 수 있는 임차인대표회의, 

그리고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업자 간의 소통에서 임차인의 권한은 사실상 크

지 않다. 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의 테두리, 한계선이 있다. 행복주

택에 거주하는 1-2-5는 단지 내에서 주체적인 공동체 활동을 하지만, 임차

인대표회의와의 토론과 설득에는 실패했다. 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와 모임 

공간을 위한 시설사용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대화의 과정은 상호간 의

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로 보이지 않았다. 일반 입

주자인 40대 여성과 임차인대표회의라는 권한을 가진 60대 남성 간에는 애

초에 균등한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내의 공식 논의의 장 외에서는 

단지 내 다른 조직과의 비공식적 협의 과정은 순조로웠고 지역 사회 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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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협력의 장에서의 활동은 활발했다. 1-2-7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적극적으로 사업자 및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하여 커뮤니티 시설이나 관리 운영 내용을 바꾸어 나감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주장 등으로 나가고 있다. 임차인대표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협의기구일 뿐인 임차인대표회의의 권

한은 한정적이다.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대표

회의에 참석은 하나 결정권한은 없다. 예산 사용에 대한 권한 역시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임차인대표회는 대표회 임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

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이 없다.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임에도 임차인대

표회의에 대한 공식·비공식적 교육이 없어 공동주택 관리 및 임차인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지식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공공임대주택

은 임차인들에게 공동체 활성화 모임을 할 경우 일정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1-2-5는 확보된 영역에서조차 주인으로서 거주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

이는 다른 입주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길 바랐다. 입주자들이 주체적으로 동

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만 길들여져 있는 

건 아닌지 우려했다.

사회주택은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입주자의 참여 범위가 한계지어졌다. 

2-2-3의 사회주택은 사회주택 내에서 입주민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대해 이

야기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 스스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활동

들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입주자들 내에서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상을 만들

어가는 과정이 1년 이상 존재했다. 초기에는 이사회 중심으로 의사결정하고 

조합원은 따라오는 역할이었지만 입주 후에는 이사회는 줄이고 각 위원회에

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구조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살기 좋은 집,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질문에서 내 삶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고 답하며 

과거에는 그 편안함을 만드는 방법을 외부에서만 찾았었는데 나 스스로 해나

갈 수 있음을 사회주택에 살면서 알게 되었다고 답하며 주체성을 보였다. 사

회주택은 갑을 관계가 없다는 2-2-3의 인식은 임차인-집주인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존 임차인의 개념에 변화의 가

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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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이다 보니까 그냥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이들 모임

이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의견을 다 하나의 의견으로 보시니까 그런 관계적으로 

쭉 늘어놓고, 동등한 위치로 보시거든요...더 이상 을이 아니다...” 

_ 2-2-3.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사회주택 입주자 2-2-1은 필요한 설비에 대해 요청하여 개선된 경험이 

있다. 입주자 수에 비해 냉동실의 규모가 작아 입주자들 내에서 먼저 협의하

여 사업자 측과 냉동고를 추가하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 나갔다고 한다. 해

당 사회주택에서 입주자와 사업자 간의 소통은 비교적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

었다. 2-2-1이 거주하는 사회주택은 입주자들끼리 의견이 잘 모였다. 같은 

주택 내에서도 입주자 성향 따라 층별로 욕구가 달랐으며 이에 대해 유연하

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택 사업자 차원에서 커뮤니

티 비용을 지원해주는 공동체활성화 지원프로그램이 존재했는데 2-2-1은 이

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사업자 대표를 “○○쌤”이라 호칭하며 친밀감을 표했

다. 사업자의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위치해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채팅방을 

통해 매니저가 정보 공유를 긴밀하게 하고 있었다. 입주자인 2-2-1은 사업

자의 사무실 사용 상황, 직원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요컨대, 사회주택 

만족 지점 중 하나는 소통의 가능성이었고, 살기 좋은 집,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이상도 소통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에 있었다. 

“원래 냉동실이 없었어요 저희가.. 다섯명이서 이 작은 냉장고 하나 쓰는데 너무 

힘든거에요.. 저랑 3층의 어떤분 한분이 그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 3 4

층 통합해서 성명서 같은걸 내자 해가지고 같이 내서 저게 들어온거거든요..

...대표님이라고도 했다가 ○○쌤이라고도 했다가... 직원분. 그 세 분이랑은 자

주.. 단톡방 같이 해가지고 정보 공유하고.. 저희 인제.. 여기서 주는 물건들? 다 

떨어지면 요청하고.. 뭐 저런거 행사 있거나.. 이거 이외에... 특히 전 몰랐는데 

○○구청에서 뭘 되게 많이 하더라구요.. ○○구청에서 하는거 그런거 정보 매니

저님이 다 쉐어해 주시고...

...시민이랑 기업.. 정부가 정삼각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삼각형 안에서 유동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소통이 잘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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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 개가.. 세 개가. 제가 이제 (사회주택) 들어와서 좋

았던 점은.. 물론 답답할 때도 있는데... 소통이 잘 된다는 점.. 어.. 꼭 단순히 삶

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책상에 대해서도 뭐에 대해서 소통이 잘 되는 점.. 

○○시에서도 특히.. ○○구청이 의외로 소통이 잘 된다는 점에 놀랐어요...”

_ 2-2-1.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사회주택 입주자들은 ‘자치’를 하고자 했다. 이들의 자치는 이전의 민간분

양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이나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었다. 한 사회주택은 입주자들이 논의하여 청소의 

규칙을 정하되 게임처럼 운영하고, 가상화폐를 만들어 주택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입주자가 주된 활동을 하고 사업자는 이를 함께 논의하며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공간의 주인으로서 거주하며 

자신과 이웃, 공간을 돌보는 삶을 주체적으로 이루어내는 모습이다. 많은 지

방정부에서 공동체 활성화의 명목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며 이끌어 내

고자 하나 지원금이 없으면 만들어내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하다. 

“최근에. ○○(사회주택)은 자기들이 약간 자치를 하겠다고. ... 청소를 게임처럼 

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화폐 발행도 해보고. 그런데 그 화폐라는 게 우리만의 

화폐라고 해서 아날로그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약간 △△(사업자)에서 기술자를 

붙여줘 가지고, 비트코인 가상화폐처럼 그거로 하기도 하고. 자기네끼리 그러더라

고요.”

_ 2-1-12. 사회주택 입주자 겸 사업자 

한편으로는 사회주택 입주자 간의, 그리고 입주자와 사업자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2-2-4가 거주하는 사회주택은 사업자와 

정기적인 만남이 있지 않았고, 입주민 모임의 주된 주제는 주택에 대한 민원

이었다. 입주민 모임에 대한 사업자 차원의 지원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상

황으로 인해 대면 모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상회의 등 온라인 모임

에 대한 사업자의 지원은 없었으며, 입주자 채팅방을 통해서 필요한 논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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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2-2-4의 사회주택은 특히 주택 수선 및 하자의 책임소재라는 

문제 상황에서 사업자와 입주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소통이 원활

하지 않았다. 일반 민간주택시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 상황과 다

르지 않은 그림이었다. 2-2-4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집주인”이라고 제시

를 하고 있었지만, 옥상 꾸미기 등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는 등 모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는 않았다. 물리적·행정적 경계 안에서 행동할 수밖

에 없다는 한계와 함께 사업자와 협의해야만 하는 임차인으로서의 한계 또한 

존재했다.

“어쨌든 하자가 있거나 그랬을 때 좀 빠른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전문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했네, 너네가 잘못했네, 

그럼 이렇게 하자' 이런 조율 같은 것들이 이제 소통 부분이 부재가 되고, 일방

적이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나 봐요, ... '니네가 갑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입

주자의 입에서 나오면은 그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나왔죠.” 

2-2-4. 사회주택 입주자, 50대, 여

사회주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입주자 2-2-3은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 돌봄이나 먹거리, 노후에 대한 고민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

갈까”라고 주체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 역시 “우리 스스로가 해

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자신을 포함한 “우리”를 주체로 두었다. 이는 공공임

대주택에 거주자들이 주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에 공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지점과 대비되었다. 1-2-1은 주택시장은 곧 

아파트고, 아직은 자신이 들어갈 판은 아니라는 생각에 자신의 역할이 없다

고 보았다. 청약으로 분양을 받기에는 조건이 안되고, 신혼부부여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고 여겼다. 1-2-2 역시 자신은 소시민일 뿐으로 주택

구입은 지금 20대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며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으로 

멀어진 상황이라 평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돌봄의 문제, 싱글 여성들의 문

제, 먹거리의 문제, 그 다음에 노후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이 도시에서 우리 스

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신뢰의 자본이 만들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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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역할도 살고 있는 실제 입주민

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_ 2-2-3. 사회주택 입주자, 50대, 남

“그러니까 이제... 주택시장이 우리나라는 다 아파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제가 들어갈 판은... 아닌 것 같아요.” 

_ 1-2-1. 행복주택 입주자, 30대, 여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평소에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_ 1-2-2. 행복주택 입주자, 20대, 남

공론장의 경험, 주택 내에서의 주체적인 역할, 주인으로서의 느낌은 임차

인에게 주어지는 권한의 범위 확장을 의미했다. 임차인이 자신의 필요나 의

견을 이야기했을 때 주택의 무언가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임차인의 정

체성과 역할의 가능성에서 민간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과는 차

이를 보였다. 2-2-3는 살기 좋은 도시는 내 삶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껴야 

하는데, 그 편안함을 만드는 방법을 그동안 외부에서만 찾았었다면 사회주택

에 거주하며 스스로 해나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입주

자가 가지게 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긍정적인 느낌은 사회주택으

로 주체성이 형성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례다.

“그...살기 좋은 거는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편안한 것 같아요. 내 삶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껴야 하는데, 불편했던 지점...이랑 편안한 지점이랑 되게 간극이 큰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 들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외부에서 자꾸 찾았는데, 전에 살던 집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거는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이 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찾아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더 이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거에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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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아가는 건데, 보니까 내가 아이 돌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네? 

뭐...뭐 남편처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네? 쓸

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무언가 편안해 지더라고요.”

_ 2-2-3.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2. 사업자의 공론장

입주자들 내에서 공론장 형성, 원활한 소통은 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사회주택 사업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공론장

은 공동체와 주체성에 연결된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임차인이 자치의 영역

에 들어와 주체성을 가지기를 바랐다. 사회주택 사업자 2-1-1은 입주자 오

리엔테이션 등의 교육을 통해 입주자에게 사업자의 이윤과 역할, 입주자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모두 설명하고 주인으로서 관리하기를 당부했다. 사회주

택 사업자 2-1-3은 입주자가 개인의 편익을 넘어 조합 전체의 손익을 생각

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공존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71) 사회

주택 사업자 2-1-4는 이를 위해 공론장이 형성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다. 

“일종의 공론장 정도만 되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들이 의견 개진하는 사람들

이 있을 수가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의견 개진을 안 하지만 그냥 공론장을 눈팅만 하는 사람도 이

만큼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예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사람 빼고 그러면 눈팅 정도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이 하

71) 2-1-3의 사회주택의 경우 사업 규모가 큰 편이기에 개별 조합원들이 사업 또는 재무 모
델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소유자로서 손익을 생각하기보다 소비자로서 누
려야 할 권리에 더 집중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개인의 편익을 넘어 전체 사업 수지에 
대한 관점도 가지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태도, 소유자로서의 태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주택 사업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이 배경지식 없이 전체 사업 
수지에 대한 이해와 주체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이러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은 결국 
교육 내지는 공부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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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어떤 전체가 공유하는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보는 거 거든요. ... 임차인들은 약간의 관계성을 만들어 주거나 적당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이런 수준. 그리고 공론장을 만들어준다는 게 중요하

긴 하죠. 이게 이 토대에서 조금 더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게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_ 2-1-4. 사회주택 사업자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입주자와의 관계, 공공과의 관계에서 조직하고 협의

하며 사업의 목표하는 바를 달성해 나가고자 했다. 주택시장에서의 역할을 

물었을 때 문제해결자로서 주택 부문에서의 꿈을 이야기하며 가장 주체적인 

모습을 보였다. 2-1-2은 대안적인 주택 모델을 만들고, 그것의 공공성과 사

업 확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했다. 사회주택 사업자 

2-1-3는 특정 정치인 또는 공공에서 제공되는 지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택의 주거 모델로서의 가능성과 사업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협회를 구성함으로써 공공과의 협의 과정을 보다 조

직화했다. 2015년 협회 설립 이후 위원회를 조직하여 대내외적 활동을 해왔

다. 내적으로는 사업모델을 만들고 사회주택의 이론적 뒷받침을 했으며 사업

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공공과 사

업 모델에 대해 협의하며 구체화 과정을 거치고, 사회적경제 분야 변호사 등

과 협력하여 사회주택 사업에 필요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주택에 

대해 궁금해 하는 지방정부의 초대에 응하여 사회주택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 

등을 가지고 있다. 협회는 하나의 행위자이자 네트워크, 공론장 그 자체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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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한국사회주택협회의 조직도(2021년 기준)

자료 : 한국사회주택협회 홈페이지

“그 6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회주택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했어요. 2015년 5월에 약 30개 회원사들과 더불어서 사

회주택협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여기

까지 오는 동안 사회주택협회의 동료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고요. 능력도 부

족하고 박사같은 13년 학사인 저 같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인생목표와 저의 목표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하고 함께 해

준 사회주택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고, 6년 동안 사

회주택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_ 한국사회주택협회 내 인터뷰 자료. 녹색친구들_김종식 대표(2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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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론장 형성과 국가의 역할 : 룰메이커와 파트너

사업자들과 중간조직의 지원자들은 공공과의 파트너십에서 아쉬움을 표했

다. 공공에 대한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민관협력 내지는 공

공지원이라는 이름 속에서 민간과의 유기적인 파트너쉽을 원하는 듯하나 관

리감독자로서의 역할에 집중되었다는 평가가 있고,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토

론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상호작용 속에 보다 세련된 사업모델이 만들어졌

다는 평가가 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 특히 더함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담당부처나 관련 공

공기관에서는 사회적경제나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

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더라도 신뢰하지 못했다. 그건 당연히 이해가 된다. 내가 

공무원이더라도 듣보잡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공공도 불신을 전제로 감시와 관리감독하는 게 익숙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공공의 역할이 컸다. 첫째, 이 사업

자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일단 믿고 해보려는 의지를 보인 공무원

이 있었다. 그게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두 번째는 불신의 관점에서 바라봤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있었다. 처음에 제안했던 모델

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보면 사실 얼굴이 부끄럽다. 내가 이렇게 엉성하게 제

안했나? 어쨌든 그 엉성한 컨셉을 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토론하면서 점점 세련되

고 점점 고도화됐다. 혁신은 이런 것 같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되는 건 없다. 

약간 갸우뚱하지만 한번 받을 수 있는 용기와 계속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이 없으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나올 수 없다고 요즘 절실히 느낀다.

그렇게 싸우고 싫어하던 공무원들이 최근에는 서로 이해하고 오히려 좋은 아이디

어를 준다.”

_ 라이프인(2018.06.21.)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위스테이'를 말하다”, 더함 양

동수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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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감독자로서의 공공

사회주택 사업자 입장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파트너로서의 역할보다는 관

리감독자로서 사업자를 “도둑놈”으로 전제한 “숙제 검사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다. 엄격한 기준을 거쳐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의 지

원과는 달랐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식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에 

결국 사적 금융을 이용한, 민간-민간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저희 위치를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중간 영역인데. 일단. 그래서 ‘공공

지원 민간임대’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 건데. 민간의 어떤 창의성이나 활력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업에서는. 그런데 제도는 공공이 너무 제도를 빡빡하게, 

촘촘하게 허들을 만들어서 이런 민간이 가진 장점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느슨하게 ‘이런 정도 선에서 이건 넘지 마세요.’ 정도로만 허들을 치면 

되는데, 그걸 초등학생 숙제검사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도가. 그

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아 얘들은 도둑놈이야’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그

렇게 설계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거죠. 꼭 뭐 도둑놈 이라기보

다는 얘는 좀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 뭐 어떤 식으로든 약간 그런 사시로 보는 

그런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죠.”

“지금은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융자죠 융자. 그 금리를 더 낮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공공 보증 재원이) 이것저것 안 된다고 따지다가 그 시기를, 돈이 필

요할 때 들어와야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사실은 

자체 자금으로 다 한 거였어요, ...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

제 한 3억 정도가 조금 부족했던 건데 이제 ○○은행이, 그냥 일반 금융으로 들

어가 준 거예요.”

_ 2-1-1. 사회주택 사업자

정부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과 상하 관계 설정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체

계에서 익숙한 모델이다. 공공임대주택 중간지원조직의 1-3-4는 공공과의 

관계에 대해 상하관계, 위계관계라 평했다. 겉으로는 민간위탁이라 표현하고 

MOU를 체결하지만, 파트너로서의 관계라기 보다는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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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지도점검과 평가, 이에 따른 점수 매기기와 줄세우기가 이루어지는 일

방적 상하관계, 권력이 존재하는 위계관계라고 보았다.

“공공과의 관계가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 연대 이런게 생겼더라고. 저도 지금 책

자 보고 알았는데. ...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연대관계냐, 파트

너 관계냐, 상하관계냐, 위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시스템 문제거든요. 그거

는 사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스템에서 자꾸 민간위탁이라고 뭔

가 말은 하고 하는데. MOU를 맺긴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 

사업계획서를 내야 돼. 서울시에. 이건 그럼 상하관계가 있는 거 거든요. 예를 들

자면 이런 게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랑 그

런 거는 알아서 하고 공유하거나 성과 공유회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개별로. 사업계획서를 자꾸 받고. 받는 건 좋은데 공

유를 안 하고. 그리고 지도 점검을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센터들을 줄을 

세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위계가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없어지지 않는 한 민간 위탁관계는 파트너가 될 수가 절대 없다. 그리

고 자꾸 이제 막 그래요. 뭐 사업을 하라고 해 놓고서는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

다. 이런 단어를 써요.”

_ 1-3-4. 공공임대주택 지원조직 근무자

주거복지사업을 진행중인 1-3-4는 직접적인 주거상향 외 주민에 대한 부

수적인 사업들의 의도를 정부 관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주택 하나가 늘어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돌봄이 따라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사업 제안과 추진은 물론 공무원을 설득하는 몫까지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었

다. 주택 내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지

만 결국 관련 예산이 축소되었다고 한다.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 하나는 

공공이 아닌 관리사무소와 직접 연락하여 입주자 모임, 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임과 연대해 왔던 역사가 있어 가능한 

사업이다. 앞서 제시된 사회주택 사업자 2-1-1의 사례와 같이 정부가 아닌 

행위자들 간의 연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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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트너 관계로의 인식 전환

현실의 시스템이 상하관계의 관성에 있다 해도 사회주택을 둘러싼 행위자

들은 협력적 관계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었다. 2021년 5월 개최되었던 사

회주택 관련 토론회에서 공무원의 발언 중 “함께”라는 단어가 14회 등장했

다. 이 중 12회가 사회적경제주체, 사회주택협회와 함께 의논하고 힘을 합해 

나가고 싶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개별 사회적경제주체와 사회주택협회 그리고 서울시가 이것 또한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숙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_ 사회주택 토론회 중 공무원 발언(사회주택 성과와 발전방안, 2021.5)

또한, 실제 사회주택이 추진되어 왔던 과정들에는 공공과 민간이 긴밀하

게 협력하고 의견을 맞춰온 파트너로서의 경험들이 존재했다. 사회주택 초기 

담당자였던 공무원 2-3-2는 사회주택을 민간과 “같이”, “결합”, “접점”을 이

루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았다.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경험한 

2-3-2는 사회주택이라는 결과물은 현장의 목소리에 따랐던 결과라고 보았

다. 자신은 사무실에 있는 내근직이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했었다는 2-3-2는 파트너로서 서로 의견을 교환

하고 존중하는 관계성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하고 같이 결합해서 손잡고 

해봐야지 않겠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사회 주택. 이 사회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하고는 다르게 아무튼 ‘민간하고 같이 한다’ 그런 방식이고, 민간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방식은 초기에 자산의 형성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주택 방식도 

결국에 자산은 공공에서 해줘야 하는 거예요. 공공에서 해주긴 해주는데 민간의 

역할을 부여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어떤 접점을 찾는 거죠.” 

_ 2-3-2 사회주택 담당 지방정부 공무원

사회주택 사업자 2-1-4는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긴밀하게”, 

“붙어 있는”, “협업”, “파트너십”과 같은 단어가 언급되었다. 공공과의 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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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단어들은 상당히 호의적이었으며 긍정적이었음을 볼 

수 있다. 

“공공은 또... 지금 ○○(공기업)가 지금 저희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좀 붙어 있는 

편이구요. ○○(사회주택이름)을 했던 이거를 만들었던 그 부서가 ○○(부서명)이

에요. 이쪽 부서하고 굉장히 협업이 됐던 거고 이제 또 하나는 △△(부서명). 새

로 신임 ○○이 오면서 ... 이제 저희하고 파트너십으로 가는데 이 분이 저희하고 

친분이 꽤 있어가지고.”

_ 2-1-4. 사회주택 사업자

 

2-1-4를 비롯한 사회주택 사업자들을 지방정부에서 초청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사업구조를 논의하는 일들 역시 발생했다. 지자체장들이 

선거공약으로 사회주택을 활용하는 모습 역시 보였다. 2-1-4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 위주이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지방정부 역할 가능한 영역으로서의 

사회주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과거 정부는 규제의 역할, 시장은 자원을 빼

가는 역할이고 관계였다면, 사회적경제는 양 자원을 잘 규합해야 하기에 공

공을 파트너로 여기게 된다고 보았다.

“일단 지자체장들이 ... 선거할 때 보면 사회주택 한 마디씩은 대부분 다 들어가

는 거 같더라고요. ... 어쨌든 주택 관련된 예전에 지자체장은 주택 관련된 정책

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택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다 LH, SH가 해버리니까. 지

자체가 이걸 공약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회주택이 얘네하고 결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준 거예요. ...

그러면 굉장히 저희는 뭐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역이라는 게 

공공과 민간의 아주 자본을 추구하는 영역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 다 

취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굴러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공공과 민

간이 알아서 다 결탁하고 하다가 감옥 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결합 되

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여기를 통제 해야 되고 여기서는 여기 자원을 빼

다가 이제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고. 그냥 시장만 중심으로 이렇게 돌

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는 규제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쪽의 

자원과 이쪽의 자원을 잘 규합해서 사회가 훨씬 더 원만하고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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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1-4. 사회주택 사업자

사회주택 평가인증 제도는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아닌 룰메이커로서의 역

할을 보여주는 사례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의 자발적 대응에 따른 公과 共의 

상호작용 속에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주택 

평가인증제의 초기 모습은 기존의 하향식 평가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정한 점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규제가 따르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자로서의 

정부의 모습을 나타냈다. 사업자들은 사회주택 평가인증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내었고, 이를 서울시에서는 받아들여 제도 시행을 

보류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한편으로 사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사회적 설득을 이끌어 내고자 계획하고 있었다. 

“초기에 평가 하려고 한 건 좀 위험한 발상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원금을 

마련해서 예산을 좀더 파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인증제 

해가지고 안되는 데들은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네거티브(negative) 형태

로 가는 거 였어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사업 구조상으로는 토지임대료

도 저렴하지 않고, ... 그러다 보니... 봤을 때도 어쨌든 좀 더 주거복지를 위해서 

뭔가 공익적인 것들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규제하는 시스

템으로만... 정비되는 것들은 좀 우려가 있어서 우려 의견들을 여러 사업자들이 

밝힌 것 같고, 그랬을 때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알겠다고 해서 ... 미뤄지다가, 올

해는 차라리 민간에서 먼저 그 인증을... 자발적인 인증...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을 먼저 마련하자 라고 이야기 한 상황에서는,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는 저희가 

먼저 규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

2-1-2. 사회주택 사업자

평가인증 제도의 도입과 변화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자와 협의하

는 역할을 했다. 협의 과정에서 전문가가 일종의 중재 역할을 했다. 사회주

택 사업자와 정부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업 초기 협의 과

정이 쉽지는 않았다. 정부가 원하는 행정양식이나 평가 체계에 대해 사회주

택 사업자는 이해하고 실행하기 어려웠고, 사회주택 사업자의 일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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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서로를 이해하고 설득하고 합의점

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과 전문가들의 역할이 있었다. 

“저희가 지표 개선하면서도 이제 전문가님들 모시고 같이 수정을 대대적으로 하

기도 했어요. 좀 더 쉽게. 좀 바꿔드리기도 했고. 1년차 하고 나서 저희가 평가

하면서 전문가님들 의견 내서 봤을 때, ‘이건 조금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건 좀 

바꿔보자’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가지고 올해 년도 지표에서 또 바꿨고요. 저도 

아마 한 3 년에서 4 년 정도는 지표가 계속 조금씩은 수정이 될 거 같애요. ...

직접적으로 사업자들이랑 대화도 하시고 전문가님들이 다 하시니까 거기에서 나

오는 문제점들을 다 갖고 오시거든요. 그걸로 개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자들의 현실을 반영을 하기는 해요. 본인들이 말 못하는 현실. .. 현장 조사할 때 

사업자 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요. 충분히 좀 설명을 듣고, 이제 어떤 거 준비

하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보완 서류도 받기도 하고.”

_ 2-3-3. 사회주택 지원조직 근무자

정부기관의 공무원, 정부의 역할 역시 룰메이커로서만 존재하지는 않으며 

일종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회주택 사업을 능동적으로 만

들어 낸 사회주택 초기 담당 공무원은 공공 역할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2-3-2는 사회주택 사업자와 논의하며 지원조직, 연결점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했으며 스스로를 혁신가 내지는 프로듀서의 역할로 보았다. 토지임대

료 이율이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관계 기관들을 설득해 나가는 

역할을 감당했다. 사무실, 호텔, 목욕탕, 고시원 등 사회주택으로 활용가능한 

다양한 가능성을 먼저 모색하고 제안해 보기도 했다. 빈집, 토지임대부, 리모

델링 사업을 시작하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지형 매입임대주택을 시

도하고 사업자금을 만들어내는 사업가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땐 중간지원조직이 없으니까 제가 알아서 사업자들을 나눠주는 거야. 지번이 

몇 번이고, 방 몇 개고 소유주 연락처 줄 테니까 받아서 연락해보세요. 그런 역

할까지 다 제가 했죠...

임대료를 저희가 처음에는 한 3% 인가 그랬어요. 3%도 부담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1% 까지. 저희 있을 때 낮췄죠. 낮춰가지고 ○○공사에다가, 거기서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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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지가 떨어진다.’ 그래도 ‘아니다, 이거는 혁신적인 사업이고 결국은 공공

임대 주택을 늘릴수록 재정 부담이 안아지게 되는 당신네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

업이다, 결국은.’ 설득을 해가지고 1%로 낮추는 걸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펀딩 부분도, 지금은 이제 ○○ 쪽에 협조가 된 것 같아요. 당시에는 

협조가 안 됐었어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정치적으로 다르니까 협조가 안 

되갖고. 대신 이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기

금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몇 백 억씩 가져다가 급전으로 썼죠...

나는 이제 ‘혁신가’였다. 혁신가였고요.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업 

공모하고 어떤 친구가 ... 저를 만나고 싶다고 왔어요. ... 자기가 이 공고문을 보

고 사업이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 제가 그때 그 친구 열정을 보고 ‘너, 이 

사업 해봐라.’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이제 데뷔를 시켰죠. ...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이제 프로듀서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사회주택의 프로듀서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업의 모델을 제가 발굴을 했어요. ...”

_ 2-3-2 사회주택 담당 지방정부 공무원

(3) 제도 속 부재한 커먼즈 개념과 국가의 역할 설정 문제

사회주택 사업에서 정부와 사업자가 각각 자신의 역할, 서로의 역할에 대

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실 公과 私 모두를 아우르지만, 결

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共으로서의 사회주택의 속성, 커먼즈 영역이 제도

화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참여 민주주의에 기반한 협동조합 방식은 구성원의 주제적 참여를 지향하

는 사회주택 사업에서 이상적인 사업방식일 수 있다. 이에 초기 참여자들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도했지만, 2012년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

행된 만큼 사회주택 사업이 막 시작되었던 2014년은 물론 2021년 현재까지 

협동조합은 기존 제도에 이질감이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의 대출이라는 현실

적인 어려움이 존재했다. 사회주택 사업자 2-1-1은 사회주택 선배 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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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협동조합으로 설립했지만 후배 사업자들에게는 주식회사를 추천했

다. 커먼즈 영역이 제도화 되지 않아 발생하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72)

“처음에 우리가 그 설립신고 할 때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을 했어요. 그거를 

그냥 이후에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협동

조합이 금융에서는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사업의 핵심은 금융이고, 그런데 금

융을 하는데 협동 조합은 꽝이야. 주식회사 다시 만들어야 되나.,,” 

_ 2-1-1. 사회주택 사업자

72) 한편으로 사회주택 사업자 2-1-2는 ‘커먼즈’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했다. 제도권에는 반
영되지 않았지만 민간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커먼즈 개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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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동체에 대한 이상

1. 언론과 정부와 중간지원조직 시각에서의 공동체 : 가족, 지역사회 

영향력, 행복, 협력

:: 가족 ::

‘공동체’는 사회주택을 소개하며 등장하는 주요 단어다. KBS에서는 2021

년 5월 가정의 달 기획으로 사회주택을 “생활 동거 가정”으로 소개했다. 영

상의 제목으로 소개된 “우리도 가족입니다”라는 문구는 공동체가 하나의 가

족으로서 친밀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택에 대한 다른 보도

(KBS. 2019.02.19.)에서는 ‘낮은 임대료’와 ‘공동체’를 병렬로 사용해 사회

주택을 수식했다. 

자료 : KBS

그림 46 언론에 소개된 사회주택

:: 지역사회 영향력 ::

국토교통부에서 소개하는 사회주택에서도 “공동체”는 주요한 자리를 차지

한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을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경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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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소개하며 공동체 활성

화를 사회주택이 주요하게 추가하는 사회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47 국토교통부의 사회주택 설명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02.19. ”올해부터 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

서울시 역시 사회주택을 소개하는 글에서 “공동체성”과 “커뮤니티 공간”을 

강조했으며, 주요 특징 3가지 중 하나로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과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의 사회주택 소개글>

사회주택은 시민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

택으로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운영주체는 입

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합니다.

<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소개하는 사회주택 특징 >

1)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시세 80%)

2) 안정적인 거주기간 보장(최장 10년 거주 가능)

3)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과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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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은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서울시

의 경우 사회주택의 주요 특성 3가지 중 하나로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

능한 공간 조성과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서울시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공모지침서

(2021년 4월 공고)의 정량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커뮤니티 공간의 비율은 

전체 점수 20점 중 4점을 차지하고 있다. 정성평가에서도 커뮤니티 운영 계

획이 10점, 입주민 의견 반영 계획이 10점 중 일부, 지역 재생 특화 계획이 

5점 가점으로 포함되어 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물리적 공간 확

보에 있다. 공간의 용도는 입주민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

다.

지침서에서 제시한 공간 운영 방안의 예시로는 ‘공동체가 지켜야할 기본

규약’, ‘입주자 협의회 운영내용’, ‘공동체 주요관심사, 공동활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 제시’ 등이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예시로는 ‘내방 꾸미

기의 날 행사’, ‘내 마을 작은 카페 독서모임’, ‘커뮤니티 북 카페’,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장터’ 등이 있다. 운영 방안 예시는 공론장의 형성을 통한 민

주적인 운영 체제를 만들고자 함이 보이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은 친목

의 형성이 목적으로 보인다.

 사회주택은 노후화된 지역에 도시 재생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빈

집활용 사회주택’이 그것으로, 참신한 외관 디자인은 지역의 분위기를 새롭

게 한다. 이는 주택 내의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으로서의 지역 공동체 활

성화와는 또 다른 역할로서 주택의 마을에 대한 공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재생 지역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참신한 주택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 공공임대 주택 지으면 그냥 뭐 획일적인 성냥처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해보니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참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하나가 들어가면 그 공간이 사는 거예요.”

_ 2-3-2. 사회주택 담당 지방정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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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계 100

정량적 
평가
( 2 0
점)

▪재정 
  건전성
 (a+b)/2

부채비율
(a)

250% 초과 250∼150% 150∼50% 50% 미만

10
0 1 3 5

유동비율
(b)

25% 미만 25~50% 50~100% 100% 초과
0 1 3 5

▪최근 3년내 
  유사사업실적

3건 이하 4건∼7건 8건∼11건 12건 이상
3 

0 1 2 3

▪사회주택 전담인력
1인 2인 3~4인 5인 이상

3 
0 1 2 3

▪커뮤니티 및 수익시설 
면적대비 커뮤니티 면적 
비율 

33%이상
~55%미만

55%이상
~67%미만

67%이상
~84%미만

84%이상
~100% 4

1 2 3 4
감점 ▪제출서류 제출서류 작성오류 시 공모지침서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감점 부여 감점

정성적 
평가
( 8 0
점)

▪사업계획서

사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세부계획간 연계성
(입주 Target 설정, 커뮤니티 운영 계획, 건축계획 등 각 세부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 여부)

10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운영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

▪건축계획
  (설계, 시공)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창의성
주차계획의 적정성
단위세대 설계 적정성
외관 디자인 및 마감의 적정성 (주변과의 조화 등)
공사기간 공정, 품질, 안전 관리 계획

20

▪커뮤니티 운영계획

커뮤니티 공간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커뮤니티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입주민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여부
지역사회와의 연계 여부

10

▪입주자 모집, 임대운영 
및 입주자관리계획

입주자 모집 및 마케팅 전략
공실 관리 및 임대료 연체관리 계획
입주자 만족도 조사 등 입주자 의견반영 계획

10

▪건물 유지관리계획
시설물 수선·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적정성
안전관리 및 위생·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성

10

▪ 사업성 검토 및 
   부채관리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수지 분석의 적정성,정확성
부채관리 계획의 적정성 

15

가점
( 1 7
점)

▪조감도 외관 디자인 계획 참조할 수 있는 조감도 제출 2

▪지역재생 특화

- 지역에 제공 또는 공유하는 면적 “연면적에 
  산입되는 바닥면적(그 실과 면하여 직접출입 
  가능한 외부공간 면적 포함) 또는 당해 대지 
  외부에서 직접 출입 가능한 외부공간면적” 비율
  이 건축연면적 대비 10% 이상인 경우
  ※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 및 수익시설(상가) 공간은 가점대상 제외
  ※ 제공 공간에 대한 명확한 용도 제시
  ※ 2층 이상에 설치 시 외부에서 직접 출입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5

▪공공성 강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공공성 측면을 강화한 경우 ((예시)기준임대료의 75% 공급
+임대료 인상 3%이내 제한 등)  

5

표 28 서울시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공모지침서의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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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사회주택에 대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서 또 하나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주택은 청년뿐만 아니라 다

양한 세대의 1인 주거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었다. 고독, 외로움, 질병 등 사

회 문제 해결에서 사회주택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

해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한 요소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세대를 위한 1인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도구로써 우리 사회주택 모델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좀 맞대는 시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특히 이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50대 이상의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이라든지 외로움

이라든지 질병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주택 모델

이 그 역할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관리 운영

의 발전이라든지 사회주택 내 커뮤니티 공간의 확대라든지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 

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될 

부분임이 명확합니다.”

“다른 어떤 공급 주체에 비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로 인해

서 사회주택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공공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공이 놓치고 있는 해당 지역사회 문

제 해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도록 그 역량이 확대했으면 좋겠구요.”

 _ 사회주택 토론회 서울시 관계자 발언(사회주택 성과와 발전방안, 2021.5)

중간지원조직 근무자는 사업자와 정부의 관점 모두가 나타남을 보였다. 

공동체 활성화의 1차적인 목표가 ‘안전’이라면 최종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보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분들이 그냥 안면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다가 같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가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면 뭐 중

간 단계에서는 이 주택 안에서 자체적으로 뭐 본인들의 의지도 있고 이런 상황에

서 공동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그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_ 2-3-3. 사회주택 지원조직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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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협력 ::

사회주택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은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처음에는 가성

비 관점에서 선택했다고 한다.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빈집활용 방안이자 

청년 주거문제 해결 방안의 접점으로서 사회주택을 제안하다보니 청년 1인 

가구가 한 집을 공유하는 형태가 되었다. 사실 셰어형이라 하여 커뮤니티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타자로서 공간만을 공유하며 지

낼 수 있으나, 당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함께주택협동조합, 두꺼비하우징 

등에서 운영하던 청년 셰어형의 맥락을 자연스레 따르게 된 것으로 추측된

다. 담당 공무원은 셰어형태이기에 자연스레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입주자가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역할하게 되었으며, 커뮤니티 형성으로 인한 인간다운 

삶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

가성비 관점에서 셰어형 선택 

→ 빈집리모델링 방법으로서의 청년 셰어형

→ 셰어형으로 함에 따른 커뮤니티 형성

→ 커뮤니티를 통해 인간다운 삶 촉진 

: 저소득층의 협력을 통한 양질의 주거 마련, 행복과 삶의 질 증진

“솔직하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가성비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빈집 같은 

경우도 방 3개짜리 이상에, 어떤 대수선을 통해서 이제 근사한 주택으로 변모를 

할 수 있는 주택, 그리고 그 방 3개짜리를 가지고 최대한 젊은 사람들, 주거 문

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성비적인 접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공간에 이제 뭐 세 명이든 혹

은 세 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려면 커뮤니티가 당연히 또 받쳐줘야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건희나 빌 게이츠가 셰어하우스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가성비적인 접근에서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가 그런 이제 어떤 목적이기보다는 수단이었던…. 솔직한 답변이죠. 

수단이었는데, 커뮤니티가 또 인간다운 삶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촉

진제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 도시의 어떤 저소득층들끼리 이렇게 분산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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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불량주택에 사는 것보다는, 나름의 작지만 자산들을 모아서 근사한 주택, 

디슨트(decent)한 홈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모여서 서로 유지하면서 협력하면서 

살 수 있는 주택, 그게 이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거에서 시작된 거죠.... 그들

끼리의 어떤 상호 소통을 증진하면서 뭔가 행복, 삶의 질, 퀄리티를 높여가는 그

런 어떤 이제 목적을 지향하는 그런 맥락에서 커뮤니티가 요구받는 게 아닌가,“

_ 2-3-2. 사회주택 담당 지방정부 공무원

그림 48 빈집활용 사회주택 유형의 도입 이유와 커뮤니티

2-3-2는 또한 “행복”을 자주 언급했다. 시민들이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여 사회주택을 기획했고, 사회주택에서 공

동체 활성화의 주요 목적 중 하나 역시 행복이었다. 그 스스로도 사회주택을 

기획하며 행복했다고 회상했다.

“주택을 틈새 틈새, 공간 공간마다 주택을 넣는 게 과연 행복할까? ○○시민이 

행복할까? 이런 이제 좀 고민이 생겼죠. 

... 들어가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이 되어야 거기서 개인의 행복이 커지겠구나. 

그걸 느꼈죠. 

...그때 굉장히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_ 2-3-2. 사회주택 담당 지방정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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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시각에서의 공동체 : 지역사회 영향력, 민주주의, 공동의 

문제 해결, 성장, 안전, 친밀함, 행복

한국사회주택협회에서 소개하는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에서 “공동체성”을 

사회주택의 주요한 특성으로 설명하며,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소개글에도 “공

동체”는 주요한 가치로 등장하고는 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사회주택 정의>

사회주택은 주거약자들의 부담가능성, 주거안정성, 공동체성을 추구합니다.

 • 부담가능성(시세 80% 이하)

 • 주거안정성(10년 이상)

 • 공동체성(공동체 공간과 프로그램)

:: 지역사회 영향력 ::

여기서 공동체는 주택 내에서의 공동체, 그리고 주택에 따라 지역사회에

서의 공동체 모두를 의미한다. 사회주택 사업자 역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주요한 목표 지점으로 삼고 있었다. 아이부키의 경우 “지역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으며, 주택이 마을과 도시 단위로 확대되어 역할하기

를 희망했다. 

“건물 하나를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이 사람들의 삶과 결합

해 지역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건축을 통해 그 주변의 삶과 환경까지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생’이죠.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을 제공하고, 이를 마을과 도시 단위로 확대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재생이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_아이부키 홈페이지

더함의 위스테이는 정부로부터 사회주택 관련한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임

대주택으로 공급하였기에 한국사회주택협회의 통계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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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협회의 회원사이며, 주택의 내용은 사회주택으로 분류 가능하다. 언론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더함의 양동수 대표는 공동체 형성을 사회적 관계망 회복

의 첫걸음으로 여기고 있다. 사회주택에서의 공동체 경험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구조의 혁신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양동수 대표와 ‘더함’은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면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

망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와 커뮤니티의 결합으로 새로운 주거문화를 

형성하기를 바라고 있다.

양 대표는 “우리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진짜 목표는 ‘사회적 관계망 회복’”이라며 “이를 위한 첫 번째 발

걸음이 ‘제대로된 사회 커뮤니티 구성’이다. 진심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다 보

면 이를 기반으로 정책이나 사업이 새로운 구조로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_ 뉴스웨이. 2020.07.06. 더함 양동수 대표 “사업구조 바꾸면 신축 32평 ⽉10

만원 가능”

:: 민주주의, 공동의 문제해결 ::

초기 주요 사업자 중 하나인 함께주택협동조합은 “개인의 주거문제, 공동

이 해결합니다.”라는 선언을 통해 공동체성을 강조했다. 사업내용에 대한 소

개에서는 토지에 대해 시민 공동의 자산으로 주장하며 공동체 의식을 엿보였

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도 사회주택 초기부터 선도하였듯이 조합원들이 “함

께 참여”하여 집을 짓고 운영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 함께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방식을 선택하고 조합원이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선택은 조합원의 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을 만들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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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집을 

짓고 운영합니다. 시민의 주거 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토지 공공성 확대와,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집을 고쳐서 오래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주거문화를 만듭니다.”

_함께주택협동조합의 홈페이지 소개글

출처: 함께주택협동조합

그림 49 함께주택협동조합의 로고와 소개글 (그림27과 동일)

다른 대부분의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소개글에서도 공동체는 주요하게 언

급된다.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은 미션으로 “주거약자의 주거난 해소”와 함

께 “공동체가 살아있는 소형공동주택 문화 육성”을 병렬로 제시했다. 

그림 50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의 미션

출처 :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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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

또 다른 사회주택 사업자 아이부키는 소개에서도 공동체는 중요하게 언급

된다. “도시와 공간 그리고 집을 공동체와 보다 긴밀하게 엮어내는 일”, “인

간과 공동체를 깊이 이해”하며 “공동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겠다

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공동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아이부키가 사회주

택에서 추구하는 공동체의 특성을 엿보게 한다. 물리적 공간과 공동체 본연

의 성질이 유기적으로 얽히는 공간으로서 사회주택을 보고 있다. 아이부키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삶 자체를 보다 멋지게 디자인”하는 일이었다.

“도시와 공간 그리고 집을 공동체와 보다 긴밀하게 엮어내는 일은 시대의 요구입

니다. 아이부키는 효율과 경쟁이 우선인 자본영역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공공영역 

사이에서 자발성과 제한적 영리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 이익이 되는 제3의 길

을 추구합니다. 도시, 공간, 집에 대한 제3의 길은 인간과 공동체를 깊이 이해해

야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보다 인간적인 건축에 대해 고민하고 공동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여, 결국 삶 자체를 보다 멋지게 디자인해내는 일에 우

리의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것입니다.”

_ 아이부키 홈페이지

:: 안전, 민주주의, 친밀함 ::

언론에 소개되는 공동체의 모습은 주로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이고 정부의 소개들이나 지침서에서 언급된 커

뮤니티 공간의 조성과 커뮤니티 운영 프로그램은 사업의 현장에서 보다 구체

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 사업자의 경우 공동체를 세 가지 층위

로 구분해서 보고 있었다. 

1) 안전을 위해 이웃을 인식하는 느슨한 공동체는 필수적이다.73)

73) 앞서 신체적 안전의 영역에서 언급했듯, 공동체 형성의 핵심 목적 중 하나로 사업자들은 
안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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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 권리 주장 등에 필요한 민주적인 공동체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3)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절친한 공동체는 반드시 집에서 형성될 

필요는 없다.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공동체의 정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 그랬을 때 세 개 층위로 구분해 놓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웃이 누군지는 알아야 한다. 이거는 안전을 위해

서라도, 자기가 안심하는 주택이니. 근데 친해지는 거는, 공동체 이루고 싶은 거

는 그냥... 이루고 싶... 마음 맞는 사람들 끼리 해라. 우리가 프로그램이야 제공

하죠. 여러 가지 제공해서 그거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게는 하되, 

꼭 의무화 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세입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모두가 좀 했으면 좋겠다.” 

_ 2-1-2. 사회주택 사업자 겸 입주자

언론을 통해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하는 공동체는 세 번째 층위에 해당

할 것이다. 현실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보다 절실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앞 절에서 언급되었듯 ‘안전’의 문제이다. 공동체 형성에 대한 의견을 사

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사업자들의 답은 의외로 ‘안전’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주택 사업자 녹색친구들 대표의 인터뷰에서도 입주자의 안전과 

행복이 또한 주요한 목표의 하나로 등장했다.

“우리의 청년들에게 서로 경쟁하지 않아도 같이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고, 그러

한 경제구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요.

...사회주택은 ‘공동체 자치규약’이 있어서 입주자들이 안전감과 행복을 누릴 수 

   “어쨌든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뭔가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북적 북적하고 이런 걸 상상한
다면, 그것은 당신의 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럼 서로 웃고 안심하고 안전하다는 걸 느끼는 것, 이것이 커뮤니티의 핵심이다. 그런 수
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갈등을 서로
가 상호 신뢰 하에서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커뮤니티의 핵심이지, 어디서 막 무슨 
공유하는게 커뮤니티가 아니다.” 

    _ 2-1-1. 사회주택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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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관리하고 운영됩니다.“

_ 녹색친구들 대표 인터뷰

두 번째는 공론장으로서의 사회주택, ‘참여 민주주의’의 영역이다. 사회주

택 사업자 2-1-4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공동체와 젊은 세대의 공동체는 다

를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의 SNS를 이용한 모임도 공동체

가 될 수 있다. 기성세대의 공동체에 대한 관점은 딱딱, 완고, 이념 지향적, 

오랜 시간, 개인 부담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 사업자는 공론장 형성만 되

어도,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면 공동체로서 역할한다고 보았다. 약간

의 관계성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공론장이 주인 의식으로 이어지리라 보았

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그

건 제가 볼 때는 약간 기성 세대들의 오해인 것 같아요. ... 굉장히 으쌰으쌰 해

야 되고 공동체라는 게 약간 그런 건데.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의 공동체는 그

걸 하라 그래서 아마 하는 데도 거의 없을 거고.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SNS적인 공동체 특징도 있는 것이 거든요. ... 한 번 만나는 것도 사실은 공동체

고. 저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에 이제 단톡방처럼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 구현의 형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완고하고 이념 지향적이

에요. 굉장히 오래 가야 되고 개인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

서 주택기반의 공동체라는 게 너무 사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데가 되게 제한

적이다. ...

그래서 저는 다양한 지금 트렌드에 맞고 그럴 수 있는. 일종의 공론장 정도만 돼

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들이 의견 개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의견 

개진을 안 하지만 그냥 공론장을 눈팅만 하는 사람도 이만큼 있을 수도 있고 아

예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예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사람 빼고 

그러면 눈팅 정도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전체가 공유

하는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보는 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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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요.... 임차인들은 약간의 관계성을 만들어 주거나 적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

나 이런 수준. 그리고 공론장을 만들어준다는 게 중요하긴 하죠. 이게 이 토대에

서 조금 더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게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_ 2-1-4. 사회주택 사업자

3. 입주자 시각에서의 공동체 : 안정감, 성장, 재미, 식구, 친밀함, 

지역사회 영향력

:: 안정감, 성장 ::

2-2-3 입주자 부부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이웃과 만나가고 있었다. 남편

과 아이 둘을 키우는 이 가정은 각 가구 구성원과 연결된 직장, 어린이집, 

단지 내 동호회 활동이 주된 관계망이다. 직장과 어린이집이 단지 안에 있기

에 일상의 대부분을 단지 안에서 해결한다. 2-2-3의 입주 이유는 1차적으로 

주거 안정성이었지 공동체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2-2-3은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웃에게 

스스로를 드러내니 오히려 편안한 부분이 있다는 관계성에서의 만족감은 주

거의 안정성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드러냈다. 주거안정은 사회주

택의 저렴한 가격, 충분히 보장된 거주기간, 그리고 관계의 풍요로움에 기인

한 정서적 안정까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처음에 일단은 1차적으로 생각한 거는 주거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거에 초

점이 있었던거 같고요. 그런데, 그 안정성을 확보하려면은 되게 많은 스텝이 사

실은 필요하더라고요. 세부적으로. ...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은 사실은 이러이런 

단계들이 필요했더라고요. 이제 와서 느끼면. 이건 공동체 여야 그게 가능한 거

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회주택에 거주를 해보니까 나를...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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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나를 드러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

면 되게 만나는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참여를 해야 

이제 참맛을 안다고 할까요? ... 오히려 저희 가족이 좀 폐쇄적으로 지내고 있었

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드러나니까 편안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 있는 일상을 SNS에 올리기

도 하고... 또 이렇게 표정에 다 드러나고 하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이런 부분

들을 사람들이 어... 괜찮구나.. 하고 관심을 가져 주고, 공가 남은 건 더 없어? 

재밌어 보여... 뭐 하는데야? 이렇게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 게 이제 

굳이 내가 전파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이제 드러나는, 사람들 생활에서 이제 실제

로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변화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일단 집에서 

그런 게 주거가 안정화 되었다는 편안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_ 2-2-3.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2-2-3이 언급한 편안함과 안정감은 자신의 가치를 찾음에서 느끼는 지점

이기도 했다. 이는 주거의 의미가 하이데거의 사방세계에 대한 돌봄과 자아

의 형성에 닿아있음과 맥락이 이어진다.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하며 자신은 

물론 이웃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갔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찾아서 하게 되고, 그

러면서 제가 더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에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냥 아파트 살아가는 건데, 보니까 내가 아이 돌봄...에 있

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네? 뭐...뭐 남편처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네?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무언가 편안해 지더라

고요.”

_ 2-2-3.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 재미, 식구, 친밀함 ::

셰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는 사회주택 입주자 2-2-1는 입주자들끼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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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텃밭을 하며 같이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는 일상을 소개했다. 2-2-1은 다

른 입주자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즐기는 편이었다. 또 다른 사회주택 입주자 

2-2-5 역시 사회주택에서의 공동체 활동을 즐기는 편이었다. 함께 밥을 해

먹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삶에 만족했다. 자신은 외향적인 성격이었기

에 가능했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실제 

2-2-5는 심층면담 상황 자체에 즐거워했는데, 시험공부만 하다가 다른 사람

과 오랜만에 말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할 정도로 외향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었다. 2-2-5에 따르면, 공동체 생활 자체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달랐는

데 함께 지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했다고 평했다. 운영기관 차원에서 무

언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을 선호했다. 사회주택 사업자이자 입주자인 2-1-6은 가족과 같은 평안함과 

안정감, 소속감을 자신을 비롯해 입주자들이 가진다고 보았다. 이는 가족과 

같지만 또 다른 느낌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가운데 혈연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다 오히려 담백하게 자신의 고민과 삶을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 외에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함을 느꼈어요.. 시장가서 장도 함께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저는 재밌었어요.. (사회주택 운영회사 차원에

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면) 싫을 거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 저것 맛있는

거 먹고 그런게 좋지...”

_ 2-2-5. 사회주택 입주자, 20대, 남

“오히려 모여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니까 가족 같아서 좋은 게 아니라 가

족과 같은 평안함, 안정감, 소속감 이런 게 있는 건데, 진짜 가족과는 또 다른.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연휴때 슬금슬금 집에 들어오면 다 일찍 모이고. 모

여서 술 먹고 이랬거든요. 집에 가면 어색하다고. ○○에 와서 제일 효능감을 많

이 느끼는 사람들은 어쨌든 저도 그런데, 친구한테 못할 이야기들을 이웃사람들

이랑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건조하게라도. 예를 들어 저도 친구들이 있는데, 막 

힘든 거를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걸 얘기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친구랑 못하는 거죠. 왜냐면 

다 사는 데도 다르고, 다 자기 가정이 있고,” 

_ 2-1-6. 사회주택 입주자 겸 사업자, 30대, 여



- 201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서 ‘달팽이펀드’를 기념하여 발간한 『달팽이펀드 

이야기집- 민달팽이가 주거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 사람과 삶 그리고 그 과

정의 이야기』에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경험에 대한 소개가 빈번히 

등장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집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에 대해서 말하곤 했어요.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같이 놀면서 느끼

는 재미도 있고, 안부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일상이 참 좋다고요. 생활을 배우는 

느낌이라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퇴근하는 길에 함께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장을 보

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집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점점 진정한 의미의 

식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_ 민달팽이유니온·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2019. 『달팽이펀드 이야기집』, p126

일상에서의 공통 분모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람 간의 교류를 만든다. 그 

친밀감이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는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비공식적인 작

은 만남들은 공동체의 계기 중 하나이다. 2-2-4는 사회주택 내에서 다른 입

주자에게 고양이를 맡기기도 하는 등 고양이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

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도란도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으로서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대외 홍보를 위한 사진 자료에 주

로 사용되어 왔다. 밥을 함께하는 행위의 의미와 효과가 분명 있기 때문이

다. 자신의 내밀한 공간인 집에 대한 초대, 집들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2020

년 코로나 시기를 맞아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2020 사회주택의 날” 행사에

서는 온라인으로 식사를 나누는 모습, 자신들의 집과 방을 보여주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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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사회주택협회 홈페이지 중 ‘사회주택의 날’ 페이지

그림 51 사회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요리 영상 컨테스트

:: 지역사회 영향력 ::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이상은 선언적 문구로서 거창하게 와 

닿을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소소한 일상의 변화에서 그 실현을 볼 수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이라는 거창한 활동은 어렵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관계망은 자연스럽게 촘촘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2-2-1 입주자의 경우 사회

주택에 살며 지역화폐를 처음 경험했으며, 지역상점 이용이 일상이 되었다. 

그의 주택은 지역 자활기관과 연계하여 공유공간 청소가 이루어진다. 그는 

한편 텃밭가꾸기 등 구청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기도 했다.

“소상공인 위해서.. 제로페이도 처음 써봤어요... 여기 살아보니까 주변 상권들 돌

아보니까 개인 소상공들이고 다 제로페이 하고.. 그거를 깔고 쓰는데 그게 너무 

편한거에요.. 일단 서울시에서 그걸 10% 할인해서 파니까... 아 살아보니까 꼭 

대형마트가 없더라도 여기서 살아보니까 나쁘지 않구나.. 나도 좋고.. 소상공인도 

좋고... 상생하면서 살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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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제 청소도 해주시니까.. ○○구청 자활에서 해주시거든요.. 일주일에 2번.. 

코로나 때는 한번...

특히 전 몰랐는데 ○○구청에서 뭘 되게 많이 하더라구요.. ○○구청에서 하는거 

그런거 정보... 매니저님이 다 쉐어해 주시고..

저희 옥상에서 텃밭 같이 하는거 있거든요.. (구청에서) 지원해 줬어요.. 흙 거의 

몇키로 받았지? 엄청 많이 받았는데.. 각자 심고 싶은거 싶고.. 상추 모종을 기본

적으로 주긴 했는데.. 저랑 이제 3, 4층 몇 분 원하는 사람들만 해서.. 해서... 올 

여름에 야채들을 엄청.. 엄청 많이 먹었어요.”

_ 2-2-1. 사회주택 입주자, 30대, 여

한편으로 중규모의 아파트 단지 형태인 더함의 위스테이는 지역 내 활동

량이 많은 편이었으며 이상적인 ‘지역 활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다. 양

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별내동 주민자치회, 남양주 협동조합연합회, 남양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지역 조직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별내 

평화마을의 일원으로서 지역 내 학교에서 매주의 풍물교육과 봄가을 축제 개

최를 통해 꾸준히 관계 형성하고 있었다. 

4.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상과 현실

공동체 형성에 대한 요구는 입주자 성향에 따라 다양했다. 공동체 활동을 

원하는 입주민도 있지만 공동체 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입주민 또한 존

재한다. 사회주택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성향을 뒷받침하며 가

능한 범위와 방법의 공동체 활동을 모색하는 사업자가 있는 반면 어떤 사업

자는 공동체 활동에 정부 지침상의 기초적인 의무만을 이행하거나 무관심했

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필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비용과 시간의 투자로 

드러나며, 이는 공동체에 대한 필요와 관심에서도 적용되었다. 

2-2-4의 주택은 공동체 활동에 대해 사업자와 입주자 모두 비용을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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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어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대외적으로 공동체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체 운영을 지원하는 비용은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입주자

들 역시 공동체 운영을 위해 별도로 사적인 비용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있는 주택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했

다. 

“(입주자 모임은) 한 열 명 내외. 늦게라도. 퇴근하자고 오자마자 막 이제 잠깐 

얼굴이라도 뵙고 가는 분이 있고 한 번도 여태 얼굴 안 보이는 사람이 있기도 하

고.... 그런 회의 한 번도 안 오고 하면 재계약 때 불이익을, 재계약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

리는 그러면 벌금을 내자. 한 번도 참석 안하면 월 얼마, 3만원씩 내기로 했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로 우리끼리 먹고 놀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것

도 못하고 있기는 해요. ...” 

_ 2-2-4. 사회주택 입주자, 50대, 여

해당 주택에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공간 마련에 대한 지침이 있고 

사업자 선정 시 점수화되어 반영됨에도 실제 공간이 입주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거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저랑 저희 옆에 있는 00호랑 00호하고 00호... 이 정도는 가끔씩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도 좀 확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

리가 커뮤니티룸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_ 2-2-4. 사회주택 입주자, 50대, 여

“(커뮤니티 관련해서) 보통 이렇게 OT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냥 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와 가지고 그냥 설명하고 그냥 그런 수준인데 어쨌든 전문가를 투입

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생각보다 돈을 안 쓰죠. 사업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빠듯하게 사업이 잘 안 되는 사업 손실이... 잘 안 나오는 사업인데 뭐 그

런 것까지 해 가면서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_ 2-1-1. 사회주택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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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지

만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자 1인이 공동체 활성화 외

에 민원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전문성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커뮤니티 매니저님들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커뮤니티만 해주면 괜찮은데 커뮤니티 안에는 사실 민원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자나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민원의 한 종류가 되버리니

까... 토탈 케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 매니저라고 말을 하

고 그냥 전담 마커, 그런 수준으로 하시기 때문에... 중심을 한쪽으로 ... 가져가

지를 못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갈등 관리도 되게 힘들어하

시고. 많이 힘드시죠.”

_ 2-3-3. 사회주택 지원조직 근무자

사업자, 중간지원조직 등은 입주자들 간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조력

자이지만, 그 자신은 공동체 활동에 회의적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모순 또한 

존재한다. 1-3-3의 복지관은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비롯해 지역 저소득층에

게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 등 공공부조의 대상만이 아니

라 마을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단위의 사

회복지가 이루어지기를 구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동네에 

대한 이상도 “여럿이 어울려 지내며 주체성을 가지는 동네”이다. 주민이 주

체가 되는 동네, 적당한 활기가 있는 동네를 바라지만 그의 현실은 주거와 

일, 여가 모두 분리되어 있었다. 본인도 동네에 많은 시간 있지를 않고, 동

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지 않은 현실을 본다. 이는 시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직장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나면 이웃을 만

날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고 한다. 동네에 사람이 없다. 직장도 친구도 동네 

밖에 있다. 주말에도 동네 밖으로 나간다. 또한, 사회주택 사업자 2-1-1은 

사회주택에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자신은 같이 사는 삶에 부정적

인 경향을 보였다. 

“전 같이 사는 거 싫어해요. 이 사업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시니컬 하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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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거짓말 아니고 인간 탐구를 많이 했어요.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

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_ 2-1-1. 사회주택 사업자

정치인이 제시하는 상과 행정상 공무원의 입장에서의 차이가 있고, 사업

자의 입장, 당사자인 입주자의 요구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공무원이나 공기

업 직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이나 직장 내 상황에 따라 사업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정치인이 제시한 목표에 대해 행정 직원으로서의 역

할만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모색하는 성격이거나 승

진 등을 앞두어 실적에 의욕이 있는 경우 등 사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행정 상의 수치화된 심사기준과 지원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활성

화를 민간을 통해서 실현하는 과정은 공공 사업의 외주화라는 비난 내지는 

현장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난을 듣게 된다. 

“사실은 커뮤니티 활동은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게 다 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못해요. .. 어차피 민원이 자기들한테 안 오

니까. 민간들한테 올 거니까. 그냥 자기들이 못하는 걸 (사회주택 심사 기준에) 

넣는데. 공동체를 심사하는데 보통 그거는 다 시간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몇 번 모였냐. 무슨 말을 했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없는 거라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약간 되게 기준도 없고 모호한 상태

로 남아 있어요.” 

_ 2-1-4. 사회주택 사업자

친밀함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의 형성과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바라는 

공공기관과 현실화 시키는 입장에서의 사업자, 현실을 살아내는 입주자 간에

는 어느 정도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업자들은 지역사회와의 연계활

동에 대한 정부 지침서의 내용을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

“지역사회 하고의 연계 문제도 이제 계속 문제가...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

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고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뭐 청년

들 데리고 봉사활동 한다. 이것도 되게 웃긴 일이에요. 과도하게 지나치게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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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답을 잘 못 찾아요.”

_ 2-1-1. 사회주택 사업자

공동체의 역할이 지역 활성화까지도 확장되길 바라는 반면, 공동체 활동

이 공공성의 확보라는 개념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았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설명과 평가 기준에서 커뮤니티와 공공성이 구분되어 

있고, 공공성의 기준은 임대료와 거주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주택 공공

성에서 협의의 개념으로서 주거권에 대한 부분만이 공공성으로 보고 있기에, 

공동체는 이상의 추구에서 정부와 시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를 왜 해야 하는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

는 이론적 근거에서 공공성을 제하며 사회주택의 효용가치를 축소시키는 결

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커뮤니티는 커뮤니티로 보고, 공공성은 사실 임대료하고 장기 거주 가능한 게 

공공성 쪽인 거고. 그거를 이제 저희 평가 모니터링할 때 이제 그 지표를 나눌 

때는 사회적 가치 파트로 했을 때 공공성, 커뮤니티,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이런 

식으로 4가지 카테고리가 돼 있긴 해요... 저희가 큰 범위로 나눴을 때는 그 공

공성은 진짜 말 그대로 경제적인 부분들을 가져갔거든요. 그 커뮤니티를 공공성

으로 놓기에는 이게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아서 ....”

_ 2-3-3. 사회주택 지원조직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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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아 실현

“이 세계에서 행위하며 살아가는 복수의 인간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의미 있는 말

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의미성을 경험할 수 있다.”

_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안정된 주거와 공론장에서의 자유롭고 평등한 의견 제시와 수용 경험은 

입주자를 비롯하여 사업에 참여한 각 개인에게 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성장

의 기회가 되었다. 사회주택을 매개로 사람들은 각자의 이상을 실현하며 그

로 인한 성취를 맛보았고, 사람들 간의 감정의 교류는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타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까지 나아갔다. 타인을 돕고 책임지며 외부와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는 자아 실현의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다. 

공론장에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 논쟁의 과정

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수정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야스퍼스(K.Jaspers, 1883-1969)는 공공성이 

불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고도 했다(임의영, 2018). 자신에 대한 성

찰은 참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과 이웃에 대한 공동책임은 

공공성을 지지하는 반석이 된다.

1. 자유

사회주택에서의 경험은 환경의 제약이나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제

약 없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각자가 추

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나,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

다. 혼자서는 이상을 실현해 나가기 어렵기 마련이다.74) 누구든 자신의 이상

74) 20대 대학생인 1-2-2는 주거 문제에 대해 개인으로서는 꿈꾸기에 한계를 느꼈다. 장기
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그림이 아직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의 수입으로 과연 서울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집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는 방법 외에 다른 가능
성이 있을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 209 -

을 제안하고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면 실현 가능성은 

높아진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 결혼 이후의 삶, 노후

의 삶, 주거 문제 등에 대한 각자의 고민과 이상을 공론장을 통해 자유로이 

발언하며 관계망 속에서 실현해 가는,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관계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론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인다.

토지의 공공성 추구는 특히나 개인으로서는 어렵지만 공동체이기에 가능

한 지점이다. 한국의 주거문제에서 토지 공공성은 중요한 문제였으나 국가적 

정책, 특히 세제의 사용을 통해 공공성을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사회주

택 사업자인 함께주택협동조합과 녹색친구들은 사회주택 사업을 통한 토지의 

공공성 확보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주택 사업 방식 중 특히 토지임대형 방식

은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었으며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지 않더라

도 함깨주택협동조합은 공동체적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사유화에 

따른 부동산 문제에 대안을 제시했다. 사회주택 지원기관 종사자는 공적 업

무로서만이 아니라 사적 개인으로서의 관심와 희망에 따라 사회주택에 대해 

공부하고, 주택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는 토지의 사회화를 통해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합니다. 또한 저에너지 친

환경 주택을 널리 보급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주거를 거점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공동체를 만들고, 마을을 복원하여 사람

을 세웁니다.

_ <녹색친구들>의 미션

   “딱히 어쨌든 전 아직 취준 중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 이야기를 많
이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 거든요? 저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주택시장에 집을 알아 보는데에도 있어서.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이게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20대 어느 정도 세대들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 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세대랑은 좀 다른 거죠. 부모님 세대는 '내 집은 있
어야 돼.' 이런 세대지만. 요즘은 그냥 집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지가 오래 됐잖아요. 특히 서울권 같은 경우는.” 
_ 1-2-2. 행복주택 입주자. 2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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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본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 수 있는 주택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주거문제에 있어

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주택에 대한 개인의 비용 문제이고, 이 비용을 어떻게 

덜어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대략적으로 토지임대부형으로 했을 때 드는 초기비

용은 조합소유형으로 했을 때 드는 비용의 반이에요.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

에서도 비용은 반으로 줄이되, 오랜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량을 늘

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결과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은 국가와 시민이 협력하

여 우리 사회의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은 1인

가구 뿐만이 아닌 2∼4인 가구까지 확장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정책에 

주목하고 있어요.”

_ 한국사회주택협회. 2020.01.25. 함께주택협동조합 인터뷰.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2년부터 계속 사회주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찾아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사회주택

을 적어도 한국형 사회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누구나 

사회주택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적어도 나도 한 번쯤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얘

기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서 살기 좀 좋은 주택. 살기 좋은 주택이라면 사

는 것도 재미나야 되고 이웃들 간에 어떻게 그런 것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돈

이 없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사회라든지 이런 저희 ○○기관 같은 

데에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한 2, 3년 안에는 저희가 임대료 차등 

이런 걸 한번 해 볼려고 하고 있어요.”

_ 2-3-1. 사회주택 지원조직 근무자

사회주택은 개인으로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던 주거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 문제에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험하는 장이었다. 

사회주택 사업자들과 입주자들, 지원자들은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과 장

애인의 주거 문제 해결, 친환경 건축, 토지의 공공성, 공동체의 활성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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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치들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경험을 이루어냈다.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

팽이주택협동조합의 선거토론회(2021.2.16.)에서도 회원 및 조합원들은 민달

팽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가능성”이

라는 단어를 주요하게 사용하였다.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의 표상 : 절망하고 좌절하고 순응하기 

쉬운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것 저것 해볼 수 있어, 실현

가능할 수 있어를 보여주는 자체로 의미 있었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좋고, 

가능성을 보여주어야겠다 싶습니다.” (입주자 A)

“가능성의 증거 : 절망하지 않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꿈꾸게 만들어주는 

귀한 동료입니다.” (입주자 B)

“다양한 청년이 만나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준 공간이자 단

체 : 협동조합이 처음이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가능함을 보았습니다.” (입주자 C)

_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선거토론회(2021.2.16.)

이상적인 집과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자신이라고 생각하

는 사회주택 행위자들은 이상을 꿈꾸고 이를 자율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

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가능성”에 대한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

운 가능성을 자유롭게 꿈꾸도록 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주체성을 어떻

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답이 될 수 있다. 사회주택 사업자 

2-1-2는 이상적인 집을 공급하고 입주자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자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주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한편으로는 탄소 중립,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같은 지점에 대해 고민하는 입주자들을 통해 입주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느

끼고 있었다. 

“그걸 만들어 나가는 역할은 저희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가 필요...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집단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 이웃들을 연결해 주는 것 까지

는 주택사업자들이 좀 사회주택사업자들이 같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구

요, 그걸 넘어서면 아까 말했던 다양한 좀 사회적 경제 분들이 좀더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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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이게... 역할이 분명해진다고 생

각해요. 아니면 ○○만 다 해낼 수는 없... 그니까 주택사업자인 ○○만 저희 세

입자들의 어떤 만족도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늘어나야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요새 별개로 저희 입주자들도 많이 제안 주시는게 이게... 옛날에는 그냥, 

같이 서로 돌보고, 서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

은 확실히 코로나나 장마... 이런것들... 폭설 이런 것 때문에, 좀 미래에 대한 고

민들을 하시는... 입주자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소모임 같은 거

가, 그런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막 이런 소모임도 

만들어 졌고, 프로그램적으로, 확실히 저도 그렇고 옛날보다 체감하는... 그러니까 

이걸 좀더 의식하는 게 많이 늘어나서, 뭔가... 그런 주체들도 같이 있어야 좀 살

기좋은 도시가 되지 않나? 좀 더 탄소중립적이면서도 어떤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같이 고민하는, 이 지역에? 그런 것들을... 갈망하시는 입주자들도 많이 늘어나긴 

했다. 좀 이거는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들 까지

도 필요할 것 같아요.” 

_ 2-1-2. 사회주택 사업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 가족이나 친구보다도 사회주택의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경험을 보이기도 했다. 자신의 성정

체성을 공개하는 등 친구에게도 쉽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

례가 보였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공동체에서 안전함과 

소속감을 느끼며 본연의 자신을 그대로 내보이는 모습이다.75)

“처음에는 그냥 여기가 안전한 커뮤니티인지를 간을 본다고 그래야하나? ... 이 

커뮤니티가 안전하구나 확인을 하고나서. 그리고 그런 거 있었거든요. 말을 할 

때 왜 자기의 정체성을 막 숨겨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경우

75) 사이토 준이치의 ‘친밀권’. 친밀권은 담론의 공간이자 동시에 감정의 공간. 공공공간을 
향한 커밍아웃을 지지하고 발화하는 사람을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정치적 기능 수행. 공포
를 트끼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감정, 거기서 물러날 수 있다는 감정, 거기에서는 자신이 
여러번 느낀 감각이 이해받을 수 있다는 감정, 즉, 배척되지 않는다는 감정. 다만, 친밀권
이 동화와 억압의 공간으로 전환할 위험성은 항상 잠재하기에 여기에서 벗어날 자유는 제
도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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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일부러 프로그램을 해주지는 못하고.. 

그런데 그걸 알고 보니까 내부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 끼

리. 그런데 그걸 말하기까지는 안전함과 소속감 이 2가지가 충족되니까 그정도 

수준에 오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성소수자라던가. 이런 거까지도 오픈하죠. 그런 

거로 활동성 있게 하는 친구들이야, 사실은 많이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도 오픈을 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봤고. 약간 그런 사회에서 누군가 되게 말하기 위험한 것들을 

여기서는 말하는 경우도 좀 봤던 거 같아요.”

_ 2-1-6. 사회주택 입주자 겸 사업자

2. 성장

사회주택에서 “성장”은 사업자와 입주자는 물론 지원자, 중간지원조직 근

무자 모두에게서 나타난 주요어다. 사회주택의 양적·질적 성장과 함께 그에 

연계된 사업자, 입주자, 지원자는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주택 사업자 2-1-1은 사업 시작 단계에서 전문성, 정보, 지식 등이 

부족해 법인 유형 선택을 비롯해 어려움을 겪었다. 2-1-1은 기존사업의 기

초적인 복제 과정으로 선두그룹을 따라 단순히 협동조합 방식을 선택했고, 

생소한 사업 유형과 아직 정착되지 않은 협동조합 지원 체제로 재·행정적 난

관이 있었다. 어찌어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사회주택 사업에 지원했지만 선

정에 실패했고 재도전하기도 했다. 사업수지와 디자인 간의 조율을 하는 일 

역시 새롭게 알아가야 하는 영역이었다. 사업자 선정이 되어 지방정부의 지

원으로 첫 번째 사업을 진행했지만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그

럼에도 입지 선정과 설계, 시공 등 사업의 각 단계들을 거치며 지식과 역량

이 쌓였고 두 번째 사업에서는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사업관리 역량이 성장

했다. 현재는 점차 세대수 규모를 늘려가고, 관리호수의 증가에 따라 코디네

이터를 영입하는 등 사회주택 사업에서 전문화를 이뤄가고 있었다. 사업자 

2-1-2 역시 스스로의 역량이 성장한 지점을 말했다. 사업자 대표 하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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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사업에 참여한 활동가 모두 공동체 프로그램이나 건축적 역량 등에서 

성장했고, 이는 사업 모델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아무래도 2년 전보다는 훨씬 더... 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활동가들도 전반

적으로 사업적 역량들은 이제 많이 성숙했다고, 성장했다고 보고, 그리고 건축적 

역량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짓는 모델도... 두 차례 하면

서.”

_ 2-1-2. 사회주택 사업자

사업자 2-1-4은 사회주택의 가치가 사람에 있으며, 그렇기에 사회주택을 

사람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공간이라 보았다. 2-1-4는 실제로 사회주택 신규 

사업자를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신규 유입 세력을 경쟁상대로 보

지 않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함으로써 사회주택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했다. 

정부기관 내지는 중간지원조직에서 할 법한 일을 민간 사업자가 하고 있었

다. 성장에 대한 기대는 입주자에 대한 바람에도 있었다. 2-1-4는 입주자들

이 사회주택에서의 삶이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온갖 사고와 마찰, 상호작용 

속에 자라나 자신과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길 바랐

다. 이는 사실 상당한 물리적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사업자와 입주자 모두에

게 인내의 과정일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건물이라는 것이 콘크리트고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되고 움직이지 않는 거지만 결국 최고의 인테리어는 사람이라고 얘기

하는 것처럼, 사회주택이 앞으로 아무리 으리으리한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결

국은 사람이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사회주택은 사람이다...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드는 거고 사람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런 공간이 사회주택이 가진 최후의 가

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하하하..

...입주자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 가지고 어디 내가 잘할 때 

보면 조금씩 조금씩 기다가 잡고 일어 서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거든

요. 커뮤니티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자라는 거하고 비슷 해가지고, 처음에는 

물정 모르고 그냥 막 부딪히고 사고도 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고치는 과정에

서 어떻게 보면 운영자 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커뮤니티가 한 번에 훅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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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몇 명에 의해서 그러한 훼방 같은 게 막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 그러면 만

들어지려고 하는 커뮤니티가 생기다가 그냥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라가고 뭐 터전만 

만들어서.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일종의 토양이거든요. 토양만 만들어지면 처음에 

됐다가 뭐 꺾여가지고 잘 안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회주택이라는 터전이 토

양 자체가 일반 주민 다른 빌라나 이런 데보다는 당연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빌라는 거의 자갈밭이나 다름 없고. 하여튼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 커뮤니티라는 게. 그래서 이 의식이 그런 식

으로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입주민들도 보면 약간 자취나 아니면 약간 

커뮤니티 이런 쪽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좀 배워

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을 해갖고 그 공동체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과정. 이게 되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도 성장을 하고 전체 커뮤니티에서 점점... 점점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_ 2-1-4. 사회주택 사업자

사회주택 지원조직에서 근무하는 2-3-1은 기본적으로 경영학을 전공했고, 

사회주택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사회주택 지원 업무를 하며 

엑셀, 법률, 채권관리, 서류 확인, 상환 안내 등에서 체계가 잡혀가고 전문 

변호사들이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실무사항까지 능숙해진 상태가 되었다. 자

신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도 5년 정도하며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보다 전문

성을 갖추어 성장했다고 평했다. 사업의 성장과 함께 조직과 조직원이 성장

하는 결과는 공무원의 경우 1~2년마다 변경되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매번 

새로 해야 하는 상황과 대비가 되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그나마 이제 그런 게 있어서 했는데. 이거 하면서 

되게 많이 엑셀 실력이 늘었고...하하.. 그러면서 이제 되게 체계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자금 나갈 때 어떤 서류를 받아서 이걸 확인해서 내보내

야 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변호사님이나 이

런 분들에게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받곤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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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그런 세부적인 실무적인 것들까지 이제는 거의 해서 매뉴얼 이렇게 하

고서 채권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돈은 집행을 어떻게 하는 데 어떠어떠한 서류를 

받아서 하고 뭘 확인 해야 되고 어떻게 상환 안내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가 잡혀서 지금은 초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죠. 좋아졌죠. 

... 이제 이 다섯 분이 심의를 하는데. 이제 한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체

계가 잡혀서 자기 분야에서 딱딱딱딱 해서 각자에게 질문도 하고 그에 맞춰서 서

류를 요구하기도 하고.”

_ 2-3-1. 사회주택 지원조직 근무자

또 다른 지원조직 근무자 2-3-3는 사업자들이 초반에 비해 사업 자체와 

정부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말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

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에 대해 사업자들이 이해하고 따라주고 

익숙해지고, 지원조직 역시 사업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협업이 보다 수

월해진 측면이 보였다.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사업자분들도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것

들을 본인들이 챙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인정을 하

기 시작한 상태라서 우리 사업자분들도 조금은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거는 있어요. 많이 성장하셨어요. 그니까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시

니까.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좀 많이 이해하려고 하시고...”

_ 2-3-3. 사회주택 지원조직 근무자

앞서 공론장 부문에서 언급했듯, 사회주택 입주자 2-2-3은 “쓸모있는 사

람이 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사회주택에 거주하며 겪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좋은 이웃으로 살며 자신을 알

고,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자존감과 자아실현의 영역이다. 이

와 같이 입주자들 중에는 사회주택에 거주하며 보다 나은 사람으로의 성장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주택협동조합은 입주자들이 조합원이고 조합의 운영주체가 된다. 민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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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동조합의 경우 입주자로서 조합에 합류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고는 한

다. 조합 내에서 주택과 조합, 좋은 삶에 대한 이해가 쌓이며 이사장으로 역

할의 변화가 있었으며, 입주자로서 살며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졌다

고 말했다. 협동조합 선거토론회의 마지막 시간에 일반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해 발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회주택에 살며 배우고 성장한 측면에 대

한 이야기들이 등장했다.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환경. 민달팽이에 살고 일하면서 너무나 안전한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혐오와 분노로부터 배제된 삶이라는 생각이에요. 단

순히 안전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며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

한 기준들을 알게 돼요. 서로 잘 기대고 곁을 내주는 삶이 가능하고, 그게 괜찮

은 삶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요. 성숙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처음 경험

해보는 조합인데, ○○와 함께하며 개인적으로 성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입주자 D)

“처음 경험해보는 조합. 저에게는 ○○가 처음 경험해보는 조합이에요. ○○와 함

께하며 개인적으로 성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입주자 E)

“학교. 함께 살아가며 삶을 배워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소통하는 방법.. 고민을 

나누는 방법.. 집 관리하는 방법... 무엇보다도... 사람과 함께 하는 걸 배우는 과

정이라 생각해요.” (입주자 F)

_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선거토론회(2021.2.16.)

사회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은 일상의 경험을 통한 학습에 기반했다. 

입주자 F가 언급했듯 사회주택은 일종의 교육의 장으로 기능했다. 공동체 교

육에서 흔히 언급되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

카 나이지리아의 속담과 같이 일상에서 서로를 통해 배움이 이루어지며 입주

자들과 사업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다. 이는 지역의 현실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동체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Johnston, 2003), Clair(1998)은 학습이 공동체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공

동체 관계가 본질적으로 학습에 의존한다고 보며 성인교육에서 공동체 교육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tein(2002)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집단학습을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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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는 메커니즘이라 주장했는데, 지리적 공간에 기반한 공동체는 실천 공동

체로서 일상의 의미 있는 상황을 만나 학습의 교과서 역할을 하는 다른 사

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동체는 자발적, 장기

적으로 공동체를 성찰하는 과정을 겪으며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관점에서 

공동체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러한 학습의 축적은 공동체 구

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증진시켜 높은 산맥을 이루는 사회적 자산으로서 가치

를 가진다.

3. 돌봄

입주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의 곁을 내어주며 서로

를 돌보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존재했다. 2-1-11과 같이 사회주택 입주자로 

시작해 이사장을 하며 사업과 조합원을 돌보는 장면이나, 2-1-12가 언급한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주는 장면은 자아 실현의 최종 단계로 언급하는 자기 

초월의 단계이기도 하다.

“제주에서 올라와서 고시원 살다가 집에 있기 싫으니까 일요일에도 출근하고. ○

○(사회주택명)에 오라고 했는데, 맨날 ‘진짜 괜찮을까요? 아오 어쩔 거야’ 그러면

서 이제 겨우 겨우 해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약간 긴장상태니까 자기도 막 이

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안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사람한테 신경도 써주고 이야기도 걸어주고. 내가 하지 뭐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런 여유가 생겼던...”

_ 2-1-12. 사회주택 사업자 겸 입주자 

사회주택 사업의 시작에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주거 소요에 대한 대응이 

있기도 했지만, 사회주택 사업을 기획했던 공무원, 사업자, 중간지원조직 근

무자, 입주자 등 사회주택 사업과 관계된 거의 모든 주체들에게서 타자의 행

복에 대한 관심,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돌봄이 있었다. 사회주택 담당 지

방정부 공무원 2-3-2은 지금의 주택정책에서 시민이 행복할까를 고민했으

며,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각각 환경이나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의 재생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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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등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 입주자들 역시 개인의 주거

가 안정되며 환경이나 지역 사회와의 만남과 같은 측면에 관심을 가지며 다

른 입주자들과 실천을 가지기도 했다. 

“주택을 틈새 틈새, 공간 공간마다 주택을 넣는 게 과연 행복할까? ○○시민이 

행복할까? 이런 이제 좀 고민이 생겼죠. ... 들어가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이 

되어야 거기서 개인의 행복이 커지겠구나. 그걸 느꼈죠.” 

_ 2-3-2. 사회주택 담당 지방정부 공무원

사회적 가치의 추구와 자아 실현은 결국 하이데거가 거주의 의미로 주장

한 ‘사방세계에 대한 돌봄’과 또한 닿는 것을 볼 수 있다. Noddings(2002)

는 돌봄이 사람들을 공공 영역으로 더 많이 인도하며, 이러한 배려가 정의감

의 토대라고 주장했다. 돌봄은 주택에 기반하여 성취하는 자아실현의 마지막 

단계로서, 사회적 가치의 시작이자 공동체성에 기반한 주거의 의미로서 사적

으로 분류되던 개인과 집단 모두를 공공의 영역으로 이끈다(Tront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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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 사회주택에서의 참여 민주주의와 자아실현

사회주택 공공성의 최소 수준의 실천은 공적 주체가 법에 근거한 기초적

인 주거권 확보다. 사회주택이 공공성을 획득하는 기본 조건은 저렴한 주거

비와 안정적인 거주기간 확보를 통한 주거안정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를 그

동안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등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사각지대에 대한 공급으로 기존의 공공임

대주택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입주대상까지 지원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있었

다. 사회주택 입주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은 양호한 주택품질의 확보와 입

지의 다양성, 신체적 안전을 포괄했다. 주택품질은 공공임대주택에서도 향상

될 수 있는 지점이며, 입지의 다양성은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

대주택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신체적 안전은 CCTV나 경

비원, 비밀번호로 이루어진 보안 시스템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안전 확보를 

의미했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기반한 안전

이었다.

사회주택은 주거안정과 함께 공동체 형성을 주요한 가치로 제시했다. 한 

사회주택 사업자가 언급했듯이 공동체의 기능 내지는 역할에는 안전의 확보

와 공론장의 형성이 포함되었다. 안전의 확보는 공동체 형성의 결과물이자 

동시에 주거안정의 요소이기에 주거권의 확대 측면으로 분류 가능했다. 공론

장 형성의 결과로서 입주자들은 권한과 주체성이 보다 강화되었고, 사업자들

은 입주자 및 공공과 소통하며 사업 모델을 만들고 이상을 실현해 갈 수 있

었다. 사회주택 사업자와 공공 간의 공론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하향식의 룰

메이커 역할과 파트너로서의 역할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일부 토론회와 제

도에서 기존의 관리감독자로서의 모습이 나오기도 했으나, 함께 협의하여 새

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협력 관계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회주택에서 강조하는 공동체에 대해 공공과 사업자 입주자 간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었다. 공공에서 사회주택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공동체는 한 

집에 사는 식구로서 정서적 친밀감을 가지며 외로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

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랐다. 사업자들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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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안전과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컸으며, 그 

외에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성장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

적 가치를 성취한 결과로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기를 바랐다. 입주자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고민을 나누며 관계의 형

성을 통해 재미와 안정감, 가족으로서의 감정을 느꼈으며 역할을 맡고 관계

를 통해 배우며 성장했다고 말했다. 사업자들과 같이 사회주택 공동체를 통

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물론 모든 사회주택 사업자와 입주자가 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는 않았다.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제시했던 공동체 활동들이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고, 입주자들 역시 주거안정을 바랄 뿐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입을 꺼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동체 활동을 희망하

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택 생태계에 참여한 각 개인에게 있어 사회주택의 경험은 결국 일

종의 자아 실현의 단계를 보여주었다. 기초적인 주거욕구의 해결을 넘어 안

전의 확보와 사회적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었으며, 주체성을 가진 활동을 통

해 자존과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까지 나아갔다. 입주자, 사업자, 지원자 모두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성장하고 원하는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재미와 행복을 

느꼈다. 자아의 충족 속에 결국은 함께하는 이웃을 돌봄으로까지 나아감은 

자아실현의 마지막 단계인 자기초월의 단계를 보여주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성의 판단 기준은 공급자인 ‘공공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수요자인 시민에게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가에 있었다. 4장에서는 사회주택 관계망의 형성 과정을 살펴 본 

결과 사회주택의 공공성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공성의 판단 기준에 더하여 

주체, 절차, 내용적 측면에서의 확장을 볼 수 있었다.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택의 공공성을 추

구하는 집합적 주체가 창출되었고, 공급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는 대안 경제

로 이행하는 실천적 사례가 되었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법적 절차의 

활용으로 확대되었고 무엇보다 입주자-사업자-공공기관 등 참여 주체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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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이라는 열린 참여 공간에서 합의를 만들어갔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주

거권과 함께 사회적 가치의 추구로 확장되었다.

5장에서는 공공성의 내용과 절차적 측면에서의 확장이 주요하게 관찰되었

다. 사회주택은 공동체 내의 신뢰 관계에 기반한 ‘안전’이 주거권에서 확대되

었다. 또한 입주자와 사업자, 공공기관 각자가 바라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가 확인되었다.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공동체 형성, 사회통합, 환경과 같은 

측면의 실현이 있었다. 공동체를 통해 가지는 소속감과 안정감, 자유롭게 발

언할 수 있는 공론장,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속에 얻는 배움과 성장, 자신을 

넘어 이웃에 대한 돌봄은 사회주택이 ‘자아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공론장’은 사회주택 사업 참여자들의 심층면담에서 발견된 사회주택의 주

요한 가치 중 하나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서 스스로의 생각을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었다. 

열린 공간은 ‘참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고, 민간과 공공 간의 ‘거버넌스’

에서 공공이 파트너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권한위임형 국가(enabling 

state)로 이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또한 사회주택에서 추상화되어 있던 공동체의 기능에 대한 유

의미한 결과를 제시한다. 사회주택 사업의 현행 정부 지원 기준은 공공성과 

공동체를 구분하고 있다. 공동체는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론장을 형성

하며 나아가 자아 실현에 기여하고 있었다. 기존의 정부 지원 공공성 기준에

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 공공성의 개념적 측면에 부합한다. 이는 사회주택

에서 추구하는 공동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효과가 주는 가치가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사회의 평가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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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차원

공공임대주택 체계에서의 

공공성 기준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

사회주택 경험 연구에서 

나타난 공공성 특성 

주체 • 공공사업자 • 사회적기업, 비영리기관 등

• 정부,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기업, 비영리기관, 입주자 등

⇒ 집합적 주체의 창출, 소비와 

공급의 통합, 국가 역할의 재

구성

내용
•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

준 향상

(국토부)

• 공공성 : 부담가능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

• 사회적가치 : 공동체, 일자리, 

다양한 서비스

• 지속성 : 적정수준의 영리추

구와 규모

• 주거권 : 임대료, 거주기간、 

안전

• 사회적가치 :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공동체 형성, 소속과 

안정감, 사회통합, 환경 

• 자아실현 : 자유, 성장, 돌봄

⇒ 소유가 아닌 공유의 방법으

로써 주택의 개인적·사회공동

체적·공적 의미 성취

절차 • 공공주택특별법
• 내부 지침 및 계획

• 지방정부 조례

• 공론장 : 거버넌스, 참여 민

주주의

• 법 :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

대주택특별법, 조례, 내부 지

침 및 계획

⇒ 公-共-私의 공론장 형성. 

삶 속에서 체화된 공론장으로 

참여 민주주의 실천 

표 29 사회주택 경험 연구에서 나타난 공공성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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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사회주택에서 공공성 개념의 확장

제 1 절 사회주택 공공성의 확장

이 연구에서는 사회주택의 전개 과정과 행위자들의 경험에서 나타난 공공

성의 모습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를 공공성의 주체와 내용과 절차의 측면에

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주체의 확장 : 공동체와 사적 개인

“사적인 삶에서 박탈된 것은 타자의 존재이다.”

_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p.112

한나 아렌트는 ‘사적인’이라는 용어가 ‘박탈된’이라는 의미에서 왔음을 지

적하며 ‘사적(private)’의 의미는 타자의 존재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보았

다. 그렇다면 사적 개인이라 하더라도 타자의 삶과 생명에 대한 배려와 관심

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공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이토 준이치

(2009)는 직접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공권의 대부

분은 친밀권이 전환되어 생겨난다고 말했다.76) 

이론 부분과 social housing의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성의 주체에

서 公과 私 의 엄밀한 구분은 무의미하며, 公을 추동하는 共과 私의 효용이 

존재한다. 이는 사회주택 경험 연구에서도 볼 수 있었다. 共의 영역에 속한

다고 볼 수 있는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를 비롯하여 私의 

76)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 산업폐기물처리장, 군사기지, 토목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주민
투표와 같은 현장들은 다수의 공공성에 대항하고자 하는 친밀권에서부터 시작되었다(사이
토 준이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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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인 영리법인과 사적 개인들이 주체로서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공공사업자와 협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

주택 모델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업 과정에서 사회주택 사업자와 입

주자들은 개인의 삶을 넘어 타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공적 역할 또한 수

행했다. 사적 친밀함으로써의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돌보는 한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사회주택에서 공공성을 만들어 내는 주체는 정부 기관인지의 여부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익성을 가장 잘 정의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보

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주택의 공급자 뿐만 아니라 

입주 후 운영과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만드는 주체들을 포괄해야 한

다. 사회주택의 공급과 운영 과정의 경우 공공기관에 더하여 비영리조직, 사

회적기업 등 역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이들의 참여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에 시사점을 주고, 입주자는 거주하는 가운데 자신의 자유를 온전히 하고 이

웃의 삶을 돌보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공성의 주체는 보다 다양하게 확장되

어야 한다.

주체의 확장은 정부의 역할이 기존과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정

부의 역할은 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지휘통제 역할이나 오

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작은 정부로서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는 역

할이 아니라 共과 私의 영역에 권한을 위임(enabling)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는 역량증진형 국가(enabling state)로의 추구라고 볼 수 있다. 역량증진

형 국가는 국가가 민간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일차적인 역할

은 공익을 정의하고 지지하되, 민간의 역할을 지시하려는 통제적 역할이 아

니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ainsbury, 2013).

한국의 사회주택 사례에서 정부는 권한 위임과 관리감독자로서의 경계를 

오가고 있었다.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기준이나 관리운영 평가 방법에서 점

수매기기와 통제의 역할을 하는 모습 등이 그렇다. 한편으로는 사업자와 협

의하여 사업구조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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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정부가 공공성을 대변한다는 개념은 중앙집중 방식에서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함께 사회 전 영역에서 재구성되고 있다. 이

재열(2018)은 초연결사회가 도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방

식으로 연결의 범위와 강도가 확산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 했다. 이미 들뢰즈와 가타리는 1980년에 ‘리좀(rhizome)’77) 개념을 제시

하였으며 카스텔은 1996년 ‘네트워크 사회’를 주장하며 이전과 다른 공유와 

분산의 시대를 예견했다(들뢰즈·가타리, 2001; 카스텔, 2005). 

구분 중앙집중 탈집중 분산

전력 원자력발전 지역열병합발전 태양광발전

경제 발전국가/관치 독과점 공유

정치 권위주의 지방분권 풀뿌리민주주의

시스템 구조 직접 서버 소유 퍼블릭 클라우드 P2P기반 분산시스템

표 30 중앙집중에서 분산-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

자료 : 이재열. 2018. 수정.

77) 들뢰즈의 리좀은 중앙집중 방식의 쇠퇴와 분산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수목형은 모든 것을 하나의 중심 (나무의 기둥)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으
로 각각의 뿌리들은 유기적 통일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리좀형은 여러 줄기들이 
어떤 중심뿌리 없이 분기되고 접속되는 형태로 시작과 끝, 중심이 없다. 각각의 부분들이 
중심 또는 상위 단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웃과 만나고 접속하는 체계, 중심을 가지지 
않는 그물형 네트워크 사회이다. 그렇다고 각 부분들이 다른 것의 복제는 아니다. 이전의 
모델과는 다른 독립된 개체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리좀형의 분산시스템, 네트워크 거버넌
스 시대의 사고방식은 전통적인 위계형 사고방식과는 차이를 가진다. 다양성과 포용, 자발
적 참여,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 집단지성, 공동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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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의 확장 : 사회적 가치와 자아 실현

“거주함의 근본 특성은 이러한 보살핌이다. ... 땅을 구원하는 가운데, 하늘을 받

아들이는 가운데, 신적인 것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죽을 자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거주함은 사방의 사중적인 보살핌으로서 스스로 생기한다.”

_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옮김. 『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p190, 193

거주의 실존적 의미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안전 확보를 통한 개인의 생

명 영위에만 있지는 않다.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영향을 주고 받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인간은 주택에 거주하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관계 맺는다. 인

간의 거주함은 사방세계에의 보살핌에 있다 한 하이데거의 말처럼 나 자신을 

비롯하여 하늘과 땅과 이웃을 돌봄으로까지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거

주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회주택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주거권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주거권

의 확보로서 저렴한 주거비와 안정적인 거주기간, 양호한 주택품질, 신체적 

안전이 사회주택에서 주어진다. 기존의 주거비와 거주기간을 통한 주거 안정 

외에 신체적 안전의 문제는 사회주택에서 공동체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로 제시되고 있었다. 안전은 특히 20-30대 여성에게 중요한 문

제로 사업자와 입주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모두에게서 중복되어 언급되는 

목표였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이에 더하여 환경, 유니버설디자인, 공동체 등 다양

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사업을 함께 구상한 정부 역시 사업의 

지원 조건으로서 공동체 형성,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 가

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의 추구는 사업자와 정부만의 목표는 아니

다. 입주자들 역시 사회주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입주자들

은 모임을 형성하여 자신의 재능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례가 있었으

며, 협동조합 형태의 경우 입주자이자 조합원으로서 사업의 목표를 함께 추

구하기도 했다. 공동체 활동은 입주자의 안전과 애정과 소속감, 자존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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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동체적 학습을 통한 성장을 돕는다. 이러한 사회주택에서의 경험은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분양주택에서의 공동체 활성화 제도에도 유의미한 방향

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입주자를 비롯하여 사

업자, 정부 관계자, 중간지원조직 근무자 모두에게 자아실현의 장이 되었다. 

입주자는 주거안정으로 자신의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졌다. 사

회주택 내에 형성된 공론장, 함께 사는 사람들과 형성된 관계는 사회적 학습

의 장으로써 개개인과 소속된 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돕는다. 일종의 자신의 

가치를 찾고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회주택 사업자나 정부 관계

자, 중간지원조직 근무자 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사회주택 사업 과

정에서 역량이 커지고 사회와 자신에 대한 이상을 펼칠 수 있었다. 

사회주택에서의 거주, 그리고 사업에의 참여는 사회주택이 입주자에게 주

거안정을 제시하는 측면을 넘어 사업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

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자 자신의 가치를 찾고 이웃을 돌보는 자아실현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인다. 리처드 세넷(2004)은 그의 저서 『불평등 사회

의 인간존중』에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존중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이유와 해결을 모색한 바 있다. 사람이 존중 받는 3가지 방식은 자기 계발, 

자기 돌봄, 타인 돌봄이다. 사회주택에서 시도된 방법들은 자아 존중과 자기 

돌봄. 타인 돌봄으로의 나아감이라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

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차별과 입주자의 수동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

법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사회주택에서의 방법들을 응용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서 시도하고 있다. 또한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분리 속에 사적 영역으로 

구분되었던 돌봄에 대한 公-私 구분을 넘어선다(Tronto, 2013). 지극히 사

적인 삶이 지극히 공적인 삶이 되도록 하며 공동체적 돌봄의 영역으로 나아

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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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의 확장 : 거버넌스와 참여 민주주의

“인간 상호 간의 영향이 있어야만 감정과 의사는 회복되고 애정은 확대되며 그리

고 정신은 발전한다.”

_ 알렉시스 드 토크빌. 박지동 옮김. 『미국의 민주주의』. 한길사. 1985. p509

공공성 개념에서 절차적 공공성은 구성원의 참여에 열려있는, 참여 민주

주의를 의미한다. 주택의 공급과 운영, 그리고 거주하는 삶 속에서도 절차적 

공공성은 요구된다. 공공임대주택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인정한 사업자만이 공급할 수 있다. 공급 지역이나 공급 유형, 공급 방법 등

의 선택은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시작과 공급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은 사회적 사건이나 여론, 설

문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주택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 및 지방정부와 사업자, 사업

자와 입주자, 입주자 간의 공론장이 존재했다. 이 공론장은 절차적 측면에서

의 공공성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한 공공사업자 외에 비영리기관 및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가 열려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서 공론장이 형

성됨으로써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에서 지방정부 및 비영리 기관, 민간 사업

자들의 소통과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시장메커니즘의 거

버넌스에서 참여메커니즘의 거버넌스78)로 이행했음을 의미한다. 시장메커니

즘의 거버넌스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하여 민영화 내지는 민간위탁의 형식이 

강했으나 최근의 뉴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 참여주의에 기반하여 민간과 공

78) "거버넌스란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
(Authority) 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거버넌스는 또한 시민들과 여러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 간의 견해 차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복잡한 기구와 과정 등의 제도로서 구성된다"(UNDP, 1997; 노정현, 
200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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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공동생산을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

부, NGO,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전체 네트워크를 관

리하는 조정자(mediator)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양승일, 2013). 

거버넌스론 구분 뉴거버넌스론

국정관리 관리론 신국정관리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 인식론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시장 관리구조 공동체

결과(효율성, 생산성) 관리가치 과정(민주성, 정치성)

공공기업가 관료역할 조정자

고객지향 관리방식 임무지향

경쟁체제(시장메커니즘) 작동원리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민영화, 민간위탁 서비스 공동생산(민간부문의 참여)

조직 내 분석수준 조직 간

표 31 거버넌스론과 뉴거버넌스론

출처 : 양승일. 2013. 뉴거버넌스론. 행정학전자사전. 한국행정학회

다른 하나는 사회주택 입주자에 의한 공론장으로써 일반 시민의 참여 민

주주의가 일상의 거주함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린 장이 마련되었다

는 점이다. 사회주택의 시작과 운영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역할은 두드러진

다. 자신들의 주거 소요에 대응해 사회주택 사업을 시작했고, 당사자로서 정

책 형성 과정에 참여했다. 사회주택 입주 후에는 소비자로서 있기보다는 주

인으로서 자치를 하고자 했다. 

문화 생산 및 재생산은 지역의 공동체적 관계에 기반하는데 결국 이를 형

성하는 것은 대화의 장인 공론장이다(Clair, 1998). 소비자이자 정책 대상자

였던 시민이 당사자로서 정책 형성에 참여하고, 입주 후에는 주인으로서 자

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절차의 공개성에 있다. 정책 형성 과정에서는 정부와



- 231 -

의 소통 가능성, 거주 기간에는 사업자와의 소통 가능성이 있었다. 국가 공

공성에서 생활 공공성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조대엽(2012)의 주장과 같이 참

여와 소통, 숙의와 공감이 있는 미시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의 형태를 띠며, 

자아실현과 자기 확장을 가능케 한다. 

구분 국가주의정치 패러다임 생활정치 패러다임

행위자 정부, 정당, 주요계급 이익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운동주체

이념 및 가치
냉전이념, 성장주의, 지역주의

(체제안정성 지향)

자아실현, 자기확장(생태, 평화, 성, 인권 

등 정체성 지향)

이슈 경제성장, 분배, 군사안보, 사회통제
식품, 환경, 노동, 교육, 주택, 보건의료, 

여성, 노인 등

운동정치 민주화운동, 정치경제개혁운동 환경, 평화, 여성, 인권 등의 생활정치운동

공공성 국가공공성 시민사회의 다층적 공공성, 시장공공성

민주주의 거시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미시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

(참여, 소통, 숙의, 공감의 민주주의)

표 32 국가주의정치 패러다임과 생활정치 패러다임

출처 : 조대엽. 2012. p229

4. 주택 공공성 가치 체계의 시대적 이행

주택에서 공공성의 최소한의 실천 방법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공적 주체가 

법에 근거한 절차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주거권을 확보하고자 했고 그동안 공

공임대주택을 통해 일정부분 지원해 왔다. 사회주택에서도 공공성을 획득하

는 기본 조건으로 저렴한 주거비와 안정적인 거주기간 확보가 요구되었으며 

더불어 사회적 가치가 정부의 지원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주택 사업

에서의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 사회주택에서는 비영리 기관을 비롯한 민간 

사업자, 입주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주체적 측면의 공공성, 사

회적 가치와 자아실현을 담는 내용적 측면의 공공성, 거버넌스와 참여 민주

주의의 절차적 공공성이 더해졌음을 볼 수 있었다. 



- 232 -

물론 이는 모든 사회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은 아니다. 다만 사회

주택에서 목표로 추구하는 공공성과 그에 따른 결과로, 경험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별 사회주택은 운영 방법에 차이가 있다. 입주자의 참여 방

식과 내용과 범위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사업 구조에서 사회주택 사업자와 

공공의 역할 차이가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공이 재원의 일정부

분을 제공하나 공공의 역할 없이 사업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한 존

재한다. 이 경우 사회주택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

을 담보하기에 사회주택의 범주로 포함할 수 있다. 각 사업은 성취되는 공공

성의 영역과 크기가 다를 수 있다. 어떤 사업에서는 입주자의 참여 속에 사

회적 가치와 자아실현에까지 이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업에서는 입주자와 

사업자, 정부기관 간의 단절 속에 비교적 저렴한 주택의 공급만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살펴본 생활 공공성에 기반하는 사회주택에서의 경험은 

주택 공공성의 가치 체계가 전체 사회경제 체제의 시대적 변화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발전 위주의 발전주의 국가 체제에서 가지던 국가 중심의 공

공성에서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정부와 공기업 중심이었다. 

2000년대 이후 분배와 공유, 분산의 가치 속에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공성의 시대에서 주택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정부, 공기업 뿐만 아니

라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개인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

장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성장과 자아 실현까지 포괄함에 있다. 

구분 국가 공공성 생활 공공성

주체
公 중심 : 정부, 공기업 등 

(대의적, 전체적)

公-共-私 : 정부, 공기업,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개인 등

(침여적. 숙의적)

내용
주거권

(시혜적, 잔여적)
주거권(보편적)-사회적가치-자아실현

절차
법

(교시적, 절차적)

법-거버넌스-참여민주주의

(절차적, 소통적)

표 33 주택 공공성의 가치 체계의 시대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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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확장된 공공성의 모형

1. 주택 공공성의 모형

이론 연구와 경험 연구를 통해 추출한 사회주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주

체, 내용, 절차 측면에서의 공공성을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모형은 주체, 내용, 절차적 측면에서 공공성을 영역으로 구

분하여 보여준다. 각 영역별 구체적 공공성 요소는 주체 측면에서는 정부기

관과 민간 사업자와 입주자의 참여, 내용 측면에서는 주거권과 사회적 가치, 

자아 실현, 절차 측면에서는 법적 절차와 거버넌스와 참여 민주주의가 해당

한다.

각 요소들은 수치화하여 값을 설정함으로써 각 영역별 요소별 공공성의 

측정값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임의로 상-중-하의 3단계 측정값을 

설정해 보았다. 값의 연결점으로 만들어진 면은 공공성의 크기로, 면적이 넓

고 좁음에 따라 공공성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공공성의 요

소가 적으면 그만큼 면적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다음 그림은 예시로서, 

입주자의 참여는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와 사업자 간의 협력 관계는 비교적 

원활한 사업의 경우를 나타내었다.

그림 52 주택 공공성의 확장된 개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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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공공성 모형의 적용

제시한 모형은 개별 사회주택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공공

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도 적용하여 공공성을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각 주택에서 지향해야 할 공공성의 목표를 설정하고 부족

한 부분은 참고하여 보완해 볼 수 있다.

(1) 사회주택

사회주택에도 다양한 범주의 공공성이 존재할 수 있다. 주체 측면에서 민

간 사업자가 정부기관과 입주자가 협력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할 수도 있

지만, 정부기관의 지원 없이 민간 사업자가 입주자의 참여 속에 주택을 공

급·운영하기도 한다. 내용 측면에서는 주거권의 확보 정도만을 달성하는 주

택이 있는 반면 사회적 가치까지 달성하는 주택, 나아가 자아 실현에까지 이

르는 주택이 있을 수 있다. 절차 측면에서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공공주택특

별법이나 민간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공공의 지원 없이 민간의 사적 자금으로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

다. 또한 입주자가 정책대상자 및 소비자로서 역할에 머물수도 있지만, 공급

자로서의 역할을 겸하거나 주택의 운영관리에 참여할 수도 있다.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 4

가지 가상의 사례를 설정하고, 각 사례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점을 살펴보았다.

사회주택 A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입주자가 조합원이 된다. 협동조합 정신

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정보 공개와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조합원 교육 등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조합원이 성장하여 이사장이 되기에, 입주자와 사

업자 간의 경계는 구분 짓기 어렵다. 조합원은 조합과 주택 내에서의 역할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교육과 생활을 통해 주택의 운영 관리와 이

웃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성장이 있다. 사회주택은 입주자에게 환경 등 자신

의 이상을 실현하는 지지기반이 된다.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사업구조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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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마련 등에서 소통과 협력의 관계를 가진다. 정부의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

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임대료와 건축자금에 대한 대출 상환 등의 비용으로 

인해 주거비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까지만 낮추었고, 주거면적 역시 

최저주거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장기 거주하기에는 좁은 편이다. 사

회주택 A가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법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사회주택 A 사회주택 B

사회주택 C 사회주택 D

그림 53 주택 공공성 모형의 사회주택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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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B는 사회적 기업에서 기업의 사회적 목표에 따라 추구하는 사회

적 가치 또한 존재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주택 사업인 만큼 주변 시

세의 80% 수준의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입주자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는 부족한 편이다. 입주자에게 커뮤니티 공간 및 입주자

의 자치를 위한 지원이 없고. 입주자 내에서는 주택 유지 관리 및 사업자와

의 협의를 위한 최소한의 소통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주자와 사업자 간에

는 주택의 하자 보수 등 민원 형태의 소통만이 존재한다. 입주자와 사업자 

간, 입주자 간의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입주자의 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입주자의 참여 민주주의와 자아실현 측면의 공공성

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회주택 C는 정부의 법적 절차에 의한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입주자들의 사적 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주자와 

사업자의 경계는 없다. 주택 내에는 자산이 적은 입주자를 배려하여 주거비

의 책정에 차등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자산이 적은 입주자의 경우 비교적 저

렴한 주거비로 입주가 가능하다. 공동체 활동 및 토지의 공유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내부적인 주거복지 실현과 이웃에 대한 돌봄 등으로 자아 

실현의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개입이 없는 사적 영역의 공

동체에 의한 주거권의 보호가 있다. 그럼에도 민간법인의 부동산 소유와 임

대 활동에 대한 세금 규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공동체적 주거권 보호 활동

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사회주택 D는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공급했다. 정부의 지원 시 요

구하는 임대료와 임대 기간에 대한 기준은 충족하지만, 기업 자체적인 사회

적 목적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공동체 모임은 없다. 입주자는 수요자

로서 해당 사업자와는 민원 관련 소통만이 이루어진다. 사회주택 D의 공공

성은 적은 편으로 주택의 사회적 가치 추구, 구성원의 자아 실현, 입주자 활

동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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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모형은 공공임대주택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의 역할과 안정적인 주거권,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공급 및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조직들과 협력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능동적 역할 속에 임차인

대표회의를 비롯한 자생단체들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나 자아 실현을 추구함

으로써 공공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확보될 수 있는 공공성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

이 가상의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공공성 확장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A는 중앙정부에 의해 공급된 행복주택으로 청년층에게 저렴

한 주거비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에는 입주할 때 

외에는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요청 외에는 연락

하지 않는다. 내부에 입주자들 간의 단체 채팅방이 존재하며 소소한 모임이

나 공동구매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중앙법에 근거한 임대유형으로서 안정

적인 주거권을 갖추었지만 지역사회 및 입주자의 참여 없이 중앙정부라는 단

일한 공급 및 관리운영 주체만이 존재하며 주거권 외의 가치들은 목표하지 

않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설립되지 않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설립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실질적인 결정권한 없이 협의체로서의 역할만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B는 지역 시민단체의 요청에 의해 공급된 매입임대주택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재원이 함께 투입되었다. 지역의 시민단체는 해당주

택을 지원주택으로 운영하며 입주자들의 자활을 돕고 있어 거버넌스 및 사회

적 가치 요소가 존재한다. 입주자들의 참여와 성장에 따른 자아실현 요소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운영기관에 의한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C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지방

분권과 지방의 주거정책 측면에서 높은 의의를 가진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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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재원에 의해 공급되기에 주거비와 거주기간의 안정

성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보다는 부족하지만 민간주택에 비

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제공한다. 지방정부 외 다른 지역사회 및 

입주자 등의 활동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추구 부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

한 부분을 보완해 갈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A 공공임대주택 B 공공임대주택 C

그림 54 주택 공공성 모형의 공공임대주택 적용 예시

 

(3) 민간주택

민간주택의 경우 민간분양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민간분양주택 A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며 자치 활동을 한다.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

주택 단지는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지만 실질적

인 관리업무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고용하여 진행한다. 주거단지에 따라 주민

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기도 한다. 지방정부에서도 주

민들의 자치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보조금이나 활동가를 파견하여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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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경우 공공성은 주체적 측면에서 公과 共의 역할이 추가되며, 내

용적 측면에서는 자아실현과 사회적 가치 측면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절차

적 측면에서도 지방정부의 지원이 법적 절차의 근거를 두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B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소유주의 동

의가 있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주거권 상향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전세자금대출 정도이다. 2년의 계약기간 이후에는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 인상이라는 임대료의 상한선이 있지만 1회만 사

용가능하고 집주인 입주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주택 공공

성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에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

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거주기간도 길다. 그 

외의 권한 부분은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하다. 

민간분양주택 A 민간임대주택 B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C

그림 55 주택 공공성 모형의 민간주택 적용 예시

(4) 주택 공공성 구현 가능성의 한계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은 어디까지 주

택의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

만, 현행 법 체계 내에서 각 유형이 추구할 수 있는 공공성의 최대치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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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다. 사회주택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주택 공공성의 요소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 공공의 지원 비율이 높은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을 활용

하여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한편, 관리 운영에서 역량만 된다면 사회적경제

주체와 입주자의 활동에 제약은 없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공동체 

활동이나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지역사회의 참여 속에 기존의 주거권 외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지만, 결국 임차인의 결정 권한에 제한이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협의기구일 뿐이라는 한계가 존재한

다. 민간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자치활동과 지역사회의 참여, 공공의 지원 속

에 다양한 활동을 하며 공공성을 최대치로 확보할 수 있으나 주거권을 보호

받을 수는 없다.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

그림 56 유형별 주택 공공성 구현 가능성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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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 공공성 기준의 시대적 변화

이 장에서는 한국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체제 속 사회주택 전개 과정에

서 나타난 공공성의 모습을 바탕으로 주택 공공성의 확장된 개념을 주체, 내

용, 절차적 측면에서 제시했다. 주체적 측면에서는 공공사업자와 함께 공동

체와 사적 개인의 역할을 포함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주거권과 함께 사회

적 가치와 자아 실현을, 절차적 측면에서는 법적 절차 외에 거버넌스와 참여 

민주주의가 포함되었다. 

확장된 개념은 모형화하여 주택에서 추구해야 할 공공성, 부족한 공공성

의 지점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필요한 보완 지점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3

가지 영역 9가지 공공성 요소 중 각각의 주택 사례에서 부족한 공공성의 요

소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공공성의 요소를 구체적

으로 인식하고 목표치를 제시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임

차인의 자아실현 요소가 부족하다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공론장의 조성

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 이웃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

다.

모형은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을 살펴본 결과 현재의 제도에

서는 사회주택에서 공공성 확장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큰 차이

는 임차인의 권한의 차이에 있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주택은 임차인의 의

결권 제한이 있으나 사회주택은 임차인이 의견을 제시하고 역할할 수 있는 

공론장이 있었다.

기존의 주택 공공성, 주로는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방법은 사적 

소유권의 확대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었다. 근대 이후 강화된 사적 소

유권 중심의 법제도를 수립하고 그 모순을 국가 역할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

은 각각의 한계가 있었다. 사적 소유를 확대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달성하고

자 했지만 투기적 수요의 증가, 과도한 소유권으로 반공유재의 비극이 발생

했다. 국가 역할은 주택의 사적 소유를 확대하기 위해 토지를 개발하고 공공

분양을 하는 등의 지원과 함께 주거약자에 대해 공공사업자로서 직접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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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공급하고자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대량-하향식 공급의 한계 속에 대안

을 모색하고 수요자 맞춤형의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사회주택은 私-公으로 양분된 방법을 넘어 주택을 공유 자원으로서 소유 

중심에서 점유와 접근, 이용에 대한 권리 중심으로의 이동하며 새로운 차원

으로 주거권을 보호했다. 참여 민주주의 속에 공급과 소비가 통합된 집합적 

주체가 형성되었다. 소유에서 공유와 접속의 시대로 이행하는 가운데 공공성

의 기준 역시 변화를 요구했고, 주택에서도 공유에 기반한 문제 해결의 시도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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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이 연구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주택 사업의 공

공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였다.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주택에 

일련의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민간의 참여에 의한 공공성 확보에 이견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주택 논의를 둘러싼 공공성에 대해 학문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公-私-

共 삼각 변증법을 중심으로 공공성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

적인 사례 속에서 사회주택이 공공성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를 살폈다.

연구 방법으로는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기존의 공공성 이론과 현장에서의 

실질 이론을 비교하여 사회주택에서의 공공성 개념을 이론화하여 제시하고자 

했다. 공공성에 대한 연구 및 주택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기존 이론을 정리하

고,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에 대한 문헌 및 통계, 언론자료를 정

리함으로써 공식이론과 일차적으로 비교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사회주택에서의 삶,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식 변화와 네트워킹 과정 등을 파

악하고 공공성에 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사회주택에서의 공공성

에 대한 이론적 확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문헌 및 통계자료, 언론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했으며, 사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사업자, 중간지원

조직 근무자,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담 자료를 사용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公과 私 이분법에 의해 공공성에서 公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은 

근대 이후 영토국가와 사적소유권의 등장에 따라 강화된 것으로 역사 속에서

는 공공성을 추동하는 共과 私의 역할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共과 私의 

역할을 고려하여 보다 확장된 공공성 개념을 제시했다. 공공성 개념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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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최근의 공공성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공공성의 주

체, 내용, 절차적 측면에서 다음과 정리했다. 

- 주체 : 국가 및 정부, 공공기관부터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과 작은 공동체, 사적 개인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는 公과 私

가 더 이상 국가인지 아닌지로 구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내용 : 국민국가 수준에서 구현될 수 있는 가치들 외에도 지역 공동체와 

사적 개인들이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가치들을 포함해야 

한다. 共과 私의 역할을 통해 公이 추상화 및 형식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상위의 공적 가치까지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 절차 : 열려있음이 중요하다. 공공성을 선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열린 

공간에서 규정되도록 하는 자체가 공공성의 일부이다.

둘째, 주택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경제·문화적 기회를 제공

하기에 국제기구에 의해 주거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자아실현의 장으로

서 사회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나아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지역 안에서는 이웃을 돌보며 사회·경제·문화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특성을 가진다. 국가적 차원에서 주택은 경제재이자 사회재로서 중요한 

정책 대상이다. 사적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라는 각 차원에서 주택은 공적 

의미와 역할을 가진다.

셋째, social housing이 등장한 서구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 결과, 다양

한 公과 共과 私의 역할이 있었기에 등장할 수 있었다. 국가마다, 시기마다 

각 주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다양한 비영리 조직 및 

민간 주체들이 노동자 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시작하였

고 정부와의 상호작용 속에 국가적 제도로 발전했다.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

에서는 조합원이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주

체, 내용, 절차적 측면에서 공공성의 확장된 개념에서 나타난 공공성의 특성

과 유사했다. social housing은 소유에 기반한 주거안정이 아닌 공유에 의

해 주택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도시커먼즈 이론의 주요한 사례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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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에 근거하여 social housing 이론에 도시커먼즈적 관점을 추가할 

것을 이 연구는 제안하였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체제에서 나타난 공공성은 주거권의 확보 측면에서는 

강화되었지만 지역 공동체와의 융합이나 기여, 지방 정부 및 지역 사회의 참

여와 같은 측면에서의 공공성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약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사회재이자 발전주의 국가에서 거시경제의 조절

수단,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역할 속에 일정 부분 한계를 보였다. 대량의 임

대주택공급이 있었고 저소득층 등 주거 소외계층은 저렴한 주거비와 안정적

인 거주기간,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되었지만 한국의 공공임대주

택 체제는 발전주의 국가의 특성에 의한 한계가 동반되었다. 중앙정부 중심

의 대량-하향식 구조로 인한 지역 수급 불균형, 배분체계의 사각지대 발생, 

지방정부의 역할 부재, 가난의 집단화와 사회적 편견, 지역 내 갈등 등이 있

었다. 정치적 돌파책으로서의 시작 동기는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이름, 내용에 급격한 변동을 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택에서 공공성의 확장은 그 성장의 과정과 결과로서 

다양한 행위자와 가치들이 사회주택 네트워크에 포섭되었다. 사회주택이 공

공성을 획득하는 기본 조건은 저렴한 주거비와 안정적인 거주기간 확보를 통

한 주거안정이다. 하지만 주거비와 거주기간은 보다 많은 정부지원금이 주어

지는 공공임대주택에 비하여 부족한 측면이 있다. 사회주택 입주자의 만족도

도 주거비의 절감보다는 주거 환경의 개선 측면이 더 강했다. 사실 공공임대

주택에 비해 정부지원금이 적은 사회주택은 민간임대주택 보다 약간 나은 정

도의 주거권을 확보해 주는 수준이다. 대신, 사례에서는 기본적인 주거비 절

감과 거주기간 확보 외에 양호한 주택품질을 비롯하여 기반시설 접근성 확보

와 신체적 안전의 측면이 더해졌다. 무엇보다 사회주택은 私-公으로 양분된 

방법을 넘어 주택을 공유 자원으로서 소유 중심에서 점유와 접근, 이용에 대

한 권리 중심으로의 이동하며 새로운 차원으로 주거권을 보호했다. 참여 민

주주의 속에 공급과 소비가 통합된 집합적 주체가 형성되었다. 입주자와 사

업자, 정부 간에 형성된 공론장은 공공성의 절차적 측면을 확보하여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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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개인의 주거 문제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공동체와 함께하며 힘을 얻고, 참여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

치를 추구와 자아 실현에까지 나아감을 볼 수 있었다. 

사회주택 경험연구에서 발견된 공공성의 특성들을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주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역으로 어떤 사회주택에서는 입주자

의 권한과 소통에 제한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동체 활성화나 주택관리 등의 

입주자 활동은 사업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모든 사회주

택이 제시된 다양한 공공성의 가치들을 포괄하지는 못한다. 사업자의 도움 

없이 입주자 만의 힘으로 공론장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들을 추구하기는 쉽

지 않다. 현재의 사회주택 사업 구조에서는 사업자의 선의에 기대고 있으나, 

입주자의 공론장을 조성할 만큼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기대만큼 많지 않

다. 사업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입주자의 참여 민주주의를 이루어 가기에는 

입주자의 역량 역시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주거안정 중심이었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에 더하여 공론장으

로서의 사회주택의 특성이 한국 사회의 공공성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인 사업 구조에서 사회주택 네트워크에 속

한 행위자들에게 주어진 가능성과 자유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사적 개인들이 공론장에서 자신의 욕구 내지는 추구하는 가치를 자유로이 발

언함으로써 共을 통해 公을 성취해 나갈 수 있음을 보인다. 

연구의 말미에서는 사회주택에서 나타난 주체, 내용, 절차적 측면에서의 

공공성의 요소들을 반영하여 사회주택 공공성 개념의 확장된 모형을 제시하

였다. 주체 측면에서는 公과 共과 私를, 내용 측면에서는 주거권과 함께 사

회적 가치와 자아실현을, 절차 측면에서는 법적 절차 외에 거버넌스와 참여 

민주주의를 더하였다. 각 요소는 상-중-하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모형은 사회주택 만이 아니라 다양한 점유형태, 소유형태의 

주택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모습을 담아내고 나아가 여타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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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서 시작하여 공급되기 시작한 새로운 유형의 민간 공급 사회주

택은 확장된 공공성 개념을 따르며 그로 인한 기존 임대주택 제도의 미세한 

변화들이 있다. 발전주의 국가 또는 근대복지국가에 의해 추상화될 수 있는 

公의 모습을 경계하고 국가와 자본을 넘어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 갈 수 있

도록 共과 私가 견제와 추동을 하며 새로운 집합적 주체로서의 창출이 있었

다. 새로운 주체는 공급과 소비를 통합하여 소유가 아닌 공유와 접속의 시대

로의 이행을 보여 준다. 公과 私의 대립을 넘어 共의 역할을 통해 공공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듯이, 주택에서도 공공성의 성숙과 실현을 위

해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주택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통해 기존의 공공임대주

택이 변하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부 조직이 변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른 분야에서의 공유재 실천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만 共과 私에 의

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인식은 아직 미비한 측면을 보인다. 

협동조합 등 공유적 관점의 사업체는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한계

가 있었다. 정부는 지원제도를 만들며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취하고자 했

고, 사업자는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희망하고 있어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주택의 공공성 확보에서 共과 私의 역할의 중요성, 공론장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여 다양한 주체가 열린 장에

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역할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정

부 중심의 주택 정책에서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 시민들이 역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위임하고 공론장을 마련함으로써 일상에서의 참여 민주주의가 

학습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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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이 연구는 사회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경험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주택에서 공공성이란 무엇인지 재조명한 측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의 공공성 연구가 共의 역

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가운데 공공성의 개념을 정리하였다면, 이 연구는 共

과 함께 私의 역할을 고려한 공공성 개념의 이론적 확장에 기반하여 주택이 

가지는 공공성을 公과 共과 私 측면에서 정리하며 도시커먼즈로서 접근 가능

함을 보였다.

사회주택에서의 공공성을 분석한 결과는 사회경제 체제가 변화하는 상황

에서 등장한 사회주택에서 나타난 공공성이 주택 본연의 공공성과 닿아 있음

을 또한 보여주었다. 이는 사회주택이 주택 본연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역할

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택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이 개념적 

측면에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의 주택정책에서 변화하는 공공성 개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밝혀진 사회주택 공공성 특성에 기반하여 주택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모형

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모형은 사회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의 공

공성 추구에서 참고할 수 있다. 나아가 여타의 분야에서의 공유재 실천에서

도 각 분야에 맞추어 공공성의 내용적 측면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

형은 지표화를 통해 공공성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와 측정 방법까지는 이 연구에서 개

발하지 못했다. 향후에는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모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회주택 네트워크에 포함된 다양한 주체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수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또한 존재한다. 공공기관 근무

자의 경우 면담자가 특정될 수 있기에 면담자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사회

주택 사업자 중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영리 중심의 사업으로 추정되

는 대상자에 대한 면담 등은 성사되지 못했다. 향후 사회주택 사업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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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되어 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이 담길 필요가 있다. 다만, 심층면담

의 특성상 결국은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주로 포섭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면담자들의 의견을 보다 객관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통계 

자료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영리 중심의 사업자 수는 극히 적은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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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pansion of publicness 

realized through Social Housing

SHIN, Soo-Im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ublicness of Social Housing, in 

which private sector is engaged and participated. When the 

commercial side is engaged in the process of assembling the 

Social Housing, - Although it is applicable a series of standards to 

enterprise sector as well, - it is still insufficient to be equivalent 

or at least similar to the proceeding by public such as public 

rental housing as the publicness is less secured than the 

public-run projects. This paper tries to academically deal with 

several discussions on publicness of Social Housing, while 

redefining the publicness through triangular dialectic view; 

public-private-common, by which it attempts to show how Social 

Housing could acquire publicness while presenting specific 

instances.

Grounded theory was used in this study while the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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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ness in Social Housing was theorized and presented by 

comparing precedent theory regarding publicness with the 

practical theory. To this end, literature, statistical data, and media 

data were analyzed and organized, and data from the interviews 

of residents in Social Housing, public housing, business owners, 

workers i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and public officials 

were used. Observed result was yielded as follows.

First, the method of emphasizing the role of public in 

publicness by the dichotomy of public and private was 

strengthened with the advent of territorial states and private 

ownership since modern times, and in history, there was a role of 

common and private that drove publicness. In this study, a more 

expanded concept of publicness was used in consideration of the 

roles of common and private. In the subjective aspect of 

publicness, it can be extended from the stat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to non-profit organizations, social enterprises, 

private enterprises and small communities, and private individuals. 

In terms of content, in addition to the values that can be 

implemented at the nation-state level, various public values that 

can be implemented by local communities and private individuals 

should be included.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o be open. Not defining publicness a priori, but 

allowing it to be defined in an open space itself becomes a part 

of publicness.

Second, housing has a public meaning and role at each level of 

the private individual, community, and nation. Housing is 

recognized as a housing right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cause it protects individual life and provides social, economic, 



- 263 -

and cultural opportunities. In addition, as a place for 

self-realization, it becomes the basis for realizing one's ideals by 

knowing one's own value in the social network. Within the region, 

they care for their neighbors and have the characteristic of 

interacting with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 

At the national level, housing is an important policy target as 

both an economic and social good.

Third, social housing could emerge in the various role of 

public, common and private sectors. Although the proportion of 

each entity may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nd from time to 

time, in general, variou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private 

actors started supplying social housing to protect the housing 

rights of the working class and developed into a national system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government. Social housing became a 

major example of urban commons theory as a way to pursue 

publicness of housing through sharing rather than housing 

stability based on ownership.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d 

to add an urban commons perspective to the social housing 

theory.

Fourth, the publicness shown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was strengthened in terms of securing housing rights, but 

there were some limitations in publicness in terms of fusion or 

contribution with local communities, and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Public rental housing is a 

social good to secure the housing rights of the underprivileged, 

and in the role of macroeconomic control and political means in 

developmental countries, regional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due to the mass-top-down structure center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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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government, and blind spots in the distribution system 

There were outbreaks, lack of a role for local governments, 

collectivization of poverty and social prejudice, and conflicts 

within the region.

Finally, the expansion of publicness in Social Housing has 

resulted in the inclusion of various actors and values in the Social 

Housing network as a result of its growth. Social Housing protects 

housing rights to a new level by moving from the center of 

ownership to the center of ownership as a shared resource, going 

beyond the public-private division method. In participatory 

democracy, a collective entity with integrated supply and 

consumption was formed. The public forum formed between 

tenants, businessess, and governments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subjectivity could be expressed by securing the procedural 

aspects of publicness. It was possible to see that an individual's 

interest in housing issues and the environment gained strength 

with the community, and it was also possible to pursue social 

values and realize self-realization based on participatory 

democracy. 

At the end of the study, an expanded model of the concept of 

social housing publicness was presented by reflecting the elements 

of publicness in the subject, content, and procedural aspects of 

Social Housing. In terms of subject matter, public and private and 

private affairs were added, in terms of content, social values and 

self-realization were added along with housing rights, and in 

terms of procedures, governanc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were added in addition to legal procedur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examined what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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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n Social Housing based on empirical research in a situation 

where discourse on the publicness of Social Housing is lacking. 

More generally, these basic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research 

showing that the criterion of publicness demands to be modified 

as proprietorship is in transition to sharing and access. Thus, we 

believe this could be very much the key component in future 

attempts to overcome in housing issues while suggesting the need 

to consider the wavering concept of publicness in future housing 

policies.

keywords : Social Housing, Publicness, Public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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