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항력 있는 주거권의 법제화

I. 입법의 과정
프랑스에서 과다채무, 실업, 질병, 이혼 등으로 인
한 빈곤층의 증가는 결국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
들(SDF : Sans Domicile Fixe)의 증가로 이어져 크나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BVA : Brulé Ville et Associé)
에서 15세 이상의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절반 가량이
자신도 SDF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시대책으로는 긴급수용센터(centre d’
hebergément d’
urgence)의 개설(96%)을 바라고 있
고 또한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공공근로의
확대를 바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압력으
로는 2006년 12월 16일부터 파리에서는 세계 의사회
(MPM : Medécin du Monde)의 결정에 따라 일명
‘돈키호테의 아이들(Les Enfants de Don Quichotte)’
이란 단체의 주도 하에 강변의 텐트에서 노숙 생활
을 체험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여기에 참가한
주택 소유자들로부터도 많은 공감대를 얻어내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종래의 주거권 개
념을 강화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Jacues Chirac 대통
령의 지시(2006년 12월 31일)가 있은지 3일 후,
Dominique de Villepin 총리는 구체적인 추진계획,
즉 법안을 발표하였다(2007년 1월 3일).
총리의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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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주거
를 제공한다는 것”이 바로 대항력 있는 주거권
의 원칙이며, 이를 법규정에 명시하겠다.
② 사회적 주거를 청구한 사람이 그에 대한 명확
한 답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는 중재위원회에
그것이 과도하게 지체되었음을 확인케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관할 행정법원에 통보되
어 판사가 가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③ 이 법 앞에서 책임을 지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가 아니라 국가이다.
④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2008년 말부터
SDF, 저소득 근로자 그리고 아이를 혼자 키우
며 사는 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인정될 것이
며, 이들은 집단적 혹은 개별적 숙소를 제공받
게 될 것이다.
⑤ 2012년 1월부터는 비위생적이거나 부적당한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법에서의
권리가 인정될 것이다.
결국 이 법률안은 치열한 논쟁을 거쳐 2007년 3월
5일 공포되고, 2007년 3월 6일자 관보(no 55) 4190쪽
(text no 4)에 게재되었다.

II. 주요 내용
1. 법의 개요

이 법“대항력 있는 주거권을 설정하고 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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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는 2007년 3월 5일의
법률(Loi no 2007-290)”은 총 2장 제7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대항력 있는 주거권 보장에 관한 규
정이고, 제2장은 사회연대(cohesion sociale)에 관
한 규정이다.
입법방식을 보면, 제1장에서는 기존의‘건축 및
주택법전(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
habitation)’을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건축 및 주
택법전의 제3권 서편(序編)의 제목을“주택정책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수정하고 제 1 장의 앞에 서장
(chapitre préliminaire)을 추가하였다. 제 2 장의 경
우에는 기존의 사회활동 및 가족법전(code de l’
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을 개정하는 방식을 채
택하였다.
2. 대항력 있는 주거권의 보장

프랑스에 합법적이고 영속적으로 거주하는 이들
가운데 스스로 주거권을 영유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990년 5월 31일 법률에서 규정하는 주거
권이 보장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각 département 별
로 국가의 대표자(représentant de l’
Etat) 산하에 중
재위원회(commission de médiation)이 설치될 것이
다. 위원회는 매년 주거권 보장 조치의 시행 실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2007년 10월부터).
이 위원회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사회적 주거를
신청하였으나, 법정기한 내에 그 답을 받지 못한 사
람들로부터 제소를 접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우선순
위자를 지정한 후 국가의 대표자에게 긴급수용대상
자의 명단을 전달한다. 국가의 대표자는 각 청구인
에게 맞는 임대기관을 지정하고 그 입주시기를 결정
한다. 선순위자들 중 법정 기간 내에 주거의 제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의 대표
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 제9조
에서 行政訴訟法典 제7권의 제7편에 제7장을 추가
하여 이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소송은 2007년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 행정법원은

이 청구를 인정할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시설에의 수
용을 명할 수 있다.
3. 사회 연대를 위한 조치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초자치단
체인 commune내에 설치된 사회활동센터를 이들의
법률상의 주소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초
로 각종 사회적 원조를 제공한다.
극소규모의 소기업에서 자유직으로 일하는 근로
자를 위해서 이들이 소득 이상의 납세를 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액에 비례하는 사회공
제를 신설한다.
또한 이민자를 위한 사회원조수당도 신설되었는
데, 프랑스 영토 내에서 최소 15년 이상을 거주한 자
중 그 조상이나 후손이 프랑스 내에 살지 않고 그 소
득이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
도록 사회복지수당의 손실을 보충해주는 조치를 취
한다. 끝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활동세대에
게 면세 등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III. 입법의 기대효과
이 법의 시행은 당장 주택난을 겪고 있는 빈곤층
의 문제 해결 및 사회적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고,
세계화의 여파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는 프랑스
시민들에게도 최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경제난 이외에도 각종의 건축규제로
만성적 주택부족을 겪고 있는 프랑스로서는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전사회
적인 노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
로 본다.
오승규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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