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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ᯝၹᱢᮝಽ ᅖḡǎa۵ ǎၝॅ᮹ ᯙe݅ᬕ ᔾ⪽ᮥ ᅕᰆ⦹ʑ ᭥⧕ ᗭाᅕᰆ, ᮹ഭᅕᰆ, Ʊ
ᮂᅕᰆ ၰ ᵝ┾ᅕᰆᨱ šᝍᮥ w۵݅. ᯕ ᵲ ǎၝॅ᮹ ᵝ┾ྙᱽෝ ᅖḡᱶ₦᮹ ᯝ⪹ᮝಽ ݅
Łᯱ ⦹۵ ᵝ┾ᱶ₦ᮡ ‘ᵝÑᅖḡᱶ₦’ᮝಽ ᇩญŁ ᯩ݅.
ᵝÑᅖḡᱶ₦ᮥ ᗭाᅕᰆᩢᩎᨱ ⡍⧉⦹ᩍ ⦹ӹ᮹ ᗭाᱶ₦ᮝಽ ݅۵ Ğᬑࠥ ᯩᮝӹ, ݅
ᙹ᮹ ǎaॅᨱᕽ۵ ᯙeᱢ ᔗ᮹ ʑၹᯕ ࡹ۵ ᵝ┾ᇥᨱ ⧕ݡᕽ۵ ᄥࠥ᮹ ᱶ₦ᮥ ᬕᬊ⦹Ł
ᯩ۵ Ğᬑa ฯ݅. ǎa۵ ᵝ┾ᱶ₦ᮥ ☖⧕ ᯙe᮹ ʑᅙᱢ Ǎ᮹ ⦹ӹᯙ ᵝÑᔾ⪽ᮥ ↽ᗭ
⦽ࠥಽ ᅕᰆ⦹ʑ ᭥⦽ יಆᮥ ʑᬙᯕŁ ᯩ݅.
ᵝÑᅖḡᱶ₦ᮡ ᱥ ĥ⊖ᮥ ⡍ť⦽ ᵝ┾ᱶ₦(a decent home to all)ᮝಽ ᬕᬊࢁ ᙹࠥ ᯩḡ
อ, ǎa᮹ ᩩᔑᱽ᧞ᮥ Łಅ⦹ᩍ, ᱽ⦽ࡽ ᱶ₦ݡᔢ Ḳ݉(ᵝಽ ᱡᗭा⊖ ၰ ᔍ⫭≉᧞ĥ⊖)ᨱ
í ↽ᗭ⦽᮹ ᵝÑᕽእᜅෝ Ŗɪ⦹ʑ ᭥⦽ ᵝ┾ᱶ₦ᮥ ᮹ၙ⦽݅.) ᱡᗭा⊖᮹ ᵝÑྙᱽ ⧕
ᗭෝ ᭥⧕ ŖŖᯥݡᵝ┾ Õᖅŝ zᮡ ⩥ྜྷ ᅕ᳑ᱶ₦ŝ ᵝ┾ ᯥ₉ഭᅕ᳑ᱽࠥ᪡ zᮡ ⩥ɩ ᅕ
᳑ᱶ₦ᮥ ᬕᩢ⦹Ł ᯩ݅.
ᩍ్ ӹ᮹ ᵝ┾ᱶ₦ Ğ⨹ᮥ ᔕ⠕ᅝ ভ, ᔍ⫭ᱢᮝಽ ᱡᗭा⊖ᨱí ᱽŖ⧁ ᧲ḩ᮹ ᵝ┾ᰍ
Ła ᇡ᳒⦽ ভᨱ۵ ⩥ྜྷ ᅕ᳑ᱶ₦ᯕ ᵝ┾ᱶ₦᮹ ᵝࡽ ᙹ݉ᯕᨩ݅. ⦹ḡอ ᵝ┾᮹ ᧲ᱢ ᇡ
᳒ྙᱽᅕ݅۵ ᱡᗭा⊖᮹ ᵝÑእ ᇡ(ݕaffordability)ᯕ ྙᱽa ࡹ۵ ᱱᨱᕽ ⩥ɩ ᅕ᳑ᱶ
₦ᮝಽ ᱥ⪹ࡹᨩ݅.
ᷪ, ֥ ݡᯕ⬥ ᕽǍᨱᕽ ⩥ྜྷᅕ᳑ ᵲᝍ᮹ ᵝ┾ᱶ₦ᯕ ⩥ɩᅕ᳑ᱶ₦ᮝಽ ᱥ⪹⦹í ࡽ
äᮡ ݅ᮭŝ zᮡ ⩥ᝅ ᯙ ভྙᯕᨩ݅.) ℌṙ, ᵝ┾ྙᱽ᮹ ᵲᝍᮡ ᵝ┾ ᯱℕa ᇡ᳒⦽ ä
ᯕ ᦥܩ ᗭा᮹ ᇡ᳒ᮝಽ ᵝ┾ᨱ ᱲɝ⧁ ᙹ ᨧ۵ äᯕ ྙᱽ۵ äᯕ݅. ࢹṙ, ֥ݡ᪡
֥ ݡᅖḡǎa᮹ ᰍᱶᱢ ᭥ʑ۵ ᅖḡǎaa  ᯕᔢ Õᖅᇡྙ᮹ ᅕ᳑ɩᮥ ḡᬱ⧁ ᙹ ᨧ
í ࡹᨩ äᯕ݅. ᖬṙ, ᯕ్⦽ ᅖḡǎa᮹ ᰍᱶ᭥ʑᨱ ⦽ ǎa᮹ ᱶ₦ݚǎᯱॅᮡ ᵝ┾
Õᖅᔍᨦᯱෝ ḡᬱ⦹۵ äᅕ݅ ᵝ┾ၵᬑ᪡ zᮡ ⩥ɩᅕ᳑ෝ ☖⧕ ᵝ┾ᙹᯱෝ ḡᬱ⦹
۵ äᯕ  ᰆ⊽⪵ᱢᯕŁ ᯙ⧩Ł, ᰆᮥ ☖⦽ ྙᱽ⧕đ ႊᦩᮥ ᬒ ᝁ⦹ᩡʑ ভ

) ᵝ┾ᮥ ᯙe᮹ ᅕ⠙ᱢᯙ ǭญᯙ ‘ᵝÑǭ’ᮝಽ ᯙ⧁ ⦥ᖒᯕ ᯩ݅۵ č⧕a ᯩᮭ. ݅อ, ᯕ Ğᬑᨱࠥ ǎaa ᱥℕ
ᯙǍෝ ᭥⦽ ᵝ┾ᮥ Õᖅ⧕ ⦽݅Ñӹ, ℎ⦹۵ ༉ु ᯕॅᨱí ྕഭಽ ᵝ┾ᮥ ᱽŖ⧕ ⦽݅۵ äŝ ࠺ᯝ⦽ ᮹ၙ
ಽ ᯕ⧕ࡹᨕᕽ۵ ᦩࡽ݅۵ č⧕a ḡ႑ᱢᯕ݅. ᵝÑǭᨱ š⦽ ᯕುᱢ ם᮹᪡ ᵝÑǭ᮹ ᯕ⧕ჵ᭥ ॒ᨱ ⧕ݡᕽ۵ “ᕽ
᳦Ɂ, 「ᵝÑᅖḡ᪡ ᵝÑǭ」, 『ᵝÑᅖḡ᮹ ᔩಽᬕ ➉్݅ᯥ』, ᔍ⫭⠪ು, , pp.~.” ₙ᳑.
) Peter King and Michael Oxley, Housing: Who Decides?, Macmillan Press, ,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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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ᯕ݅.
ᯕ ɡᨱᕽ ᔕ⠕ᅕŁᯱ ⦹۵ ၙǎ᮹ Ğᬑࠥ, 「֥ ᵝ┾ჶ(Housing Act of )」᮹ ᱽ
ᱶᮥ ☖⧕ ᅙĊᱢᮝಽ ǎaa ǎၝॅ᮹ ᵝ┾ྙᱽᨱ šᝍᮥ ʑᬙᯙ ᯕ⬥, ݡȽ༉ ŖŖᯥݡ
ᵝ┾Õᖅᱶ₦ ॒ᮥ ☖⧕ ᱡಕᵝ┾(affordable housing)᮹ Ŗɪᮥ ☖⦽ ᱡᗭा⊖ ᵝÑྙᱽᨱ
}᯦⧕ ᪵݅. ə్ӹ ֥ ݡŖŖᯥݡᵝ┾Õᖅᨱ ෙ ᰍᱶᇡݕ, ࠥᝍ ԕ ŖŖᯥݡᵝ┾ᮥ
ᵲᝍᮝಽ ⦽ ኩŅ᮹ Ḳᵲ⪵ ॒ᨱ Ḣ໕⦹í ࡹ໕ᕽ, ᝁȽ ŖŖᯥݡᵝ┾Õᖅᱶ₦ᮥ ᱥ໕ ⠱
ʑ⦹ʑᨱ ᯕౡ݅. ✚⯩ 「֥ ᵝ┾ჶ(Housing Act of )」ᮥ ☖⧕ ŖŖᯥݡᵝ┾Õᖅ
ݡᝁ ᱡᗭाᯥ₉ᯙ᮹ ᵝÑእෝ ᅕ᳑⦹۵ ᵝ┾ၵᬑ(housing voucher) ⥥ಽəఉᯕ ᱥĊᱢ
ᮝಽ ⧪ࡹʑ ᯕౡ݅. ✚⯩ ၙǎᮡ ᩍ ֥ e᮹ ᵝ┾ၵᬑᱽࠥᨱ  ⦽ݡჵᔍᨦᮥ ☖
⧕ ᔍᨦ᮹ ⬉ŝෝ ᇥᕾ⧉ᮝಽ៉ ᱥ໕ᱢᯙ ᔍᨦ⧪ᨱ ෙ ᭥⨹ᮥ ᵥᯕʑ ᭥⧕ יಆ⦹ʑࠥ
⦹ᩡ݅. ᯕ⦹ᨱᕽ۵ ၙǎ ᵝÑᅖḡᱶ₦᮹ ⧖ᝍᱶ₦ᙹ݉ᯙ ᵝ┾ၵᬑᱽࠥ᪡ šಉ⦽ ჶಚℕ
ĥ᪡ ᝅᱽ ᬕᩢႊ ॒ᮥ ᗭ}⦹Ł, ə ᔍᱱᮥ ᔕ⠕ᅕᦹ݅.

,,൚ၔᆹ൧ྮჭဤோ਼ಕඋኧ
1. 1937년 주택법
ၙǎᨱᕽ ǎaa ǎၝॅ᮹ ᵝÑྙᱽᨱ ᅙĊᱢᮝಽ šᝍᮥ aḡŁ ᱶ₦ᱢ ႊᮥ ⧪⦹
۵ ߑ ᯩᨕ ↽Ⅹ᮹ ჶᱢ ɝÑ۵ 「֥ ᵝ┾ჶ」ᨱ ࢱŁ ᯩ݅. ᯕ ჶᮡ ᱽᱶᨱ ᦿᰆ ᖁ 
ၵษ ᵝ ⇽ᝁ ⦹ᬱ᮹ᬱ ᜅ❑Ù(Henry B. Steagall, ၝᵝ)ݚŝ ە ᵝ ⇽ᝁ ᔢᬱ᮹ᬱ ᪡
əթ(Robert F. Wagner, ၝᵝ)ݚ᮹ ᯕᮥ ᕽ ‘᪡əթ-ᜅ❑Ù ჶ(Wagner-Steagall Act)’
ᮝಽ ᇩญʑࠥ ⦽݅.) ᯕ ჶᮡ ᇩᦩᱥ⦹Ł እ᭥ᔾᱢᯙ ᵝÑᔢ┽ ᯝᗭ, ᜍౝ ɝᱩ, ᱡᗭाa
Ǎ᮹ ᵝÑᩍÕ}ᖁᮥ ᭥⦽ ᰍᱶ ḡᬱ, ᝅᨦqᗭ ၰ Ğᱽ⪽࠺ᮥ Ⅺḥ⦹ʑ ᭥⧕ ᱽᱶࡹᨩ݅.
ᯕ ჶᨱ  ၙǎᨱᕽ ᮭᮝಽ ŖŖᯥݡᵝ┾⥥ಽəఉ(public housing program)ᯕ ⧪
ࡹᨩ݅.
✚⯩ ᯝၹᱢᮝಽ ‘Section  ᯥ₉ഭ ḡᬱ ⥥ಽəఉ’ᮝಽ ಅḥ ᵝ┾ၵᬑ ⥥ಽəఉᮡ

) HUD(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Voucher Program Guidebook: Housing Choice, ,
pp.-~-.ₙ᳑.
) ᭥┅⦝ॵᦥ<http://en.wikipedia.org/wiki/Housing_Act_of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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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ᵝ┾ჶ」 ᱽ᳑(Section ) Ƚᱶᨱᕽ እࡽ äᯕ݅. Section ᮡ ᯥ₉ഭ ḡᬱᔍᨦᨱ
š⦽ ᔍ⧎ᮥ Ǎℕᱢᮝಽ Ƚᱶ⦹ḡ۵ ᦫᦹᮝӹ, ࠺ ჶශᨱ  ᔩಽ ᝁᖅࡹ۵ ᩑႊᵝ┾ʑš
(Federal Housing Authority: FHA)ᮝಽ ⦹ᩍɩ ᯕ ჶ᮹ Ƚᱶॅᮥ Ḳ⧪⦹ʑ ᭥⧕ ⦥⦽ ݡ
ಽ ჶಚᮥ ᱽᱶ, ᙹᱶ ၰ ⠱ḡ⧁ ᙹ ᯩ۵ ǭ⦽ᮥ ᇡᩍ⦹ᩡ݅.)

2. 1965년 민간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Section 23 Leased Housing Program)
֥ᨱ 「֥ ᵝ┾ჶ」ᯕ }ᱶࡹ໕ᕽ ၝeᯕ ᗭᮁ⦽ ᵝ┾ᮥ PHAa ᯥ₉⦹ᩍ ᱡᗭा
⊖ᨱí ᰍᯥ₉⦹۵ ⥥ಽəఉᯕ ᯦ࠥࡹᨩ݅. PHA۵ ᯥ₉ᯙ᮹ ᖁᱶ, ᯥݡഭ Ḷᙹ ၰ ᬕᩢ ᮁ
ḡ šญ ॒ᮥ ⦹ݚݕ۵ Ğᬑࠥ ᯩᨩ݅.

3. 1974년 주택법(Housing Act of 1974)
「֥ ᵝ┾ჶ」ᮥ ☖⧕ ʑ᳕᮹ ၝeᯥݡᵝ┾ᨱ ᯥݡ₉ĥ᧞ᮥ ☖⧕ ᯦ᵝ⦽ ᯥ₉ᯙᨱí
ᯥ₉ഭ᮹ ᯝᇡෝ ⑁⡑(coupon) ⩶┽ಽ ḡᬱ⦹۵ ‘Section  Existing Housing Program(ʑ
᳕ ᵝ┾ ᯥ₉ᯙ ḡᬱ⥥ಽəఉ)’, ᷪ ᵝ┾ၵᬑᱽࠥa ᱥǎᱢᮝಽ ᝅࡹᨩ݅. ᯕ ჶශᨱ
 ḡႊᯱ⊹݉ℕ۵ ⧕ ݚḡᩎ᮹ ᵝ┾ᔍᱶᮥ qᦩ⦹ᩍ ᵝÑḡᬱĥ⫮(housing assistance
plans: HAPs)ᮥ ᖙᬑŁ, ʑ᳕᮹ ᯥݡᵝ┾Õᖅ ၰ ᰍÕ⇶ ḡᬱ ⥥ಽəఉᯙ ‘Section  New
Construction and Substantial Rehabilitation(ᝁȽ Õ⇶ ၰ }ప)’ŝ ᯥ₉ഭ ḡᬱ⥥ಽəఉᯙ
‘Section  Existing Housing Program(ʑ᳕ ᵝ┾ ⥥ಽəఉ)’ᮥ ☖⧊⦹ᩍ ᵝ┾ྙᱽෝ ⧕đ
⧕ ⧁ ŝᱽෝ ᦩí ࡹᨩ݅.
‘Section  Existing Housing Program’ᨱ ᮹⦽ ᱶ₦ݡᔢĥ⊖ᮡ b ḡᩎᄥ ᵲ᭥ᗭा᮹
% ᯕ⦹ᯙ aǍᩡ݅. ⧕ ݚĥ⊖ᨱí ᳑ᱶᬵᗭा(monthly adjusted income))᮹ %(ᯕ⬥
ᨱ %ಽ ᦥ׳ḱ)᪡ ⧕ ݚḡᩎ᮹ Ŗᱶᰆᯥݡഭ(Fair Market Rent: FMR) e᮹ ₉ᯕอⓝ

) 「֥ ᵝ┾ჶ」 ᱽ᳑ ၙǎᵝ┾ʑšᮡ ᯕ ჶ᮹ Ƚᱶॅᮥ Ḳ⧪⦹ʑ ᭥⧕ ⦥⦽ ݡಽ ⦹᭥ჶಚᮥ ᱽᱶ, ᙹᱶ ၰ ⠱ḡ
⧁ ᙹ ᯩ݅(Sec. . The Authority may from time to time make, amend, and rescind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Act). ၙǎᵝ┾ʑš(The Authority)ᮡ ᯕ ჶ Section ᨱ  ᝁᖅࡽ ʑš
ᯕ݅.
) ᳑ᱶᬵᗭाᯕ aǍᬱᱥℕ᮹ ᩑᗭाᨱᕽ ᇡ᧲a᳒, יᯙ ⪚ᮡ ᰆᧁᯙ aǍᬱ, ᯱ֡᧲ᮂ ၰ ᮹ഭእ ḡ⇽ŝ šಉ⦽
Ŗᱽɩᧂᮥ ᱽ⦽ ⬥ }ᬵಽ ӹ٩ s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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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ᯥ₉ഭ᷾ᕽ(rent certificates) ⩶┽᮹ ⑁⡑ᮝಽ ḡɪ⦹ᩡ݅.)
FMRᮡ ၙǎ᮹ ,} ḡႊ ᵝ┾ᰆᄥಽ ĥᔑࡽ݅. ↽Ⅹ ᯦ࠥݚ FMRᮡ b ḡᩎᄥ
↽ɝ ᯥ ✙❭ᦥ ࡽݡᯥݡഭ᮹ %(ᵲe ᯥݡഭ, median rent)ෝ ʑᵡᮝಽ ᔑᱶࡹŁ, ᵝ┾
᮹ ໕ᱢᮥ qᦩ⦹ᩍ ᯝᇡ ᳑ᱶᯕ ᯕᨕᲭ݅. ᯕ⬥ FMRᮡ ḡᩎᄥ ᦥ❭✙ ᯥݡഭ᮹ ⦹᭥
%(֥), ⪚ᮡ %(֥)ಽ ᳑ᱶࡹᨩ݅a, ֥ᨱ۵ ᵝ┾aĊᯕ እ ၙǎ ԕ ᔢ
᭥ } ḡᩎᨱᕽอ FMRᯕ ݅ ḡᩎ ԕ ᦥ❭✙ ᯥݡഭ᮹ %ಽ ᳑ᱶࡹᨩ݅.)

4. 주거급여 시범사업(Experimental Housing Allowance Program: EHAP)
ၙǎᨱᕽ۵ ֥ᇡ░ } ࠥݡḡᩎ อ aǍෝ ݡᔢᮝಽ ⅾ ֥e(~֥)
ᵝÑɪᩍ(housing allowance)ෝ ᱡᗭा⊖ᨱ ᝅᱽಽ ḡɪ⦹۵ ᵝÑɪᩍჵᔍᨦᮥ ᝅ⦹
ᩡ݅.) EHAP۵ ᳦ᱥ᮹ ŖŖᯥݡᵝ┾ Õᖅ ݡᝁ ᵝÑɪᩍ(housing allowance)ෝ ᱽŖ⦹۵
äᯕ ᵝ┾᮹ ᙹ ၰ Ŗɪ, ᵝ┾aĊ, ǎaᰍᱶ əญŁ ⧪ᱶᱢ ⊂໕ᨱᕽ ᨕਅ ⬉ŝෝ ӹ┡ԕ
۵ḡ ᝅ⨹⦽ äᯕ݅.
ᯕ ჵᔍᨦ᮹ ༊ᱢᮡ Ⓧí aḡᩡ݅. ℌṙ ษӹ ฯᮡ aǍॅᯕ ᵝÑɪᩍ ჵᔍᨦᨱ
ݡ᮲⦹ᩍ ᵝÑᗭእෝ ۹ต äᯙa? ࢹṙ, ᵝÑɪᩍa ᰆᨱ۵ ᨕਅ ᩢ⨆ᮥ ᵝ۵a? ᖬṙ,
ᵝÑɪᩍa ⧪ᱶᱢᮝಽ ᨕਜí ᯲࠺⦹໑, ⧪ᱶᱢ እᬊᮡ ษӹ ᗭࢁ äᯙa?
ᯕ ჵᔍᨦᨱ  ⧕ݡHUD۵ ݅ᮭŝ zᯕ ⠪a⦹ᩡ݅. ℌṙ, ᵝÑɪᩍ ჵᔍᨦᮡ ᯱa ᗭ
ᮁᯱᯱॅᯕ ᵝ┾ᮥ }᳑ ⪚ᮡ ᮁḡ, šญ⧁ ᙹ ᯩࠥಾ ⦹ᩍ ʑ᳕ ᵝ┾ᰍŁෝ ᅕ᳕⦹۵ ߑ ⬉
ŝa ᯩ݅. ࢹṙ, ᱡᗭा aǍॅ᮹ ᵝÑᯕ࠺(housing mobility)ᮥ ⨩ᬊ⧉ᮝಽ៉ ᅕ݅ ӹᮡ
࠺օෝ ᖁ┾⧁ ᙹ ᯩ݅۵ ᰆᱱᯕ ᯩ݅. ᖬṙ, ฯᮡ ᔍ௭ॅ᮹ ᬑಅ᪡۵ ݍญ ᵝÑɪᩍෝ ḡᬱ
ၼᮡ aǍॅᯕ ᯥݡഭa እ ᵝ┾ᮥ ᖁ┾⦹ḡ ᦫᦹ݅.
֥ ᖅ⊹ࡽ ‘☖ݡಚḢᗮ ᵝ┾᭥ᬱ⫭(President’s Commission on Housing)’۵ ŖŖᯥ
ݡᵝ┾Õᖅ ၰ ᵝÑɪᩍ ჵᔍᨦ᮹ đŝෝ á☁⦽ ⬥ ŖŖᯥݡᵝ┾ᅕ݅۵ ᱡᗭा⊖ᨱ ݡ
⦽ ᵝÑɪᩍ ⥥ಽəఉᯕ ᱡᗭा⊖ᮥ ⏭ᱢ⦽ ᵝ┾ᨱ ᔕí ⦹۵ ᅕ݅ ⬉ᮉᱢᯙ ႊჶᯕ۵ ᱱ

) Alex F. Schwartz, Housing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 Introduction, Routledge, , p..
) Alex F. Schwartz, Housing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 Introduction, Routledge, , p..
) HUD(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Voucher Program Guidebook: Housing Choice,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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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ᯙᱶ⦹ᩡ݅.)

5. 임차료 바우처 프로그램(Rental Voucher Program)
֥ ၙǎ ᮹⫭۵ ჵ ᔍᨦᮝಽᕽ ᯥ₉ഭ ၵᬑ ⥥ಽəఉᮥ ᯙ⦹Ł, ֥ᨱ۵
「֥ ᵝ┾ ၰ ḡᩎᔍ⫭}ၽჶ(the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
」ᮥ }ᱶ⦹ᩍ ᯥ₉ഭ ၵᬑ ᱽࠥෝ Ŗᱢᮝಽ ⧪⍡ ⦹ᩡ݅. ᯥ₉ഭ ၵᬑ ᱽࠥ۵ ᯥ₉
ഭ ᷾ᕽ᪡۵ ݍญ HUDa ᱶ⦽ Ŗᱶᰆᯥݡഭ᮹ ᔢ⦽ᯕ ᱢᬊࡹḡ ᦫᦥ ᱶ₦ᙹɪaǍ᮹
ᵝÑ ᖁ┾ǭᮥ ᅕ݅ ฯᯕ ᅕᰆ⧁ ᙹ ᯩ۵ ᰆᱱᯕ ᯩᨩ݅.

6. 1998년 양질의 주택 및 근로책임법(Quality Housing and Work Responsibility Act of 1998: QHWRA)
֥ ၙǎ ᮹⫭۵ ᯝಉ᮹ ᵝ┾}⩢ჶᦩᮥ ᮹đ⦹ᩍ 「֥ ᧲ḩ᮹ ᵝ┾ ၰ ɝಽ₦ᯥ
ჶ」ᮥ ᱽᱶ⦹ᩡ݅. ᯕಽ ᯙ⧕ ֥ ݡ⧪ࡹᨕ ᪉ ᯥ₉ഭ᷾ᕽ(rent certificates)᪡ ᵝ┾
ၵᬑ(housing voucher) ⥥ಽəఉᯕ ᵝÑᖁ┾ၵᬑ(Housing Choice Voucher: HCV)
۵ ᯕᮝಽ ☖⧊ࡹᨩ݅.) ᯕ ჶᮡ ŖŖ ᵝ┾᮹ šญෝ }ᖁ⦹Ł ᯥ₉ഭᅕ᳑ᱽࠥ᮹ Ԏእ
ᗭෝ ᨧᧁŁ, ᱡᗭाaǍa ✚ᱶḡᩎᨱ Ḳᵲ⦹ᩍ Ñᵝ⦹۵ ྙᱽෝ ⧕ᗭ⦹໑, ᵝၝ᮹ ᯱพᖒ
ᮥ ׳ᯕ۵ äᮥ ༊ᱢᮝಽ ᱽᱶࡹᨩ݅.

,,,ከኒၔᆹ൧ྮჭဤோਅඋၔྦକྭ

) Charles J. Orlebeke, “The Evolution of Low-Income Housing Policy,  to ”, Housing Policy Debate, ().
Fannie Mae Foundation. p..
) ᯥ₉ഭ ᷾ᕽ᪡ ᵝ┾ᖁ┾ ၵᬑ۵ ݅ᮭŝ zᮡ ₉ᯕa ᯩᨩ݅. ᯥ₉ഭ ᷾ᕽ ⥥ಽəఉᮡ ᱶ₦ᙹ⩽aǍa ḡᇩ
⦹۵ ᯥ₉ഭa HUDa ᔑᱶ⦽ Ŗᱶᰆᯥݡഭෝ չᮥ ᙹ ᨧᨩ݅. ᵝ┾ၵᬑ ⥥ಽəఉᮡ ᱶ₦ᙹ⩽aǍa ḡᇩ⦹
۵ ᯥ₉ഭa Ŗᱶᰆᯥݡഭ᮹ % ᱶࠥ ࡹ۵ ᯥݡഭ ḡᇩʑᵡ(Payment Standard)ᮥ Ⅹŝ⧁ ᙹ ᯩḡอ, Ⅹŝᇥᮡ
ᯥ₉ᯙᯕ ḡ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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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법률
⩥⧪ ᵝ┾ၵᬑᱽࠥ᮹ ჶශᱢ ɝÑ۵ QHWRA(USCf)ᨱ ࡹᨕ ᯩ݅. ࠺ ჶශ
ᨱ۵ ⥥ಽəఉᮥ Ḳ⧪⦹۵ HUD᮹ ǭ⦽, ᙹɪᯱ ʑᵡ, ᬵeḡᬱᧂᙹ, ᵝ┾ၵᬑ ḡɪᮥ ᭥
⦽ ᯥݡഭ᮹ đᱶ, ၵᬑḡɪ ᵲ݉ᔍᮁ ॒ᮥ Ƚᱶ⦹Ł ᯩ݅.) ੱ⦽ QHWRAෝ ⧪⦹ʑ
᭥⦽ Ǎℕᱢᯙ ᔍ⧎ᮡ ᩑႊ⧪ಚ( CFR part )ᨱᕽ Ƚᱶ⦹Ł ᯩ݅.
[표 1] 주택바우처 근거법률(42USC1437f)의 주요 내용
조문

주요 내용

(1)

HUD의 권한

(2)

월간 지원액수

(3)

40% 제한 규정: 최초로 주택바우처를 지급받는 가구들의 경우에 임차료가 조정월소득의
40%를 초과하지 못함.

(4)

수급자격기준

(5)

가구소득에 대한 연단위 감독

(6)

수급가구의 선정 및 집주인에 대한 불허 사항

(7)

주택바우처 지급을 위한 임대차계약

(8)

PHA에 의한 주택의 검사

(9)

바우처 지급받는 기간 중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조치사항

(10)

임대료 수준

(11)

PHA 소유주택의 임대에 대한 지원

(12)

조립주택(manufactured housing)의 임대료

(13)

임차인기반 지원에 대한 적용배제

(14)

자가 선택(homeownership option)

(15)

범죄사건의 증인 및 피해자의 이주를 위한 바우처

(16)

행위제한

(17)

거주 시설 보조를 위한 지원

(18)

보훈청 주택

(19)

지원 중단 요건

) ᯱᖙ⦽ ᔍ⧎ᮡ [ᇡಾ ] 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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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의 주요내용

1) 대상계층(42USC 1437f (O)(4))
ᵝ┾ၵᬑ ݡᔢĥ⊖ᮡ ↽ᱡᗭाaǍ(Very Low-Income Family), ʑ᳕ ŖŖᯥݡᵝ┾ᨱ
ᕽ Ñᵝ⦹ ᱡᗭाaǍ, ᯱaᅕᮁⅪḥ ⥥ಽəఉŝ šಉ⦹ᩍ ᵝ┾ၵᬑෝ ḡɪၼᮥ ᯱĊ
ᯕ ᯩ۵ aǍ, ʑ┡ PHAa ᱶ⦽ ᙹɪʑᵡᮥ ∊᳒⦹۵ aǍ ॒ᯕ݅.
42USC 1437f (O)(4)
(4) 수급대상 가구: 이 절에 따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는 최초 수급당시 다음과 같은 저소득 가구이어
야 한다.
(A) 최저소득가구(a very low-income family)
(B) 이 절의 이하 규정에 따라 이전에 지원을 받았던 가구
(C) PHA에 의해 정해진 수급자격 기준을 만족시키는 저소득가구
(D) 「크랜스톤-곤잘레스 국가 저렴주택법(the Cranston-Gonzalez National Affordable Housing Act)」Title IV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보유 촉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택바우처를 수급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
(E) 「1990년 저소득 주택보전 및 거주민 자가소유촉진법」의 제223절 혹은 제226절에 따라 주택바우처를 지
급받을 자격을 갖춘 가구

USC f᮹ ⦹᭥ჶಚᯙ ᩑႊ⧪ಚ CFR.(b))᮹ Ƚᱶᨱ , ↽ᱡᗭाaǍ
۵ HUDa ᔑᱶ⦹۵ ࠥݡḡᩎ᮹ ᩑe ᵲeaǍᗭा᮹ %a չḡ ༜⦹۵ aǍෝ ᮹ၙ⦽
݅. zᮡ Ƚᱶᨱ  ᱡᗭाaǍ(Low-Income family)۵ HUDa ᔑᱶ⦹۵ ࠥݡḡᩎ᮹
ᩑe ᵲeᗭा᮹ %ෝ չḡ ༜⦹۵ aǍෝ ᮹ၙ⦽݅.
ᩑႊ⧪ಚ CFR .ᨱ ໕, ᗭाʑᵡᮡ ⴗ ↽ᱡᗭाaǍ, ⴘ 「֥ ᵝ┾ჶ」
ᨱ  ḡᗮᱢᮝಽ ᅕ᳑ෝ ၼ۵ ᱡᗭाaǍ, ⴙ PHA᮹ ⧪ᱶĥ⫮ᨱᕽ ᱶ⦽ ⇵aᱢᯙ ᙹɪ
ʑᵡᨱ อ᳒┅۵ aǍ ॒ᮝಽ Ǎᇥ⧁ ᙹ ᯩ݅.

2) 바우처 지급기준(payment standard)
ᵝ┾ၵᬑ ᙹɪݡᔢᨱí ḡɪࡹ۵ ၵᬑ ᧂᙹ۵ HUDa ᱶ⦽ Ŗᱶᰆᯥݡഭ(Fair

)  CFR .ᮡ “ᩑႊ⧪ಚ(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part ᮹ section .”ᮥ 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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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Rent: FMR)ᨱ  đᱶࡽ݅. ჶශȽᱶᨱ ໕, ᵝ┾ၵᬑ ḡɪʑᵡᮡ ⧕ ݚᵝ
┾ᯕ ᗭᰍ⦽ ḡᩎ᮹ Ŗᱶᰆᯥݡഭ᮹ %~% ჵ᭥ ԕᨱᕽ ᱶ⧕Კ ⦽݅(USCf
(O)()(B)).
ੱ⦽ HUD ᰆšᮡ b ḡᩎ᮹ PHAᨱí ḡᩎᄥ ᵝ┾ၵᬑ ḡɪʑᵡᮥ ᱽ⇽ၼᦥ ᯕෝ 
ᯙ⧕ ⦹۵ߑ, ᯕভ ḡɪʑᵡᯕ ḡᩎ FMR᮹ %~% ჵ᭥ ԕᯕᨕ ⦽݅۵ ᱱᯕ 
ࡹᨕ ᯩ݅(USCf (O)()(D)).
HUD ᰆšᮡ ᵝ┾ၵᬑෝ ḡɪၼᮡ aǍॅ᮹ ᝅᱽ Ԋᇡ⦹۵ ᯥ₉ഭa ᳑ᱶᬵᗭा᮹ %
ෝ Ⅹŝ⦹۵ḡෝ qࠦ⧕ ⦹໑, qࠦđŝ ᳑ᱶᬵᗭा ݡእ ᝅᱽ Ԋᇡ⦹۵ ᯥ₉ഭ᮹ እᮉᯕ
%ෝ Ⅹŝ⧁ Ğᬑ, PHAಽ ⦹ᩍɩ ḡɪʑᵡᮥ ᙹᱶ⦹ࠥಾ Ǎ⧁ ᙹ ᯩ݅(USCf
(O)()(E)).

42USC 1437f (O)(1)(B), (D) and (E)
(B) 지급기준의 설정: (D)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주택시장 지역에서 주택당 규모별 지급기준은 동일
지역 동일 규모 주택의 공정시장임대료의 11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90%보다 적어도 안된다.
(D) 승인: HUD 장관은 PHA의 지급기준이 공정시장임대료의 90%보다 적거나, 110%를 초과하는지를 알아보고 이
를 승인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 검토: HUD 장관은 다음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i) 임차료 부담을 점검하고 조정월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지급기준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ii)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PHA 지급기준을 수정하도록 PHA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공정시장임대료(Fair Market Rents: FMR)14)
Ŗᱶᰆᯥݡഭ۵ ᵝ┾ ၵᬑ ⥥ಽəఉ᮹ ḡɪʑᵡ, ŖŖᯥݡᵝ┾᮹ ᯥݡഭ ᯙᔢ(renewal rents) đᱶ ॒ ݅᧲⦽ ᵝÑḡᬱ⥥ಽəఉ᮹ ᅕ᳑ɩ ḡɪʑᵡᮝಽ ᔍᬊࡽ݅. HUD۵
ๅ֥ ၙǎ ᱥᩎ᮹ } ࠥݡḡᩎ(Metropolitan Area) ၰ ,} እࠥḡᩎ᮹ FMRᮥ
ᔑᱶ⦹ᩍ ၽ⢽⦹Ł ᯩ݅. b ⫭ĥᩑࠥ(fiscal year)᮹ ᯲ ᱱᨱ FMRᮥ ᔍᬊ⧁ ᙹ ᯩࠥಾ

) HUD(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Fair Market Rents For The Section  Housing Assistance Payments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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ๅ֥ ᬵ ᯝᨱ ၽ⢽⦹Ł ᯩ݅.)
FMRᮡ ⅾ ᯥݡഭ ᩩ⊂⊹ಽ, ᵝ┾ᨱ  ⦽ݡᯥ₉ഭ᪡ ᯥ₉ᯙᯕ ḡᇩ⦹۵ ᵝ┾ ԕ ᖅ(utility)᮹ ᔍᬊእᬊᮥ ⡍⧉⦹Ł ᯩ݅(݉, ᱥ⪵, ⍡ᯕት ੱ۵ ᭥ᖒ TVእᬊ, ᯙ░֘ እᬊᮡ ᱽ).
⩥ᰍ۵ FMRᮡ b ḡᩎᄥ ⠪Ɂ Ƚ༉ ᵝ┾ ᯥݡഭ᮹ ⦹᭥ % ᙹᵡᨱ ⧕݅⦽ݚ. ᯕ۵ ŝ
Ñ }ᬵ ᯕԕ ⩥ᰍ᮹ ᵝÑḡಽ ᯕᵝ⦽ ᯥ₉aǍॅᨱ ᮹⧕ ᱱᮁࡽ ༉ु ᵝ┾ ᵲ ⦹᭥ %
ᙹᵡᨱ ⧕⦹ݚ۵ ᯥݡഭෝ ᮹ၙ⦽݅. ŖŖᵝ┾ᯥݡഭ᪡ zᯕ ᰆᯥݡഭ ᯕ⦹᮹ ᯥݡഭ۵
FMR ᔑᱶᨱ ⡍⧉ࡹḡ ᦫ۵݅.
ᵝ┾ᯥݡഭ ᱶᅕ۵ ʑᅙᱢᮝಽ ֥ ݉᭥᮹ ᯙǍ·ᵝ┾ ᖝᕽᜅ(census) ᯱഭa ⪽ᬊࡽ݅.
֥ ᖝᕽᜅ ᯱഭ۵ ֥ ↽Ⅹ FMR ᔑᱶ  ᔍᬊࡹᨩᮝ໑, ֥ ᖝᕽᜅ ᯱഭ۵
֥ FMR ᔑᱶᨱ ᔍᬊࡹᨩŁ, ֥ ᖝᕽᜅ ᯱഭ۵ ֥ FMR ᔑᱶ  ᔍᬊࡹᨩ݅.

4)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차료
ḡɪʑᵡ ᙹᵡ ⪚ᮡ ə ᯕ⦹ aĊᮝಽ ᵝ┾ᮥ ᯥ₉⦹۵ aǍ۵ ᳑ᱶᬵᗭा᮹ %, ᬵᗭ
ा᮹ %, ᅖḡᯥݡഭ, ⪚ᮡ PHA᮹ ↽ᗭ ᯥݡഭʭḡอ ᯥ₉ഭෝ ḡᇩ⧕ ⦽݅. ḡɪʑᵡ
ᯕᔢᮥ ḡᇩ⧕ ⦹۵ ᵝ┾ᮥ ᯥ⦹ݡ۵ aǍ۵ ᳑ᱶᬵᗭा᮹ %, ᬵᗭा᮹ %, ᅖḡᯥ
ݡഭ ⪚ᮡ PHA᮹ ↽ᗭᯥݡഭᨱ ḡɪʑᵡᮥ Ⅹŝ⦹۵ ᯥݡഭෝ ⦽ อⓝอ ᯥ₉ഭෝ ԕ
⦽݅(USCf (o)()(A) and (o)()(B)). ᵝ┾ၵᬑ ⥥ಽəఉ⦹ᨱᕽ Ḳᵝᯙᨱí ḡɪ
ࡹ۵ ᯥ₉ഭ۵ ᯙɝ᮹ ᅕ᳑ɩᮥ ၼḡ ᦫ۵ ᵝ┾᮹ ᯥݡഭ ᙹᵡŝ እƱ⧕ᕽ ᙹɮ⧁ อ⦽ ⧊
ญᱢᯙ ᙹᵡᯕᨕ ⦽݅.
42USC1437f (o)(2)
(2) 월간 지급액: 제1437a(a)(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구들에게 지급되는 월간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
어야한다.
(A) 임차인 프로그램: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
임차인 프로그램(tenant-based assistance)의 지원을 받는 가구의 경우, 임대료가 paragraph (1)에 따
라 설정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구에게 적용되는 월간 지급액은 임대료가 다음의 액수의
상한액과 같아야 한다.

) ၙǎ᮹ ⫭ĥᩑࠥ۵ ๅ֥ ᬵ ᯝ~ᬵ ᯝʭḡᯥ.

070

최신외국법제정보

United States of America

(i) 가구의 조정월소득의 30%
(ii) 가구의 월소득의 10%
(iii) 공공기관으로부터 복지급여를 받는다면, 가구의 주거비용에 맞게 조정된 급여액의 일부는 가구의 실
제 주거비용에 맞도록 해당 기관에 의해 표시(지정)되어야 한다.
(B) 임차인 프로그램: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임대료
임차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있어서, 해당 가구가 지급하는 임대료가 paragraph (1)에 따
라 설정된 지급기준을 초과할 경우, 월간 지급액은 paragraph (A)의 (i), (ii), 그리고 (iii)의 상한액과 같아
야 한다.

5) 최대임차료부담(Maximum Initial Rent Burden)
↽Ⅹಽ ᵝ┾ၵᬑෝ ḡɪၼ۵ aǍॅ᮹ Ğᬑᨱ۵, ᯥ₉ഭa ᳑ᱶᬵᗭा᮹ %ෝ Ⅹŝ
⦹ḡ ༜⦹ࠥಾ ⦹Ł ᯩ݅. ə్ӹ ⧕ݚᵝ┾ᨱ ĥᗮ Ñᵝ⦹ᩍ, ࢱ ჩṙಽ ᵝ┾ၵᬑ ḡɪ ᝍ
ᔍෝ ၼᮥ ভᨱ۵ ᱢᬊࡹḡ ᦫ۵݅.
42USC 1437f (o)(3)
(3) 40% 상한: 최초로 임차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가구의 경우, 해당가구가 임대료로 지불하도록 요구받은
금액은 조정월소득의 4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6) 임차료 보조액
PHA۵ ᵝ┾ၵᬑಽ ḡɪ⧁ ᙹ ᯩ۵ ḡɪᧂᮥ ᔑᱶ⦽݅. ↽ ݡᵝ┾ၵᬑ ḡᬱᧂᮡ ᵝ┾
ၵᬑ ḡɪʑᵡ(payment standard)ᨱᕽ ݡᔢaǍ᮹ ᳑ᱶᬵᗭा ᵲ %ෝ Ŗᱽ⦽ ɩᧂᯕ
Ñӹ, ᵝ┾᮹ ⅾᯥݡഭᨱᕽ ᳑ᱶᬵᗭा᮹ %ෝ Ŗᱽ⦽ ɩᧂᯕ݅.
ᵝ┾ၵᬑ ḡᬱɩᮡ ݡᔢaǍa ḡɪʑᵡᮥ Ⅹŝ⦹۵ ᙹᵡ᮹ ᯥ₉ഭෝ ԕ ⦹۵ ᵝ┾
ᮥ Ǎ⦽ Ğᬑ᪡ ḡɪʑᵡ ᯕ⦹᮹ ᯥ₉ഭෝ ḡ⇽⦹۵ ᵝ┾ᮥ Ǎ⦽ Ğᬑಽ Ǎᇥ⦹ᩍ ᔑᱶ⦹Ł
ᯩ݅. ᯥ₉ഭa PHA᮹ ḡɪʑᵡᮥ Ⅹŝ⦹۵ Ğᬑ, ᯥ₉ഭ ᱥᧂᯕ ᅕ᳑ݡᔢᯕ ࢁ ᙹ ᨧᮝ໑
ݡᝁ PHAa ᱶ⦽ ḡɪʑᵡᮥ í ࡽ݅.
임대료가 지급기준액보다 큰 경우: 임차료보조액 = 지급기준액 - 조정월소득 30%
임대료가 지급기준액 이하인 경우: 임차료보조액 = 임대료 - 조정월소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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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무
ᵝ┾ၵᬑ ⥥ಽəఉᨱ ₙᩍ⦹۵ ᯥ₉ᯙŝ Ḳᵝᯙ(ᯥݡᯙ)᮹ ₦ྕࠥ ȽᱶࡹŁ ᯩ݅. PHA
۵ ၵᬑ ᝁℎᯱෝ ḡɪݡᔢᯱಽ ᖁᱶ⧁ḡ ᩍᇡෝ đᱶ⧁ ᙹ ᯩ۵ ǭ⦽ᮥ aḡŁ ᯩ݅. ੱ
⦽ ษ᧞ ੱ۵ ⡎ಆჵᴥ᪡ šಉ⦽ ⪽࠺ᮥ ⦹Ł ᯩÑӹ Ŗᵲ᮹ Õv, ᦩᱥ ॒ᮥ ᭥⩲⦹۵ ᯥ₉
ᯙᮥ ♕Ñ┅ʑෝ Ñᇡ⦹۵ Ḳᵝᯙᮥ ᵝ┾ၵᬑ ḡɪݡᔢᨱᕽ ᱽ┍ ᙹ ᯩ݅(USC
f (o)()(C)).
(6) 가구의 선정 및 집주인에 대한 불승인
(C) PHA의 집주인에 대한 불승인
장관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더해서, PHA는 임차인, 임차인 가구, 손님 혹은 해당 가구의 구성원의 통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개입된 다음의 행위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을 거부하거나 거부한 적이 있는
집주인에 대해서 이 조문에 따라 체결된 주거지원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i) 타 임차인 혹은 PHA·집주인·주택관리자로부터 고용된 자의 보건, 안전 및 평온한 생활을 위협하는
행위
(ii) 바로 인접한 사람들의 보건 혹은 안전 평온한 주거생활을 위협하는 행위
(iii) 마약과 관련되어 있거나 폭력적 범죄행위

3. 연방 시행령
ੱ⦽ ᵝ┾ၵᬑ ⧪ᮥ ᭥⦽ ᩑႊᱶᇡ ᵝ ⧪ಚᮡ ݅ᮭŝ z݅. ᯕ ᵲ ᯝၹᱢᯙ ᱡᗭ
ा ᯥ₉ᯙᮥ ḡᬱ⦹ʑ ᭥⦽ ᵝ┾ၵᬑ ⥥ಽəఉᮡ CFR Part (Section  ᯥ₉ᯙḡᬱ:
ᵝ┾ၵᬑ ⥥ಽəఉ)ᯕ݅. ࠺ ⧪ಚᮡ HUD᪡ ḡႊ PHA᮹ ᨦྕ ჵ᭥, ᙹɪݡᔢaǍ᮹ ᖁ
ᱶ ၰ ḡᬱႊჶᨱ ⧕ݡᕽ ᔢᖙ⦽ Ƚᱶᮥ ษಉ⧕ ࢱŁ ᯩ݅([⢽ ] ₙ᳑).
24 CFR part 5(certain cross-cutting requirements): 주택바우처 시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24 CFR part 982(Tenant-based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최저소득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저렴한
민간소유 임대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24 CFR part 983(Project-Based Voucher Program):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를 위해 주택을 건축하거나, 개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주택의 건축이 완료되면, 이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택바우
처를 지급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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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FR part 984(Section 8 Family Self-Sufficiency Program): 바우처를 지급받은 가구들의 경제적 독립과 자립
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4 CFR part 985(Section 8 Management Assessment Program: SEMAP):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지방
PHA의 성과를 측정하는 프로그램

[표 2] 미국 주택바우처 관련 시행령(24 CFR part 982)의 주요내용
시행령 조문
982.1 ~ 982.4
982.51 ~ 982.55

주요내용
프로그램 개요- 권한, 법률적 정의
PHA의 권한, 행정계획작성의무

982.100 ~ 982.163

PHA 예산신청절차 및 관련 의무사항

982.201 ~ 982.207

주택바우처 정책대상, 대기자명부 관리

982.301 ~ 982.355

주택바우처 발급, 주거지원금 지급관련사항

982.401 ~ 982.456

주택품질기준 및 주택검사, 주거비 지급계약

982.501 ~ 982.555

주택바우처 지원대상가구의 의무

982.601 ~ 982.624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주택유형별 기준

,9൚ၔᆹ൧ྮჭྰཷ൴໊
1. 개 요
ᵝ┾ၵᬑ ⥥ಽəఉ᮹ ᯕ⧕ݚᔍᯱ۵ ᮹⫭, ᩑႊᱶᇡ(HUD), b ḡႊ᮹ PHA, ᙹɪaǍ
ၰ ᵝ┾ᗭᮁᯱᯕ݅. ᮹⫭a ᩑe ᩩᔑᮥ ᝍ᮹·᮹đ⦹ᩍ ᩩᔑȽ༉᪡ ᙹɪݡᔢaǍ Ƚ༉ෝ
⪶ᱶ⦹í ࡹ໕, HUD۵ b ḡႊ᮹ PHAᨱí ᩩᔑᮥ ḡɪ⦹í ࡽ݅. b PHA۵ šಉ ჶಚ
᮹ Ƚᱶᨱ  ᵝ┾ၵᬑෝ ᝁℎ⦽ aǍॅ᮹ ᱢᱶᖒᮥ ᝍᔍ⦹Ł, ᙹɪݡᔢᯱಽ ᖁᱶ⦹
í ࡽ݅.
ᙹɪݡᔢᯱa ࡽ aǍ۵ ᯝ ᯕԕᨱ ᯱᝁॅᯕ ᬱ⦹۵ ᵝ┾ᮥ ᦥ PHAᨱí ಅᵝ໕,
PHAa ⧕ ݚᵝ┾᮹ Ḳᵝᯙॅŝ ĥ᧞ᮥ ☖⧕ ᵝ┾ၵᬑෝ ḡ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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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이해당사자와 역할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HUD가 PHA에게
예산지급
주택바우처 규정
등으로 PHA 감독
PHA의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지출
바우처지급에 따른
의무이행
수급가구

주거비지급계약에 따라 PHA와
주택소유자 간 의무이행
임대차 계약

주택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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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의무

1) 임차인의 의무
ᯥ₉ᯙᮡ ᵝ┾ၵᬑෝ ၼʑ ᭥⧕ᕽ۵ ᯥݡᯙŝ ↽ᗭ ֥ ᯕᔢ᮹ ᯥݡ₉ ĥ᧞ᮥ ⧕ ⦹
໑, ᯥݡᯙᨱí ᯥݡᅕ᷾ɩᮥ ḡᇩ⧕ ⦽݅. ᯥݡ₉ĥ᧞ ၰ ၵᬑ ⥥ಽəఉ᮹ Ǎᔍ⧎ᮥ
ᵡᙹ⦹Ł, ᱢʑᨱ ᯥݡഭෝ Ԋᇡ⦹໑, ᵝ┾ᮥ ᳬᮡ ᔢ┽ಽ ᮁḡ⦹Ł, ᗭा ၰ aǍ Ǎᖒᔢᨱ
ᄡ⪵a ၽᔾ⧁ Ğᬑ PHAᨱ ᷪ ಅ ⦽݅.

2) 임대인의 의무
ᯥݡᯙᮡ ᯥ₉ᯙᨱí ⧊ญᱢᯙ aĊᮝಽ ⏭ᱢ⦹Ł, ᦩᱥ⦹໑, ᭥ᔾᱢᯙ ᵝ┾ᮥ ᱽŖ⧕
⦽݅. ᯥݡᯙᮡ ၵᬑෝ ḡɪၼ۵ ⦽, ⧕ ݚᵝ┾ᮥ ၵᬑ ⥥ಽəఉ⦹᮹ ⣩ḩʑᵡ(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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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Standards: HQS))ᮥ ᮁḡ⦹ࠥಾ šญ⧕ ⦽݅. ੱ⦽ ᯥ₉ᯙŝ PHA᪡ ⧊᮹⦽ ᔍ
⧎ᮥ ᵡᙹ⧕ ⦽݅.

3) PHA의 의무
PHA۵ b ḡႊ᮹ ᵝ┾ၵᬑ ⥥ಽəఉᮥ ᬕᩢ⦹໑, ⥥ಽəఉ ᙹɪᯱa ᱢᱶ⦽ ᵝ┾ᮥ 
ᮥ ᙹ ᯩࠥಾ ࠥ᪡ᵝŁ, ᙹɪaǍෝ ݡᝁ⦹ᩍ ᵝÑḡᬱᮥ ᱽŖ⦹ʑ ᭥⧕ ᯥݡᯙŝ ĥ᧞ℕđ
ᨱࠥ šᩍ⦹í ࡽ݅. ᯥݡᯙᯕ ᯥݡ₉ĥ᧞⦹᮹ ᵝ┾ᗭᮁᯱ᮹ ᮹ྕᔍ⧎ᮥ ᵡᙹ⦹ḡ ༜⧁ Ğ
ᬑ, ᵝ┾ၵᬑ ḡɪᮥ ᳦đ⧁ ᙹ ᯩ۵ ǭ⦽ᮥ aḡŁ ᯩ݅. ੱ⦽ PHA۵ ↽ᗭ ֥ᨱ ⦽ ჩ
ᙹɪaǍ᮹ ᗭा ၰ aǍ Ǎᖒᮥ ᰍ᳑ᔍ⧕ ⦹໑, ᙹɪaǍa Ñᵝ⦹۵ ᵝ┾ᨱ  ⧕ݡᵝ┾
⣩ḩʑᵡᮥ อ᳒┅۵ḡෝ ᰍ᳑ᔍ⧕ ⦽݅.

4) HUD의 역할
HUD۵ PHAᨱí ᵝ┾ၵᬑ ḡɪᮥ ᭥⦽ ᩩᔑ ၰ PHA᮹ ⧪ᱶእᬊᮥ ᱽŖ⦽݅. ᵝÑḡ
ᬱᮥ ᭥⦽ ⇵aᱢᯙ ʑɩᯕ ⪶ᅕࢁ Ğᬑ, PHAa ⇵a ʑɩᨱ  ⦽ݡŖ༉ᝁℎᮥ ⧁ ᙹ ᯩࠥ
ಾ ᳑⊹ෝ ≉⦹í ࡽ݅. HUD۵ PHA ⧪ᱶᮥ qࠦ⧉ᮝಽ៉ ᵝ┾ၵᬑ ⥥ಽəఉ᮹ Ƚᱶᯕ
 ᵡᙹࡹࠥಾ ᮁࠥ⦹Ł ᯩ݅.

3. 주택바우처 수급가구의 특성
֥ ʑᵡᮝಽ ၙǎ᮹ ᵝ┾ၵᬑ ᙹɪaǍ۵ ᧞ อ aǍᯕŁ, ᯙǍᙹಽ۵ อ 
ᨱ (݅⦽ݍ⠪Ɂ aǍᬱᙹ .).) ᵝ┾ၵᬑ ᙹɪaǍa ᇡ⦹ݕ۵ ᬵ⠪Ɂ ᯥ₉ഭ۵ ݍ
్ᯕ໑, ᩑႊᱶᇡa ᙹɪaǍᨱ ḡᬱ⦹۵ ᬵ ᯥ₉ഭ۵ ్ݍᯕ݅.
ᵝ┾ၵᬑ ᙹɪaǍ᮹ ᗭा ᙹᵡᮡ ᩑe อ ,ᙹ ్ݍᵡᯕ໑, aǍᬱᙹᄥಽ۵ ,

) USCf(O)()(B)ᨱ Ƚᱶᨱ , ᵝ┾ၵᬑ ḡɪ ݡᔢ ᵝ┾⣩ḩʑᵡᮡ HUD ᰆšᯕ ᙹพ⦹໑, ᯕᨱ
CFR.ᨱᕽ ᔢᖙ⯩ Ƚᱶ⦹Ł ᯩ݅. ᵝ┾⣩ḩʑᵡᮡ ᭥ᔾᖅእ, ᵝ┾Ƚ༉ ၰ ႊჵ, ᮭᵡእŖe, ᩕ⪹Ğ, ᳑
 ၰ ᱥʑ, Õ⇶Ǎ᳑ ၰ ᰍഭ, ԕᇡŖʑḩ, ᔢᙹಽ, Ԋ(lead) ⟹ᯙ✙ ࠥᔪ ᩍᇡ, ᱲɝᖒ, ᇡḡ ၰ ࠺օ᯦ḡ, ᭥ᔾ⪹Ğ,
ๅᩑ ႊḡ ॒ᨱ š⦽ ԕᬊᮝಽ Ǎᖒࡹᨕ ᯩ݅..
) ᯕ⦹᮹ ԕᬊᮡ HUD᮹ ᵝ┾ၵᬑ ᙹɪaǍ ✚ᖒᮥ áᔪ⧁ ᙹ ᯩ۵ ݅ᮭ᮹ ᔍᯕ✙᮹ ԕᬊᮥ ᧞. HUD, “A Picture of Subsidized Households-”.<http://www.huduser.org/portal/pictur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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ᙹ ్ݍᵡᯕ݅. ᙹɪaǍ ᵲ ᩑeᗭाᯕ ,~อ ၙ ్ݍอ aǍᙹa %ಽ aᰆ ฯŁ, 
อ~อ , ్ݍᯙ aǍ۵ %ᨱ ⦹ݍ໑, ᩑeᗭाᯕ , ၙ ్ݍอᯙ aǍࠥ %ᨱ
⦹ݍŁ ᯩ݅.
aǍ᮹ ᵝ ᙹ᯦ᬱᯕ ɝಽᗭा ၰ ᔍᨦᗭाᯙ aǍ۵ %ᯕ໑, ᱶᇡ᮹ ᅖḡɪᩍa ᵝ ᙹ
᯦ᬱᯙ aǍ۵ %ᯕ݅. ḡᩎᗭाŝ እƱ⧕ ᅝ ভ, ḡᩎ᮹ ᵲ᭥ᗭाݡእ ᙹɪaǍ᮹ ᗭा
ᙹᵡᮡ %ᨱ ᇩŝ⦹݅. ᕽ ḡᩎ ᵲ᭥ᗭा᮹ % ᙹᵡᨱ ၙ⊹ḡ ༜⦹۵ aǍእᮉᯕ
%ᨱ ⦹ݍŁ ᯩ݅.
aǍ Ǎᖒ ⊂໕ᨱᕽ۵ ᩍᖒᯕ aᰆᯙ aǍa ᱥℕ᮹ %ᨱ ⦹ݍᩍ, ᙹɪaǍ᮹ ᙹ݅ݡ
a ᩍᖒᯕ aᰆᯙ aǍᯕ݅. aǍᵝ᮹ ᩑಚ ⊂໕ᨱᕽ۵ ~ᖙ ᯕ⦹ aǍa ᱥℕ᮹ %
ᨱ ⦹ݍŁ ᯩ݅. ᯙ᳦ᨱᕽ۵ ᙹɪaǍ ᵲ ⮲ᯙaǍa %ಽ ᦶࠥᱢᮝಽ ฯᮝ໑, ⯩ᜅ➉ܪ
(hispanic) aǍa %ෝ ₉ḡ⦹Ł ᯩ݅. ᙹɪaǍॅᯕ Ñᵝ⦹۵ ᵝ┾ᮡ ⋉ᝅᯕ } ᯕᔢᯕ
%ಽ aᰆ ฯŁ, ⋉ᝅ }(%), ⋉ᝅ }(%) ᙽᯕ݅.
ੱ⦽ ᵝ┾ၵᬑෝ ᙹɪၼʑ ᭥⧕ ݡʑ⦽ ⠪Ɂʑeᮡ }ᬵᯕᨩᮝ໑, ᵝ┾ၵᬑෝ ḡ
ɪၼᮝ໕ᕽ ⩥ ᵝ┾ᨱ Ñᵝ⦹۵ ʑeᮡ }ᬵᯕᨩ݅. ە ᵝ᮹ Ğᬑᨱ۵ ᵝ┾ၵᬑෝ ၼ
ʑ ᭥⦽ ݡʑʑeᯕ }ᬵ, ⋹ญ⡍ ᦥܩᵝ᮹ Ğᬑᨱ۵ }ᬵᯕᨩ݅. ੱ⦽ ە ᮹ Ğᬑ
⠪Ɂ ݡʑʑeᯕ }ᬵ, ಽᜅᧅᲅ౩ᜅ ᮹ Ğᬑ }ᬵಽ ᵝ┾ᙹa ฯᮡ ࠥݡ᮹ Ğ
ᬑ, ݡʑʑeᯕ ʙᨕḥ݅۵ äᮥ  ᙹ ᯩ݅.

9ਡಢ້ัဟ
ᵝ┾ၵᬑ ⥥ಽəఉᮡ HUD᮹ ᵝ┾ᱶ₦ ᵲ aᰆ ᩩᔑȽ༉a ⓍŁ, ᱶ₦ݡᔢᯱࠥ ᩑe ᧞
อ aǍ ᯕᔢᯕ݅. ၙǎ᮹ ᩩᔑ ၰ ᱶ₦ᇥෝ ᩑǍ⦹۵ እᩢญ ၝeᩑǍᗭᯙ ‘ᩩᔑ ၰ
ᱶ₦ᬑᖁᙽ᭥ ᩑǍᗭ(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ᨱ ໕, ֥ ʑᵡᮝಽ
ၙǎ᮹ ᵝ┾ᇡྙᨱᕽ ᩑႊᱶᇡ ᩩᔑᮥ ၼŁ ᯩ۵ aǍᙹ۵ ᧞ อ aǍᨱ ݅⦽ݍ.) ᯕ ᵲ
ᵝ┾ၵᬑ ḡᬱaǍᙹ อ aǍ, ŖŖᯥݡᵝ┾ ᯦ᵝaǍ อ aǍ, Section  Õᖅš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State-By-State Fact Sheets: Federal Rental Assistance”.<http://www.cbpp.
org/files/--hou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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ಉ ⥥ಽəఉ) ḡᬱaǍ อ aǍ, Ⅽᯥݡᵝ┾ᔍᨦḡᬱaǍ อ aǍ ॒ᮝಽ ᵝ┾ၵᬑ
 ᙹɪaǍᙹa aᰆ ฯ݅.
⦽⠙ ᬑญӹᨱᕽ۵ ֥ ᬵ ᯝ }ᱶࡽ 「ᵝ┾ჶ」ᨱᕽ ᱡᗭा ྕᵝ┾ ᯥ₉ᯙᨱí
ᵝ┾ ᯥ₉ഭෝ ⩥ɩᮝಽ ᅕ᳑⧁ ᙹ ᯩ۵ ‘ᵝ┾ᯥ₉ഭᅕ᳑ᱽࠥ(ᵝ┾ၵᬑᱽࠥ)’a ᯦ࠥࡹ
ᨩŁ, ࠺ ჶශᯕ ֥ ᬵ ᯝᇡ░ ⧪ࡹᨕ ᯕ᪡ šಉ⦽ ⦹᭥ ჶಚ᮹ ᱶእa ⦥⦽ ᔢ
⫊ᯕ݅. ✚⯩ ᵝ┾ᯥ₉ഭෝ ᅕ᳑ၼᮥ ᙹ ᯩ۵ ྕᵝ┾ᯥ₉ᯙaǍ᮹ ݡᔢʑᵡ, ḡᬱɩ ᙹᵡ,
⧪ᱩ₉ ၰ ႊჶ ॒ᨱ š⦹ᩍ ⦥⦽ ᔍ⧎ᮥ ☖ݡಚಚᨱ ᯝťᱢᮝಽ ᭥ᯥ⦹Ł ᯩ݅. ݅อ,
ᱶᇡ۵ ᵝ┾ၵᬑᱽࠥෝ ݚᰆ ⧪⦹ʑᅕ݅۵ ⩥⧪ ᵝÑᅖḡᱽࠥᨱ  ⦽ݡᅕ᪥ᮥ ☖⧕ ⦽
ǎ⩶ ᵝ┾ၵᬑᔍᨦᮥ ⇵ḥ⦹ā݅۵ ᯦ᰆᯙ äᮝಽ ಅᲙ ᯩ݅.
ə్ӹ ☖ĥℎ᮹ ‘ᯙǍᵝ┾ⅾ᳑ᔍ’ ᯱഭᨱ ໕, ↽ɝ ֥e(~֥) ᯱaaǍ
እᮉᮡ .%ᨱᕽ .%ಽ ᷾a⦹ᩡᮝӹ, ᱥᖙaǍ(ᬵᖙ ᨧ۵ ᙽᙹᱥᖙ) እᮉᮡ .%ᨱ
ᕽ .%ಽ qᗭ⦹ᩡᮝ໑, ᅕ᷾ɩ ᯩ۵ ᬵᖙaǍ እᮉᮡ .%ᨱᕽ .%ಽ ᷾a⦹ᩡ݅. ✚
⯩ ↽ɝ ᱡɩญʑ᳑᪡ ᵝ┾ๅๅᰆ⋉ℕ ॒ᮝಽ ᵝ┾ᯥݡ₉ᰆᯕ ᱥᖙᨱᕽ ᅕ᷾ɩ ᯩ۵
ᬵᖙ ⪚ᮡ ᬵᖙ ᭥ᵝಽ }⠙ࡹ໕ᕽ, ᱥᖙaǍᐱอ ᦥܩ ᬵᖙaǍ᮹ ᵝÑእ ᇡݕᯕ ᷾a⦹
Ł ᯩ݅. ᬑญӹ᮹ ᵝÑᅖḡᱶ₦ ᵲ ⩥ᰍ ᬵᖙaǍᨱ  ⦽ݡḡᬱݡ₦ᮡ ŖŖᯥݡᵝ┾ Ŗɪ
ᯕᨱ۵ ᄥ݅ෙ ݡ₦ᯕ ᨧ݅۵ ᱱᮥ qᦩ⦽݅໕, ᱡᗭा ᬵᖙaǍᨱ  ⦽ݡḡᬱᱶ₦ࠥ ∊ᇥ
⯩ á☁⧁ ⦥a ᯩᮥ äᯕ݅.
ᯕ్⦽ ⊂໕ᨱᕽ ᱡᗭा⊖᮹ ᵝÑḡᬱᮥ ᭥⦽ ჶශ ॒ ᱽࠥෝ ḡᗮᱢᮝಽ ᅕ᪥⧕ ᪅Ł ᯩ
۵ ၙǎᔍಡa ᱶ₦ᱢᮝಽ ฯᮡ ₙŁa ࢁ ᙹ ᯩᮥ äᮝಽ ᅕᯙ݅. ✚⯩ ⩥⧪ 「ᵝ┾ჶ」 ᱽ
᳑᮹ Ƚᱶอᮝಽ۵ ᵝ┾ၵᬑᱽࠥෝ ᝅ⦹ʑ ๅᬑ ᨕಅᬕ äᮝಽ ❱݉ࡹ໑, ᵝ┾ၵᬑ
ᱽࠥ᮹ ⧪ᮥ ᭥⦽ ᄥࠥ᮹ ᯦ჶ⪽࠺ᯕ ⦥⧁ äᮝಽ ❱݉ࡽ݅. ᵝ┾ၵᬑᱽࠥ᪡ zᯕ ݡ
Ƚ༉ ᩩᔑᮥ ᬕᩢ⦹۵ ⥥ಽəఉᨱᕽ ⩥⧪ ჶශ ᳑⧎อᮝಽ۵ ᬕᩢࡹʑ۵ ๅᬑ Ņ⦹ʑ ভ
ྙᯕ݅. ᵝ┾ၵᬑᱽࠥ šಉ ᯦ჶŝᱶᨱᕽ۵ ⴗ ᱶ₦ḡᬱݡᔢ ᖅᱶ, ⴘ ᵝ┾ᱶ₦ ᙹ݉ e
⬉ᮉᖒ á☁, ⴙ ᯥ₉ഭᅕ᳑ᱽࠥෝ ᭥⦽ ⧪ᱶℕĥ Ǎ⇶, ⴚ ᵝ┾ၵᬑ šಉ ᇡᱶ⧪᭥ᯱᨱ
 ⦽ݡȽᱽႊᦩ, ⴛ ᯥ₉ഭ ᅕ᳑ᱽࠥෝ ☖⦽ ᱶ₦⬉ŝᖒ á᷾, ⴜ ᵝ┾ᯥ₉ഭ ḡᬱᮝಽ ᯙ⦽
ᰆ ᯥݡഭ ᔢ ၰ ᯥݡᵝ┾ Ŗɪ⪶ ݡႊᦩ ॒ᮥ ᔍᱥᨱ ∊ᇥ⯩ á☁⧁ ⦥a ᯩᮥ äᮝ
ಽ ᅕᯙ݅.

) Ḳᵝᯙॅᯕ ᱡᗭा⊖ᨱí ᯥ ⧁ݡ༊ᱢᮝಽ ᅕ᳑ɩᮥ ၼŁ ᵝ┾ᮥ Õᖅ⦹Ñӹ ᙹญ⦹Ł, ⧕ ݚᵝ┾ᨱ Ñᵝ⦹۵ ᱡ
ᗭा⊖ᨱí۵ ᵝ┾ၵᬑෝ ḡɪ⦹۵ ⥥ಽə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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