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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목적
저출산 고령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기존의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은 한계를 보이게 됨
주택건설 및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법 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정책의 방
향을 주거복지로 전환하고자 기존 주택법 을 분법화하면서, 2014년 주거급여법 ,
2015년 주거기본법 을 제정 시행하는 등 주거복지법제의 틀이 크게 변화함
이처럼 주거기본법 의 제정 이후, 기존의 ‘주택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에서 주
거권 보장이라는 ‘주거복지’적 관점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형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 추진하고 있음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2017. 11.
29)’을 시작으로 하여,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 ‘취약계층 고령
자 주거지원 방안(2018.10)’,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2019.2)’을 발표하였으며,
주거기본법 에 따른 법정 계획인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
획(2018.6.28.), 2018, 2019년 주거종합계획(2018.6.28., 2019. 4. 24)을 발표함
-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통한 입법적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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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중심의
주택법제와 주거와 복지의 개념이 융합된 주거복지법제, 그리고 사회복지법제 등
이 복합 중첩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거복지법체계 및 내용이 복잡 다양해지
고 있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에 따른 단편적 입법 조치들이 아니라,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주택법제, 주거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도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해짐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 법제의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
에 부합할 수 있는 주거복지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의 의의
‘주거권’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사회통합을 위한 현행 ‘주거복지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살펴봄

▶ 주거복지 정책 및 입법 추진 동향 분석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 정책의 현황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거복
지 로드맵’ 등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관련 개별 입법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치들은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및 주거 지원의 부분 확대 등 개별 정책 목표 및
수단에 맞추어 단편적인 법률 개정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복지법제의 큰 틀에서의 개선 방안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주거복지법제를 협의의 주거복지법제 및 광의의 주거복지법제로 현황을 구분하
고, 주거기본법 과 주택법 과의 관계, 주택(주거)과 사회복지의 융합법제로의
특징을 도출함
주거기본법 , 주거급여법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
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함
이를 통해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정책의 개발 및 수립 주체,
재정 분담 부분 등으로 구분

하여 문제점을 살펴봄
법 체계 및 형식상 주거복지법제 및 사회복지법제, 주택법제의 중첩으로 인한 문
제점과 주거기본법 과 주택법 과의 관계 문제, 사회주택 등 내용상 아직 입법
화 되지 못한 부분, 관련 법들에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거나, 주택법 분법화
이후 아직 정비되지 못한 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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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법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진되는 주거복지정책 및 입법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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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형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새로운 주거 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법제 전반에 대한 고찰
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통합형 형태의 주거복지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
축과 주거지원 대상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법제 정비 방향으로 제시함.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의 측면에서, 주거 정책의
개발 수립 주체의 개선, 주택공급주체의 다양성 확보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
로의 개편,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측면에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함
주거복지법제 체계상 및 형식상의 개선 방안으로 주택법 의 법률 제명을 ‘주택
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방안,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공적 임대
주택 규정을 통합 정비하는 방안, 주택법 분법화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함
주거복지법제의 내용상의 개선 방안으로 주거기본법 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 ‘사회주택’, ‘공동생활주택’ 에 대한 입법적 기반 마련, 정책 평가 및
지수 등의 개발 근거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 기대 효과
주거복지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 주거 정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에 기여

기초 입법 자료로 활용

▶ 주제어 : 주거권, 주거복지, 사회통합,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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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택, 주거, 사회복지법제의 체계 정립과 법제 정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 Background and Purposes
As the social environment changes significantly, such as the growth of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households with one or two people,
and the housing supply rate exceeds 100%, there is a limit to existing supplyoriented housing polic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Housing Act, which focuses on building and
supplying houses, and to change the direction of housing policy to housing welfare,
the framework of the housing welfare legislation has changed drastically,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Housing Benefits Act of 2014 and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of 2015.
Sinc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the existing supplyoriented housing policies have shifted its paradigm to the view of ‘residential
welfare’ which guarantees housing rights.
In response to this paradigm shift, the government is actively pursuing a sociallyintegrated residential welfare policies.
- Starting with the Housing Welfare Roadmap for the Construction of Socially
Integrated Housing Ladder (Joint Ministries, 2017. 11. 29), ‘Housing for newly
married couples and the young support plan(2018.7), Housing for vulnerable group
and the aged support plan (2018. 10), 2019 Social housing plan wer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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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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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the 2nd Long-term Housing
Comprehensive Plan(2013-2022) was revised (2018. 6. 28), and the 2018, 2019
Comprehensive Housing Plan (2018. 6. 28, 2019. 4. 24) were provided.
- Legislative measures are also actively driven including amendments of the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policies.
As the policy paradigm for housing welfare changes, the housing welfare legislation
is complicated and diversified due to the overlapping of existing housing supplyoriented housing laws, and the blurring of housing and welfare concepts.
In order to continuously implement the social integrated housing welfare polici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mprehensive system
which the policy is based on, not the fragmented measures of individual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ed legislation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housing welfare legislation for the new housing policy paradigm.

. Main Contents
▶ The meaning of ‘Housing Welfare’ for ‘Housing Rights’
The concept and contents of housing rights are reviewed to draw new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housing right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are
examined, and the direction of housing welfare policies that can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is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including the current state of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cost support policies and the current housing welfare
roadmap, are reviewed and the status of relevant legislations are evaluated.
Despite the changes in the policies and legislations, recent housing welfare policies
and legislative measures have been conducted partially by amending laws in line
with individual policy goals and measures, such as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partial expansion of housing support. In the view of framework
of housing welfare legislation, open discussions are still not being actively conducted.

▶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Housing Welfare Legislation
The status of the housing welfare legislation is reviewed dividing into a housing
welfare legislation in a narrow sense and a housing welfare legislation in a broad
sen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on on the fusion of housing and social
welfa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and the
Housing Act are drawn.
The main contents of the relevant law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the Housing Benefits Act, the Act on the Support for Housing Disadvantaged
person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aged, the Act on the Suppor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ves of Tenants in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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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on Housing Welfare Policies and Legislation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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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s related to the promotion system and governance are reviewed categorizing
housing policy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subject,
subject,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and

rental housing supply

financial funding.

As results, problems caused by the overlapping of legal systems among formal housing
welfare laws, social welfare laws, and housing laws, and problems caus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and the Housing Act law,
and problems caused by incompletion of the social legislation are pointed out.

▶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ly Integrated
Housing Welfare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housing welfare legislation for the new housing
policy paradigm, the study establishes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related to
socially integrated housing welfare, and reorganizes the related legisl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customized housing welfare policy centering on the target of the
housing support.
In order to establish cooperative housing welfare governance, the improvements of
the subject who develops and establishes housing policies, the diversification of the
subjects who supply housing, and the improvements of housing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re suggested.
For the formal improvements of the housing welfare legislation, measures such as
changing name of ‘the Housing Act’ to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Supply of
Housing’, integrating public lease housing regulations for the housing support classes,
and improving the legislations due to the separation of the Housing Act are presented.

the role and status of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as a framework act, establishing the legislative grounds for ‘social housing’ and ‘communal housing’, and
establishing grounds for evaluating policies and developing related indexes are
suggested.

. Expected Effects
It will improve the housing welfare legislation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to continuously and stably pursue housing policies such as the
Housing Welfare Roadmap for the Construction of Socially Integrated Housing
Ladder
It will give the direction for the housing and social welfare legislation system for
the future and it will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the legislation.

▶ Key Words : Housing Rights, Housing Welfare, Social Integration,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The Housing Benefits Act, The Act on the Support
for Housing Disadvantaged person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aged,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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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ubstantial improvement of the housing welfare legislation, str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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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 초과됨에 따라,1) 기존의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은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이에
주택건설 및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법 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정책의 방향을 주
거복지로 전환하고자 기존 주택법 을 분법화하면서, 2014년 주거급여법 , 2015년 주
거기본법 을 제정 시행하는 등 주거복지법제의 틀이 크게 변화하였다.
주거기본법 의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주택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에서 주
거권 보장이라는 ‘주거복지’적 관점으로 주택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즉, 기존의 주택공급
을 위한 개발, 시행 등의 제도운영 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적 측면과 시장에
서의 주택공급 안정성 측면에서의 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인해 주택의 양적부족이 완화되고, 평균적인 주
거의 질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 쉽지 않고,
공적 규제가 없는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주거안정성이 취약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 즉,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왔음에도, 장기공공임대주
1) 법제처, ‘ 주거기본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제정) ’ 제 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LSW/lsRvsRsnListP.do?lsId=012314&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2) 관계부처 합동,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17. 11. 29,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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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재고율(6.3%)은 OECD 평균(8%) 이하이며, 청년 신혼 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
대주택 등이 부족하고, 지자체 민간 등과의 협력이 미흡하여 주거복지망 구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의 주거복지 정책을 다음4)과 같이 평가하였다.

청년 일자

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수요자의 특성에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였다.

LH 등 공공사업주체의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저소득

층에게 3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보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에 치중함으로써 주
거정책의 공공성이 약화되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공적규율 대상보다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보고,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순수 민간임대
차 시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임대주택 공급이 정부와 공공사업자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민간부문의 역량 활용이 부족하여 재고 확충에 한
계가 발생하고,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업체계가 미흡하여,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수요
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최근
자 맞춤형 지원,
명성 안정성 강화,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수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의 투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2017년 말 발표하였고,
이를 보완, 구체화하여 이후에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 ‘취약계층 고령
자 주거지원 방안(2018.10)’을 연달아 발표하였으며, 주거기본법 에 따른 2018년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2018.6.28.)’ 및 ‘2018, 2019년 주거종합
계획(2018.6.28., 2019.4.24.)’,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2019.2)’을 확정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후속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3) 관계부처 합동(2017), 앞의 자료, 1쪽
4) 이하의 평가는 관계부처 합동(2017), 앞의 자료,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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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거복지정책은 개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입법적 조치들
도 단편적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
는 “사회통합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주택법제, 주거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도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도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번 연구는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는 주거복지법제의 정비 및 개
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통합형 형태의 주거복지에 관한 협력
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하여 제언을 함과 동시에 주거대상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
복지의 법제도적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3. 선행연구의 분석 및 차별성
선행연구의 경우 주택 및 주거정책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최저주

거기준, 1인 가구 지원 등 개별 주거복지 정책 이슈에 대한 연구,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연구,

주택 및 주거복지

주거복지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법제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주거권의 법리, 최저주거기준,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등 개
별적 이슈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및 개별 법제 개선 방안 등 부분적인 이슈 접근에 관한
논문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주거기본법 제정 이후의 주거법제에 관한 연구나,
최근 사회통합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복지법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의 제시나 새로운 법제도 모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주거대상
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법제도 모델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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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은 개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개별적
인 정책 내용에 치중하기 보다는 주택 및 주거복지법제 전반에 대한 접근을 전제로 한다.
다만 금융, 세제, 주택 공급, 주택 관리, 주택기금 등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보다는 주거급여, 장애인 노인 등 주거약자 지원 등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중점을 두고, 관련 법제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 주거급여법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주거복지법제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 되나, 주택법 ,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
건설 공급 등에 관한 법률도 주거복지의 핵심 정책이 되는 바, 이에 관한 법률도 대상으
로 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복지구현 및 사회통합형 주거복지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제상의 각종 제도적 수단들과의 연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주거복지법제, 주택법제, 사회복지법제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주거복지법제의 정비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편, 최근 발표 추진되고 있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
맵(관계부처 합동, 2017. 11. 29)’,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2018.
6.28.)’, ‘2018, 2019년 주거종합계획(2018.6.28., 2019. 4. 24)’,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2018.7)’,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2018.10)’,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
(2019.2)’ 등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별 입법적 조치들의 타당성,
방향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
련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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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거복지법제, 주택법제, 사회복지법제 전반에 대한 분석, 최신 정책 동향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의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모델의 마련, 주거복지, 주택, 사회복지법제도의 연계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구현 방안, 개별 정책 이슈들에 대한 법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기본적으로 국내 외 문헌 및 정책 동향 분석, 법령 분석,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기초로
하였다. 법제 관련 문헌 이외에도 정책연구 문헌 및 추진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하여 법제
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법령분석의 경우 대상 법령의 제 개정 연혁추적 조
사 및 국회 검토 보고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제 개정 이슈들에 대한 분석, 하위 법령
등의 제 개정 사항 검토도 병행하였다.
법제 개선 방안의 타당성 등 연구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학계 및
법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를 활용하고, 워크숍,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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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의
의의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규범적 의미의 ‘주거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방
향과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절 ‘주거권’의 개념 및 내용
1. ‘주거’의 의미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갖는 ‘주거’에 대한 권리이므로, 권리의 개념 요소인 ‘주거’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유사 개념인 ‘주택’의 개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정법인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5)하고 있다. 이는 주택을 ‘물리적 구조물’이라는 가장 좁은 의미6)로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주거’의 개념은 이러한 좁은 의미의 주택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나, 현
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거나 물리적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

5) 주택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김태영,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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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게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
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7) 따라서 주거는 주택과 관련된 각종 인간관계와 행위라
할 수 있고, 여기에는 가정, 권리, 사회적 관계, 복지, 문화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8)

2. ‘주거권’의 개념
‘주거권’이란 주거를 공급받고 현재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유함으로써 주거
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9) 주거권을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
할 권리”10)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11), “주거에 관한 국
민생활 최저선을 확보할 권리”12)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주거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주거권의 실현 또는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주거정책을 확립하고 실현시켜야 하는가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주거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 도 주거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1) 주거기본법 에 따른 주거권의 개념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는 ‘주거권’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주거권이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
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주거기본법 제2조가 규정하

7) 김태영(2016), 앞의 학위 논문, 10쪽
8) 김태영(2016), 앞의 학위 논문, 10쪽
9) 최승원 김태영(2016),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
8호),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11, 103쪽
10) 이대열, “주거권의 법리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2, 6쪽
11) 이은기, “프랑스의 주거기본권 실현형태로서의 사회주택에 관한 법적 고찰-H.L.M.(저임료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5, 25쪽
12) 하성규, “주거권보장과 서민주거안정-유엔 Habitat 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3집, 한국사회정책학회,
1996,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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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거권 개념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적어도 법률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분명히 했다는 것
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13)
이 법이 주거비 보조(법 제15조), 주거약자 지원(법 제16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법
제17조)과 더불어 주거비, 주거복지, 임대주택 공급, 주거수준 향상, 주택시장 등에 관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법 제3조)을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헌법 과 주거 관련 법률
이 보장하는 주거권이 결코 자연재해나 외부의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생존에 위협을 받
지 않을 정도에 불과한 피난처의 보장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추론케 한다.14) 즉 주거
에 대한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안정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그 내용임을 해석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15)
하지만 주거기본법 이 정의하는 주거권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 “쾌적하고 안정적
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주거권의 개념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가를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주거기본법 의 주거권 정의 규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석문제가 될 것이다.
주거권에 관한 이론적 개념 정의의 논의를 넘어서 실정법으로 주거권의 개념을 인정했
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에서 생
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13) 김희정, “적절한 주거권(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 - 강화된 합리성 심사와 최소핵심의무를 중심으로”, 헌법학
연구 제25권, 한국헌법학회, 2019. 168쪽
14) 김희정(2019), 앞의 논문, 168쪽
15) 김희정(2019), 앞의 논문,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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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에 따른 주거권의 개념
2018년 3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헌법 개정안에는 새롭게 신설되는 기본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주거권’을 도입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권을 “쾌적하고 안정적
인 주거 생활을 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거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주거의
적절성’과 ‘주거의 안정성’을 주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명시한 것이다.
주거권이 단순히 복지 측면에서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
간다운 삶의 전제로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16)의 하나로서 헌법에 명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거권을 이렇게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권리의 인정에 따라 국가를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17)

3. ‘주거권’의 법적 성격
주거권은 국제적으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유래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각종 국제조약과 유엔 결의 및 문서들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으로
이해되고 있다.18)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유권적 측면, 사회권적 측면, 환경권적
측면에서 주거권의 성격이 논의되고 있다.19)
기존에 국내에서는 주거권의 개념, 주거권의 법적 근거 특히, 헌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 이 주거권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면서 주거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
16) 장은혜, “주거권의 법리적 쟁점과 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5, 56쪽
17) 장은혜(2014), 앞의 논문, 51쪽
18) 장은혜, “ . 기본권의 쟁점과 전망
주거권”, 헌정제도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 Issue Paper 2018. 01. 05,
9~13쪽
19) 장은혜(2018), 앞의 Issue Paper,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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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사회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주거권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그 범
위가 확대되어 왔고, 따라서 주거권은 권리의 요소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야 하는가라는 논의는 계속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거권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는 주거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주거복지 또는
주거정책이 필요한가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권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
가에 대한 논의도 주거권의 정의, 주거권의 법적 성격, 더 나아가 주거권의 내용과도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주거권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현행 헌
법 에서는 의미가 있는 논의라고 생각된다.

(1) 학설의 논의
주거권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제1항
에 따라 헌법 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주거권은 자유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환경권
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고 본다.20)
자유권의 개념과 주거권의 내용적 요소를 결합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데,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란 원하는 장소에 자유롭
게 주거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설정한 주거를 이전하고, 외부로부터 주거의 평온함을 침
해받지 않지 않을 권리를 내용으로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권으로서의 주
거권은, 헌법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21) 또는 제16조의 주거의 자유22)로부터 도출

20) 김훈 임숙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개선에 관한 법 정책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7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5, 74쪽; 문준혁,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2호, 사회보장법연구회, 2016. 6., 36쪽; 장은혜(2014), 앞의 논문, 63쪽; 최승원 김태영,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8호),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11, 105쪽 등
21) 장은혜(2014), 앞의 논문, 58쪽
22) 문준혁(2016) 앞의 논문,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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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양 규정 모두로부터 도출된다고 한다.23) 하지만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 주거권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사회권의 개념과 주거권의 내용적 요소를 결합하여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의 개념도 정의할 수 있는데, 사회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
기 위하여 필수적인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은, 헌법 제34조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는 헌법
제35조제1항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도출하며,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개발정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제3항24)으로부터 그 근거를 도출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하여 헌법 제17조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인간의 주(住)가 갖는 일정한 속성을 보호하고,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는 주(住)가 법률에 의해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보장을 담당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25)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주거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는 주거권의 법적 성격,
더 나아가 주거권의 내용 및 한계와 직접 연결된다. 주거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를
주거권의 법적 성격과 연결시켜 정리를 하면, 주거권은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 의 거
주 이전의 자유, 주거의 불가침에 근거)과 사회권적 기본권( 헌법 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에 근거)의 성격을 모두 갖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26) 주거권
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인정하게 되면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주거의 조성
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가, 주거 조성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권리는

23) 최승원 김태영(2016), 앞의 논문, 105쪽
24) 김철수, 헌법학개론 , 박영사, 2005, 879쪽. 허영, 한국헌법론 , 2009, 박영사, 445쪽. 반면에 헌법 제35조제
3항은 주거의 자유의 내용은 아니고, 국가 목표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도출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정종섭, 헌법학원론 , 박영사, 2007, 520쪽).
25) 김희정, “적절한 주거권(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 - 강화된 합리성 심사와 최소핵심의무를 중심으로”, 헌법학
연구 제25권, 한국헌법학회, 2019, 166쪽; 최승원 김태영(2016), 앞의 논문, 104쪽
26) 장은혜, “주거권의 법리적 쟁점과 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5,,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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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준의 조성을 요구할 권리로 한정되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 인간답게 살기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는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현행 헌법 하에서 주거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인정된다면 그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
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인간에게 있어서, 안전한 주거에서 평온한 생활을 자유롭
게 향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는, 현대 사회
에서 우리나라 헌법 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필수요소이다. 따
라서 헌법 개정안에 주거권을 명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판례의 태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주거를 설정하고, 외부로부터 주거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주거권은 헌법 제14조의 거주 이
전의 자유 및 제16조에 직접 근거하여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주
체나 사인으로부터 자유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자신의 주거권을 침해하
는 행위를 배제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27)
하지만 자유권으로서의 주거권은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인
정되는 권리이므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28)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능력이 없는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사회권적 기
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대법원

대법원은 주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들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인 환
경권에 근거한 주거권의 개념을 인정하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7) 이대열, “주거권의 법리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2, 68쪽
28) 장은혜(2014), 앞의 논문,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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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고층 건물의 신축으로 경관권 및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
을 해줄 것을 요구한 사건에서,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
56153)”라고 판결하였다. 물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
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공사 일부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을 검토해보면, 대법원은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
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규정만으로는 환경권이 구체적 권리로 성립할 수 없
고, 환경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법률이 인정하는 내용의 환경
권’이 성립된다고 판결하여, 헌법 에 따른 환경권의 성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
다. 또한 주거에서 “향유하는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이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이 말하는
“주거에서 향유하는 경관 조망 쾌적한 환경”이 바로 주거권의 내용이므로, 사안의 건
물공사가 소유권뿐만 아니라 헌법 에 따른 주거권도 침해한다고 판결하는 것이 더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이 사회적 기본권인 환경권 또는 주거권의 성립에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주거
권’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
거권’(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50413), ‘기본권인 주거권’(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490, 35506)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임대주택법 이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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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인정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의미하거나, 헌법 제16조(주거의 불가침)에
따른 자유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인
정하는 판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주거권과 직접 관련된 결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주거권을 포함한
사회적 기본권을 어떠한 내용의 권리로 보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국민에게 구체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3.05. 15.
2002헌마90)”고 결정하였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정부 또는 국회가 한 조

치가 헌법 에 위반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
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
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7.05.29. 94
헌마33).”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헌법 제34조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주거권과 연결해보면, 국민은 헌법 제34조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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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가 국민을 위하여 특정한 주거정책을 법령을 통하여 시행한 경우, 그
주거정책을 규정한 법령은 주거권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나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에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
제2항29), 제6항30)을 보더라도 이들 규정은 단지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등과 같은
국가활동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객관적 의무만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을 뿐, 개
인에게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 사회복지 또는 재해 예방 등과 관련한 적극적 급부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거나 그것에 관한 입법적 위임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3. 7. 24. 2002헌바51).”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거권과 연결하면, 헌법 제35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국가에게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필요
한 주택정책을 개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이 조항으로부터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즉 헌법 제35조제3항 에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은 도출될 수 없게 된다.
정부 또는 국회가 주거권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주택정책이 헌법 에 위반되는가를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다른 결정도 있다. 헌법재판
소는 정부 또는 국회가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도의 조치’ 역시 국민의 사회의식의 변화, 사회 경제적
29) 헌법 제34조
30) 헌법 제34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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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
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
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
려해야 하므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거권과 연결시켜 보면, 정부 또는 국회가 선택한 특정
한 주거정책이 국민의 “최소한의 주거수준”의 보장을 넘는 수준의 정책이라면, 주거복지
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정부 또는 국회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
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인 정책으로 판단될 수 없다. 또한 정부 또는 국회가 정책적으로
선택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현실적으로 주거권을 실현하기에 부족한 수준인 경우라도
무조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의 결정에 따르면,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 국가의 재정규모, 즉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국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정책은 국가의
다른 복지정책의 추진과도 서로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주거권의 내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결정도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국민이 국
가가 모든 국민에게 1가구 1주택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헌
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저소득층 국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넘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할 국가의 작위의무
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
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11. 19. 2013헌마754).”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주거권을 포함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해석을 보면 국민의 사회적 기본
권을 보호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회권과 관련한 판단에서 국가가 관련 입법을 하지 않았거나 그 입법에 명백한 잘못이
있지 않는 한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사각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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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거 취약자가 헌법재판소에 주거권에 대한 보장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이 청구는
배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31)

4. ‘주거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
(1) 국제적 논의의 검토 필요성
국제사회에서는 주거권을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라 인식하고 이를 법적 권리로 구체
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주거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 상황을 검토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국내에서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주거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32) 유엔, OECD 등
에서는 각 국가의 주거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고, 정책 및 거버넌스 수준 등에 대한 지속
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 주거권 관련 국제 논의의 개요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주거권을 인권으로 인식하고, 모든 인간이 갖는 적절한 생활수준
을 향유할 권리의 하나로 주거권을 선언한 것은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1조제1항으로, 세계인권선언 제25조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거,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였다.33) 세계인권선언이
유엔 회원국에 대한 강제력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긴 하지만, 이 규정은 주거권
과 관련한 대부분의 국제규범이 그 기본 준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규정이다.34)
31) 김희정, “적절한 주거권(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 - 강화된 합리성 심사와 최소핵심의무를 중심으로”, 헌법학
연구 제25권, 한국헌법학회, 2019, 186쪽
32) 김용창,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제3호, 한국지역지
리학회, 2013, 514쪽
33) 김용창,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제3호, 한국지역지
리학회, 2013, 519쪽
34) 김용창(2013), 앞의 논문, 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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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이후 주거권이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
게 한 국제규범은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명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명
‘A규약’ 또는 ‘사회권 규약’)이다.35)
‘자유권 규약’에서는 주거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12조와 제
17조에서 거주 이동의 자유, 거주에 대한 불간섭의 권리를 규정하여 거주권을 자유권의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36) 반면에 ‘사회권 규약’에서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즉 ‘사회권 규약’ 제11조는 “본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37) 가입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거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치들을 각국 정부가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38)
세계인권선언을 조약의 형태로 실현시키기 위해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이 성립
되었는데, 국제사회에서 당사국들의 규약 이행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양 규약은 많은 차이
가 있었다. ‘자유권 규약’은 규약에 따라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규약위원회)를 감독기구로 설립하도록 하였고, ‘인권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규약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할 수 있었다.39)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 장치로서, 규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위원회에 직접 권
리구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청원제도를 규정하고 당사국이 이를 수용하는 내용
의 선택의정서를 만들어 개인청원제도의 운용을 시작하였다.40) 반면 ‘사회권 규약’은 당

35) 김태영,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37쪽
36) 김태영(2016), 앞의 학위 논문, 38쪽
37) 김태영(2016), 앞의 학위 논문, 38쪽
38) 김태영(2016), 앞의 학위 논문, 38쪽
39) 박찬운,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제392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 127쪽
40) 박찬운(2009), 앞의 논문,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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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의 규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감독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었고, 그 결과 정치적 기관인 경제사회이사회가 당사국의 규약이행상
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으나 그 한계는 분명하였다.41) 하지만 유엔은
1985년 경제사회이사회의 의결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규약위원회’)를 설립하여 규약이
행에 대한 당사국의 정기보고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42)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이
러한 정기보고 및 검토 절차를 통하여 당사국이 규약에 따른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를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 주거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성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권규약위원회’
가 1991년에 제정한 ‘일반논평 제4호’에서 주거권의 총체적 개념과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그 후에 제정한 ‘일반논평 제5호’(1994년)에서는 장애인 주거차별 금지, ‘일반논평 제6
호’(1995년)에서는 노인주거, ‘일반논평 제7호’(1997년)에서는 강제퇴거, ‘일반논평 제14
호‘에서는(2000) 건강과 주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43) 특히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
반논평 제4호’는 ‘사회권 규약’ 제11조제1항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adequate hosing)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가장 권위 있는 유권해석으로 인정되고 있으
며,44) 따라서 일반논평 제4호는 당사국이 추진하는 주거정책이 국제법에 따른 주거권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정책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일
반논평 제4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권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1) 박찬운(2009), 앞의 논문, 127쪽
42) 박찬운(2009), 앞의 논문, 127쪽
43) 김용창,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제3호, 한국지역지
리학회, 2013, 519쪽
44) 김용창(2013), 앞의 논문, 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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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의 내용]45)
내 용

내용 구성
강제퇴거, 주거의 임의적 파괴와 철거로부터의 보호

자유권

주거, 사생활 및 가족에 대해 임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거주의 선택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점유의 안전성

수혜권

주택, 토지 및 재산반환(또는 보상)
적절한 주거에 대한 동등하고 비차별적인 접근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주거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주거환경의
적절성

거주에 적합한 최소한의 주거환경 요건
점유안정성, 서비스 및 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절성, 물리적 거주적
합성, 접근의 편리성, 주거입지의 적합성, 문화적 충실성

최근 주거권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주거권을 포함한 사회권과 관련
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즉, 200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46)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의 핵심은 당사국의 사회권규약 이
행상황을 조약감독기구가 ‘심판한다’(adjudicate)는 것이다.47) 그리고 사회권 규약 이행을
감독하는 방법으로 개인청원과 조사절차, 국가간 진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48) 이러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가 2013년 5월 5일에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권과 관
련한 구제절차 도입의 필요성, 의정서 비준문제 등 주거권 관련 쟁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49)

45) 김용창(2013), 앞의 논문, 525쪽
46) 박찬운,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제392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 126쪽
47) 박찬운(2009), 앞의 논문, 128쪽
48) 박찬운(2009), 앞의 논문, 129쪽
49) 김용창(2013), 앞의 논문, 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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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권 관련 국제 논의의 의미
인권(human right)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
를 말한다.50) 국제사회에서 주거권 또는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논의의 역사는, 주거
권을 인권으로 인식하고,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거권의 내용을 규범
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역사라고 규정할 수 있다.51)
우리나라에서 수립하는 주택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9년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때
한국의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제퇴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52)
그 외에도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에 대한 주거 급여 보장, 청년,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
자 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언급하였다.53)

5. ‘주거권’의 내용
주거기본법 의 주거권 정의 규정에 따르면, 먼저 주거권은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벗
어날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즉, 주거권은 1차적으로는 피난처로서 비 바람 등의 자연,
동물이나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54)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50) 박찬운, 인권법 , 한울 아카데미, 2015, 34쪽
51) 김용창(2013), 앞의 논문, 514쪽
52) 이대희,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최종권고안
한국 주거권 실태 유엔 인권 수준에 크게 미달”, 프레시안.
2019.03.12. 기사
53) 이대희(2019), 앞의 기사
54) 김희정, “적절한 주거권(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 - 강화된 합리성 심사와 최소핵심의무를 중심으로”, 헌법학
연구 제25권, 한국헌법학회, 2019,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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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도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의 기준으로 “물리적 거주적합성”을 제시하고 있다.55)
주거기본법 에 따르면 주거권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말한다.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말하는데, 주거생활과
관련해서 받게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는 상 하수도 서비스, 전기 서비스의 중단, 개발
로 인한 주거에서의 강제퇴거, 금전적 이유로 인한 강제퇴거 등56)이 있고, 주거권은 이러
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는 ‘점유의 법적 안정성, 서비스 물 시설
하부구조에 대한 이용가능성, 주거비용의 적절성’을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57) 이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
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기본법 에 따르면 주거권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
활을 할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주거권의 내용은, 주거권이 오직 인간의 생명유
지와 관련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 하에 재산의
사적 생활을 영위하고, 가족 및 사회와 관계하며,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의미한다.58) 결국 주거권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는 것은 주거권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주거권
은 인간존엄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자기 실현의 삶
을 살아가기 위한 장소로서의 조건을 향유할 권리도 포함하는 권리라는 의미이다.59)

55)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4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일반논평 제4호’라 함), E/1992/23. (장은혜, “주거권의 법리적 쟁점과 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5., 64쪽 재인용)
56) 강제퇴거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은혜(2014), 앞의 논문, 65~66쪽 참조
57) 장은혜(2014), 앞의 논문, 64쪽
58) 김희정(2019), 앞의 논문, 171~172쪽
59) 김희정(2019), 앞의 논문,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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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의 기준으로 ‘주거
비용의 적정성, 접근의 편리성, 주거입지의 적합성, 주택의 문화적 적합성’을 제시한 것
은, 주거권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도 그 내용
으로 한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60)

제2절 ‘주거복지’의 개념 및 사회통합과의 관계
1. ‘주거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와의 관계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다. ‘복지’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른 다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언어로서 법률
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61)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으로도 ‘사회복지’의 개념이 명쾌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회복지’란 가족체계와 시장체계의 붕괴로
보편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충족되지 않은 개인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62)
한편,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 에서는 ‘사회복지’ 또는
‘복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주거복지는 사회보장 중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0) 김희정(2019), 앞의 논문, 172쪽
61)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전문위원 최진호),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4. 4. 17쪽
62)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 나남, 2010, 93쪽(김태영,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3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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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정의]63)
법 명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정 의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
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

사회보장기본법

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제3조제4호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거복지’의 개념
주거에 관한 사회복지로서의 ‘주거복지(Housing Welfare)’라는 용어는 사회복지 영역
에서 활성화된 용어는 아니라고 한다. 주거복지라는 용어는 주로 공공의 주택정책 영역에
서 기존의 시장 중심적 주택정책 외에 저소득층 대상의 잔여적 프로그램을 지칭하기 위
해서 사용되거나,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에 오랫동안 실천 활동을 해온 민간주거운동 영역
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64) 하지만 주거에 관한 사회복지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사회복
지 서비스의 중요 내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자 주거복지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65)
학자들이 주장하는 주거복지의 개념을 검토해 보면, ‘주거복지’란 국가를 위시한 공공
부문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라는 견해66), 수혜자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 인프라를 통하여 자신들의

6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의 정의 규정을 정리한 것임.
64) 홍인옥 남기철 남원석 서종균 김혜승 김수현,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 사회평론, 2011, 102쪽,
104쪽(김태영(2016), 앞의 학위 논문, 34쪽, 재인용)
65) 곽인숙,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한국주거학회지 제2권 제1호, 한국주거학회, 2007, 7쪽
66) 김훈 임숙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개선에 관한 법 정책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7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5,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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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조직과
그 서비스 활동의 총체라는 견해67), 개별가구가 기존의 시장이나 주거관련 제도를 통하
여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공하는 조직화된 활동의 총체라는 견해68) 등 많은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69)
한편, 실정법상 ‘주거복지’에 대해서 별도 개념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다. ‘에너지복지’,
‘동물복지’ 와 같이 법령상 ‘복지’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개별 복지 개념
을 실정법상 정의하고 있는 경우는 청소년 기본법 상의 청소년 복지, 아동복지법 상
의 아동복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산림복지’ 정도가 전부이며, 의료복지,
여가복지, 교육복지, 문화예술복지, 관광복지, 근로복지 등의 용어가 별도 개념 정의 없이
광범위하게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마이홈포털’70)에서는 ‘주거복지’란 “쾌적하고 안정적
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부담 가
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거복지의 개념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견해를 검토해 보면, 주거복지는 인간의 주거
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 주거권 실현을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67) 곽인숙(2007), 앞의 논문, 5쪽
68) 최승원 김태영,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8호),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11, 108쪽
69) 주거권과 주거복지의 개념 논의들을 보면, 규범적 의미의 주거권의 의미과 주거복지의 구체적 내용으로서의
정책 제안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즉, 권리로서의 주거권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내용에 대한 부분
을 대개 주거복지의 관념에서 서술하고 있다.
70)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는 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한다(방문일자,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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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복지와 사회통합
‘주택’의 공급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주택 정책’이 ‘주거권’이라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은 주거권의 개념 및 내용을 중심으로 권리로서의 ‘주
거권’ 보장을 개별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하고 보장하는지가 중심이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기능 및 효과와 관련하여 주
목되는 개념이 ‘사회통합’이다. 고령자, 저소득층, 가난한 신혼부부, 가난한 청년 등 경제
적 약자 등의 주거불안의 문제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주
목하고, 사회통합에의 기여 여부가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중
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화 현상, 시장과 경제 성장, 상호 작용의 확대, 다원주의의 확산 등은 우리가 수용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긍정적 현상들인데 비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빈부 격차, 문화
충돌, 환경 파괴, 사회적 가치의 충돌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심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정책적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 통합이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모델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저소득층의 확대나 빈부 격차가 주거문제로 연결되면, 저소득
층의 생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이는 경제적 비용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71) 현재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결혼에 대한 회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저조한 출산율 등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령층의 생활 특수성에 맞는 주거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장애인, 고령층은 더 강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하나로의 연대라는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의 분리 문제도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71) 김훈 임숙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개선에 관한 법 정책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7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5,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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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복지 수단들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주거문제
로 인한 사회의 갈등 발생, 사회의 통합 저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모든 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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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거복지 정책 및 입법
추진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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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거복지 입법 추진 동향
제3절 평 가

제3장

주거복지 정책 및 입법 추진 동향
분석

최근 정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2017. 11. 29)’을 시작으로 하여,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 ‘취약계층 고
령자 주거지원 방안(2018.10)’,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2019.2)’을 발표하였으며, 주거
기본법 에 따른 법정 계획인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2018.6.28.),
2018, 2019년 주거종합계획(2018.6.28., 2019. 4. 24)을 발표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무주택 서민의 낮은 주거 안정성,72)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
는 주거취약 계층,73)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미흡74), 주거정책의 공공성
약화와 주거복지정책의 전달 미흡75) 등에 근거한다.76)
72) 주택 재고 증가(2008년 1,673호에서 2017년 2,031만호로 358만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은 2017년 전국 5.6배이며, 저속득층(소득 1~4분위)은 8.3배 이다. 또한 월세비중의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22.2% 수준으로 높은 임대료 부담을 지고 있으며, 자가 가구에 비해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으로 낮은 거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김혜승 외, “주거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법
제연구원 워크숍 발표 자료, 2019. 8. 27. 4쪽)
73) 주거수준의 전반적 향상에도 여전히 114만 가구(2017년 기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있으며, 주택 이외
의 거처인 고시원,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거주하는 등 최
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의 거주 비율이 5% 내외이다(김혜승 외(2019), 앞의 발표 자료, 5쪽).
74)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비율은 고령가구 34.5%, 기타 저소득층 28.9%, 신혼부부 26.4%, 청년 미혼 6.1%인데, 청년
미혼가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거 안정 및 주거 상향을 위한 주거 지원이 부족하며, 신혼부부는 공공 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육아 등 특화 서비스 지원이 미흡하며, 고령가구는 공공임대 주택과
주거 급여의 비중이 높지만, 돌봄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주택이 부족하며, 기타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급여의 비중이 높지만 거주 환경이 취약하고, 수요가 많은 문제가 있다(김혜승 외(2019), 앞의 발표 자료, 6쪽).
75) 2017년 기준으로 임차가구는 820만 가구,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6.7%(OECD 평균 8%)로 여전히 OECD 및 주
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분환전환형 임대주택과 민간 역량 활용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공성 측면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현장 조직 및 인력의 부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미흡으로 주거복
지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김혜승 외(2019), 앞의 발표 자료, 7쪽).
76) 김혜승 외(2019), 앞의 발표 자료, 4~7쪽에서 제기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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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이러한 정책들은 법
령 개정을 통한 입법적 조치들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내용들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
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입법 추진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 주거복지 정책 추진 현황
정부에서 추진 발표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정책, 주거급여로 대표
되는 주거비 지원 정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최근의 정책은 이러한 정책들을 수요자
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 공적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르면,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자77)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 또는 임차(공공매입임대주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공분양 주택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이에 따
라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건설
을 통해 임대하는 방식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주택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77) 공공주택 특별법 제 4 조(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 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
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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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법 제2조1의2, 1의3).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공적 임대주택
에 포함될 수 있다.
[공적 주택의 유형]78)

특히 공적 임대주택 중 공공 임대주택 정책은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으로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한 것으
로 평가된다.79) 이러한 공공 임대주택 정책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
식이 건설을 통한 공급방식에서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방식으로 다양화 되었다.80) 또
한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혜자가 고령자, 신
혼부부, 청년층, 중산층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물량공급 위주의 정
책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81)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공공임대주택이 어떻게 변
화되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78) 김혜승 외, “주거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발표 자료, 2019. 8. 27., 15쪽
79) 천현숙,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국토 제422호, 국토연구원, 2016.12, 7쪽
80) 천현숙,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진단 및 향후 과제, 부동산 포커스 제105호. 한국감정원. 2017, 27쪽
81) 천현숙(2017), 앞의 논문, 28쪽~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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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 임대주택 정책의 변천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을
통하여 임대하는 방식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다시 임대하는
방식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공적 임대주택의 도입 및 발전과정]82)

1) 장기공공 건설 임대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1989 1993, 2009년 재개)
정부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정부가 영구임
대주택 19만호를 포함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부터이다.83) 즉, 노태우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저소득층 주거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1988년부터
82) 김혜승 외(2019), 앞의 발표자료, 16쪽
83) 김근용 김혜승 박천규 이윤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 2015,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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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까지 소득계층별 주택공급계획이 포함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안에 영구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포함시켰다.84) 영구임대주
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분위 10분위를 기준으로 1분위 계층이었다.85)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정책은 19만호를 공급86)하고 중단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정책을 중단하고 50년 임대주택을 도입하였다. 50년 임대
주택은 영구임대주택 대체 유형과 재개발에 따라 확보한 50년 임대주택이 혼재한다.87)
5년 및 50년 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을 계획했던 김영삼 정부는 8만호의 50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88)
김영삼 정부 시설 중단되었던 영구임대주택은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재개되었다. 이명
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에
따라 기존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대체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였다.89)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국민임
대주택의 건설촉진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은 보금자리주택90)의 원활
한 건설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91)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료가 시

84) 김근용 김혜승 박천규 이윤상(2015), 앞의 보고서, 20쪽
85) 김근용 김혜승 박천규 이윤상(2015), 앞의 보고서, 20쪽
86) 김근용 김혜승 박천규 이윤상(2015), 앞의 보고서, 22쪽
87) 최은희 조승연 임덕영 이슬해, 공공임대주택 미래 모델 개발과 향후 정책 로드맵 구상 연구 , 토지주택연
구원, 2017, 16쪽
88) 김근용 김혜승 박천규 이윤상(2015), 앞의 보고서, 22쪽
89) 김근용 김혜승 박천규 이윤상(2015), 앞의 보고서, 21쪽
90) 보금자리 주택은 보금자리주택사업자의 시행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
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을 말한다(김훈 임숙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개선에 관한 법 정책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7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5, 75쪽).
91) 김훈 임숙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개선에 관한 법 정책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7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5,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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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30%인 영구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총 80만호) 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92)
국민임대주택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 등 주거불안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민임대주택을 도입하였다.93) 1998년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계획이 수립되면서 공급
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공급목표가 100만호까지 확대되었으며, 국민임
대주택은 소득분위 10분위 중 소득 4분위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급되었고, 기존에
10년형과 20년 형으로 구분되어 있던 임대의무기간을 30년으로 통합하였다.94)
김대중 정부의 주택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2003년 9월 ‘서민 중산층 주거안
정 지원 대책’을 통해 국민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승계 구체화하였다.95) 또한 노무현
정부는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50만호 건설도 계획하였다.96)
행복주택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
게 공급주택의 80%를 배분하고 나머지 20%를 저소득층과 고령자에게 배분하는 행복주
택을 도입하였다.97)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계층 유형별로 다양하
고,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120%이하로 확대하여 소
득 5분위 이상의 계층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소득기준보다도 생애주기별 특
성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서 의의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98)

92) 김근용 김혜승 박천규 이윤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 2015, 21쪽
93) 김근용 김혜승 박천규 이윤상(2015), 앞의 보고서, 21쪽
94) 김근용 김혜승 박천규 이윤상(2015), 앞의 보고서, 21쪽
95) 김근용 김혜승 박천규 이윤상(2015), 앞의 보고서, 21쪽
96) 김근용 김혜승 박천규 이윤상(2015), 앞의 보고서, 21쪽
97) 천현숙,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진단 및 향후 과제”, 부동산 포커스 Vol. 105, 한국감정원 부동산 연구원, 2017.
2, 25쪽
98) 천현숙(2017), 앞의 논문,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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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란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
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임대기간(5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은 전두환 정부에서 처음 공급되었는데, 이는 임대
주택의 공급목적이 주택취약계층 보호가 아니라 시장의 안정이었다.99)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김영삼 정부이다. 김영삼 정
부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하면서 임대조건
과 매각조건을 차등화했는데,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공공임
대’를 도입했다.100) 5년 공공임대는 공급을 받은 후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는데, 입주자격이나 소득 제한 없이 무주택자면 입주가 가능했다.101)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소득계층별로 임대주택
을 분류 공급하는 쪽으로 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는데, 그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10년 장기 임대’를 신설하였다.102) 이 제도는 자가보유가 가능한 소득계층에게
중소형 주택을 저가로 장기간 임대한 후에 내집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임대의무기간 10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103)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은 2006년 5월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 건설되었다.104)

99) 김원진 “공공임대주택 30년, 이젠 ‘관리’다”. 주간경향(1306호). 경향신문사. 2018. https://weekly.khan.co.kr/
khnm.html?mode=view&artid=201812101538201, 방문일자 2019. 10. 10
100) 김원진, “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2)”. 경향비즈, 2019 10 10.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
=201910100600125#csidx087bba73242cb1f90ab8cb8a07e1e79, 방문일자 2019. 10. 20
101) 김원진(2019), 앞의 기사
102) 김원진(2019), 앞의 기사
103) 이순배, “조기분양전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토지공법
연구(제7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171쪽
104) 이순배(2015), 앞의 논문, 167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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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기조는 이후에도 유지되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명칭 아래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10년 20년
임대주택을 공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대기간 20년이 보장되는 ‘행복주택’을 도입
했다.105)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2만2000호 공급했지만, 2018년에는
공급물량을 1만4000호로 줄였는데, 이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106)
김영삼 정부 출범부터 2017년까지 매년 공공임대의 28%가 분양으로 전환되었고, 24년
간 분양전환으로 공급된 누적 물량은 현재를 기준으로 약 90만 가구라고 한다.107)

3) 매입 및 전세임대

노무현 정부는 2003년 5월 ‘소득계층별로 차별화한 주거복지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
는데, 최하위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으로 국민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정책을 제시하였다.108) 다가구매입임대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
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을 매입, 개 보수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입주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도 모부자 가정, 저소득장애인, 아동보호
시설 퇴거자, 갱생보호자도 포함되었다.109) 임대기간은 최장 40년으로 영구임대주택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이었다.110)

105) 김원진(2019), 앞의 기사
106) 김원진(2018), 앞의 기사
107) 김원진(2019), 앞의 기사
108) 박신영, “참여정부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내용과 성과”, 한국사회정책 제13집, 한국사회정책
학회, 2006, 209~210쪽
109) 박신영(2006), 앞의 논문, 212쪽
110) 박신영(2006), 앞의 논문,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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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여정부의 다가구매입임대의 대안적 공급 방안으로 2005년 4월에 주택을 임대
하여 전세로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입주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부도임
대 퇴거자이고, 임대기간은 최대 6년이었으며, 임대료 수준은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이었다.111)
최근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신규 건설방식의 비중이 감소하고 매
입임대 및 전세임대 방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은 별도의 건설 과정이 필요 없이 수요변화에 즉각적
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도심에서 저소득층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주거를 공급한다는 장점
이 있기 때문이다.112)
[정부별 공공임대주택 공급(매입․전세임대 포함)추이(준공기준)]113)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39.4만호

45.5만호

55.9만호

연평균 13.9만호 공급 계획

4) 공공지원 민간임대

박근혜 정부는 민간이 공공의 자금을 지원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여,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개정하면서, ‘기업형임대주택’(뉴스
테이. New Stay)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114) 뉴스테이 정책은 전월세 시장의 구
조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115) 임

111)
112)
2,
113)

박신영(2006), 앞의 논문, 213쪽
천현숙,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진단 및 향후 과제”, 부동산 포커스 Vol. 105, 한국감정원 부동산 연구원, 2017.
28쪽
김혜승 외, “주거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발표 자료, 2019. 8. 27., 21쪽

114) 진미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부동산 포커스. 한국감정원. 2017(vol.104). 19쪽
115) 진미윤(2017), 앞의 논문,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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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택 건설에 공공의 지원을 받는데도 지나치게 임대료가 높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어 서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뉴스테이 실적(2015 ~ 2017)116)]
2015년

2016년

2017년(목표)

영업 인가

1.4만호

2.9만호

4.2만호

입주자 모집

0.6만호

1.2만호

2.2만호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주
택 체계를 공적 지원과 공적 규제의 강도에 따라 재편하기 위하여,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주택’으로 개편하였다.117) 공공지원주택은 임대기간(8년 이상),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초기임대료(표준임대료 이하), 입주자격 제한(무주택자 우선공급, 정책지원계층 특별공
급) 등을 규제하여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118)
[연간 공공지원주택 공급계획(부지확보 기준, 만호)]119)

116)
117)
118)
119)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평 균

계

4.0

4.0

4.0

4.0

4.0

20.0

4.0

리츠 펀드형

3.3

3.3

3.3

3.3

3.3

16.5

3.3

소규모 정비사업형

0.2

0.2

0.2

0.2

0.2

1.0

0.2

집주인 임대사업형

0.5

0.5

0.5

0.5

0.5

2.5

0.5

진미윤(2017), 앞의 논문. 21쪽 편집함.
관계부처 합동,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17. 11. 29, 46쪽
관계부처 합동, 앞의 주거복지 로드맵, 43쪽
관계부처 합동, 앞의 주거복지 로드맵,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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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비 지원
(1) 주거비 지원의 의의
앞에서 ‘주거’라는 개념은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주택과 관련
된 가정 권리 사회적 관계 복지 문화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120) 그렇다면 ‘주거비’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쾌
적한 주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21) 이러한
주거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은, 직접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정책
보다 저소득층의 주거를 보장하는데 더 경제적 효율성이 있고, 수혜자가 거주지역 및 주택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122)

(2) 주거비 지원 정책의 변천
1) 주거급여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생활보호법 에서는 생계보호를 위하
여 지급하는 ‘생계급여’에 주거비를 포함시켜 지급하였다.123) 그 후 (구)생활보호법 을
대체하여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통합 급여 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되어 ‘주거급여’를 생계급여 등과 독립하여 규정하였다.1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
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을 지급하는 것이었다.125)
120) 김태영,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10쪽
121) 김태영(2016), 앞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121쪽
122) 김훈 임숙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개선에 관한 법 정책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7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5., 82쪽
123) 최승원 김태영,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8호),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11, 115쪽
124) 최승원 김태영(2016), 앞의 논문, 115쪽
12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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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주거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및 주거기본법 제15조126)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법 이 제정되었다.
주거급여법 시행으로 주거급여의 소관부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주관하는 보건
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으로써,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정책 중 공공임대주택정
책, 전세지원정책 외에 주거급여지원정책까지 포괄하여 주택정책을 총괄하게 되었다.127)
주거급여법 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
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주거급여법 은 이러한 주거급여의 수급권자의 요건으로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128) 그러나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
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
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129) 이에 현재는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2018.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126)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27) 이호근, “주거급여법 도입과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권확보를 위한 주거정책 및 법 제도 개선방안”, 사회보장
연구 제31권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5, 14쪽
128) (구)주거급여법(법률 제15119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 5 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
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
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9) 법제처, 주거급여법(법률 제15358호, 2018. 1. 16., 일부개정) , 제 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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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주거급여부터 해당 수급요건이 적용된다.
주거급여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 등’의 임차인에게는 임차료가 지급되는데, 주거
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에서는 주택법 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 사
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미신고시설 포함), 그 밖에 소매점, 미용
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
는 시설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임차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6조).
지급되는 임차료의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주거급여법 은 국토교통
부장관은 가구규모, 주거기본법 제17조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
대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법 제7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는 임차급
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라고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거급여법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
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의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에서는 구체적인 임차급여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130)
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1995&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1.
임차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
130)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 7 조(임차급여의 지급기준)
한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한
다)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
다)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제1항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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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도시기금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주거비 지원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
금으로 개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기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도시기금의 운영
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이 제정(2105.01.06. 제정)되었다.131) 주택
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은 주택건설사업지원, 주택전세 및 구입수요자 자금지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132) 주택전세 및 구입수요자에 대한 자금
지원 제도로는 무주택서민 근로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저소득층 도시영
세민들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임대자금지원, 전세가격 안정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자금지원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자금 지원 상품으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버팀목 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
금 등이 있다.133)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공사가 주
택저당채권과 학자금 대출채권의 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이 제정(2003.12.31. 제정)되었다.134) 한국주택공사의
업무 중 신용보증은 주택 또는 준주택 수요자가 주거목적으로 주택 혹은 준주택을 구입
하거나 임차(전세 포함)하기 위한 자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물
채무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담으로 보증을 해주는 제도이다(같은 법 제2조제
8호).13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감소시켜줌으로써

~
(생 략)
131) 법제처,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2989호, 2015. 1. 6., 제정) 제 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
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2226&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132) 최승원 김태영,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8호),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11, 118쪽
133) 최승원 김태영(2016), 앞의 논문, 118쪽
134) 법제처,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7030호, 2003. 12. 31., 제정) 제 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
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9591&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135) 최승원 김태영(2016), 앞의 논문,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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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약한 서민들의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해줌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136)

3. ‘주거복지로드맵’ 등 최근 정책 동향
(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37)
문재인 정부는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쉽지
않고, 공적 규제를 받지 않는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놓아 주거안정성이
취약하고, 청년 신혼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이 부족하여 주거복지망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취업

결혼

출산, 저소득

중산층 진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여 세대간 계층 간 사회통합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7년
11월 29일에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하 ‘주거사다리 로
드맵‘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주거사다리 로드맵의 기본 방향은 생애단계별 소득 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하
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자는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
추어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 신혼 고령가구에 지원을 집중하였다. 후자는 무주택 서민 실수
요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임대료의 주택을 좋은 입지에 충분히 공급하여 주거
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6) 최승원 김태영(2016), 앞의 논문, 120쪽
137) 이하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17. 11. 29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자료로, 개별 각주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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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138)
지원 계층

주요 정책
5년간 청년주택 30만실(주택 25만 + 기숙사 5만) 공급
청년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7만)과 매입 전세임대(6만)
청년 공공지원주택 : 12만실 청년(신혼 포함) 공급
대학교 기숙사 : 입주인원 5만명 확대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청년층

청년(만 29세 이하)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청년(19세 ~ 25세) 전세대출 지원 강화 : 단독세대주도 대출 가능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 월 대출한도 확대(30만원

40만원)

주거관련 정보 교육 제공
주거정보 제공 강화 : 마이홈 포털을 대학 홈페이지와 연계
주거관련 교육 강화 : 주거복지센터 등이 대학교, 청년단체와 연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15

30% 확대

매입 전세형 신혼부부 임대를 신규 도입
지원대상 확대 :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신혼부부

분양형 임대형을 수요자가 선택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등 맞춤형 주택단지 조성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전용 구입 전세자금 대출 도입, 이자부담 경감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현금보조,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 연계 임대주택 5만호 공급

고령층

맞춤형 건설임대 3만호 및 매입 임차형 2만호 공급
영구임대 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 추가

138) 관계부처 합동,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17. 11. 29.을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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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주거약자용 주택의 홀몸 어르신 희망 시 안심센서 설치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 지원
연금형 매입임대로 활용, 집주인 임대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주거급여인 수선유지급여 외에 편의시설 지원금액 50만원 추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일반가구에 공공임대주택 27만호, 공공지원임대 14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개 등 기능 강화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
기준임대료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종합생활지원 실시 : 취약가구 정기방문 상담, 자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동 빈곤가구 주거환경 개선 등 극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정책모기지의 공공성 효과성 강화 추진
구입 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실수요자 집중 지원
단계적으로 유한책임대출(채무자 원리금상환 책임을 저당권이 설정된 해

저소득,
취약가구

당주택으로 한정)을 모든 기금대출로 확대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과 NGO 서비스 연계 제공
매입임대 공가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제공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 NGO 등에 운영비 지원
중증장애인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 무상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입주대상
에 추가
그룹홈 활성화
개인 운영 그룹홈에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지원
재난 재해 피해주민 주거 지원
긴급지원주택 또는 전세임대를 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로 제공
모듈러주택 활용 방안 검토
파손주택 복구 지원
기존주택 내진 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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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139)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총 65만호) 공급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생애단계별 맞춤형으로 연평균 13만호 공급
건설형 연 7만호, 매입형 연 2.6만호, 임차형 연 3.4만호 공급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총 20만호) 공급
공공지원주택이란 민간이 소유하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
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을 말함
연평균 리츠 펀드형 3.3만호, 소규모 정비사업형 2천호, 집주인 임대사업형 5천호 공급
분양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주택 분양물량을 연평균 3만호로 확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 확대
안정적은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
특별공급제도 개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시 미성년 영유아 자녀수에 비례하여 가중 배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제도 도입 및 인터넷 청약 접수

(2)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140)

문재인 정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 ~ 2022)의 전반기 5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제2
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을 발표하였다
139) 관계부처 합동,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17. 11. 29.을 정리한 자료임.
140) 이하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2018. 6; 국토교통부, “2018 주거종합계획”,
2018. 6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자료로 개별 각주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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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고히 추진하여 2022년에는
주택보급율 110%에 달하고, 공적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재고도 400만호에 달하는 등
국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의 3대 정책 목표를 달성을 위한 5대 정책 방향141)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생애단계(청년 신혼 중
장년 고령)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
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촘촘한 주거
안정망 구축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 최저주거기준 개편 적정주거기준 도입, 주거실태조
사를 개선하는 등 적정한 주거생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
임대기간(4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동록임대주택 재고를 ‘22년
까지 200만호를 확보한다. 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
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한다. '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
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 또한
임대 등록시스템 및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141) 이하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2018. 6,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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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2018년부터 22년까지 신규주택 수요 추정을 토대로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관리하고,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는 후분양을 활성
화한다. 한편,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사회적 금용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HUG의 공적보증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주택 통계 시스템 정비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거래투명성을
강화한다.
미래에 대비하는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 관리 강화
주택 품질기준 강화,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확대 및 부실시공업체 선분양제한
등을 통해 주택 품질을 향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를 통한 제로에너지 주택 보급 및 친환경 건축자재 단지설계 R&D를 추진한다.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기준 개선, 모듈러 주택 및 스마트홈 기술 개발 및 보급기반 확대
등 미래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지역주민 간 커뮤니티 공간
확보, 공동주택 생활 문화 조성 및 분쟁조정 기준 마련,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단지 설계를 적용하는 등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문화를 구축한다.

2) 2018년 주거종합계획142)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2018
년 주거종합계획 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서민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대해 맞춤형 주거지원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17.2

142) 이하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2018. 6,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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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최대 136만 가구 지원 , 저리의 주택
도시기금으로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20만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후
분양을 활성화 하겠다고 하였다. LH 18년 분양예정물량 중 2개단지(시흥, 장현 등)를
2019년도에 후분양을 실시하고,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 기금대출
지원 강화 및 후분양 대출보증을 개선한다. 세 번째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및 하자판정기준 개선 등 주택품질을 개선하고,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 추진 및 빈집밀집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3) 2019년 주거종합계획143)
국토교통부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어진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고품질의 편안
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1)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첫 번째로 공적 임대 17.6만호(공공임대 13.6만호, 공공지원 4.0만), 공공분양 2.9만호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하여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전세 건
설임대도 적정 공급(매입임대 3.1만호, 전세임대 4.5만호, 건설임대 6만호)한다. 두 번째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하여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확대(18년 3만호
19년 4.3만호), 공공지원주택 3천호 우선 공급,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한다. 또한 맞
춤형 청년주택 5.3만실(4.1만호) 공급, 고령층을 위하여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
춤형 공공임대 5천호(건설형), 매입 전세 임대 4천호 공급한다. 세 번째로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하여 공적임대주택 8.0만호 공급,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공급(3천
호). 연 2회 최저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가구 등의 공공임대입주 희망을 조사하고, 신청
143) 이하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2019. 4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개별 각주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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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를 확대하고(‘18년 94만
110만 가구), 소득기준도 완화(중위소득 43%

’19년

44%)한다. 네 번째로 수요자 특화형 주

거금융 지원 확대를 위하여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호, 청년 신혼 저
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호 등 총 26만호를 지원하고, 기금 대출 시 보유자산 심사기준
도입, 대출 간소화 시스템(인터넷 모바일 비대면 대출서비스 출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다섯 번째로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신규 건설형 임대주
택 단지에 대한 유형통합 모델 마련(평형별 공급비율, 임대료 산정기준 등), 대기자 관리
체계화 등 공공임대 공급제도를 개선한다. 10년 임대 입주민 분양전환 또는 임대연장 지
원( 공특법 , 민특법 개정), LH 지방공사 임대주택 공가현황 통합 조회 시스템 개발
및 마이홈센터 확충(52곳

56곳)을 통한 서비스체계를 개선한다. 사회주택 연 2000호

이상 공급 및 임대료 임대기간 제한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 여섯 번째로 빈집 활용 활성
화를 통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
집정보은행’제를 도입하고,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을 시범 구축한다.

2)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
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 시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19만호)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잔여 물량(11만호) 공급방안은 2019
년 6월까지 확정한다.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
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한다. 분양가 심사 강화 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해 분양
가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한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집주인, 공인중개사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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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신고 기간 단축을 통해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
을 부여한다.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에 위임됨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을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료 활용을 강화한다.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시공사의 정비사업
참여 제한(3진 아웃), 정비업자 선정 비리도 입찰무효 등 처벌 강화, 공사비 검증 전문조
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감시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
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분담금 신탁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안정성을 제고
한다.
후분양 활성화 등 공급방식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완전 준공 후
분양 및 소비자 선택 강화형 시범사업(평면구조 및 마감재 선택)을 추진하고, ‘19년 LH
2개 단지, SH 1개 단지 후분양 공급 및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부로 우선 공급한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해 임대료 증액규제, 매각제한 등 동록
임대인 공적의무 이행과 종부세 임대소득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연계하고, 등록임
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 민
특법 개정)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정보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모바일 가입 등 전세보증
금 반환보증 활성화, 주임법 의 국토부 법무부 공동소관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4)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품질 제고를 위하여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 강화, 사용검사 실효성 제고 및
공정관리 강화 등의 제도를 개선한다. 판례 등을 반영한 하자판정기준 정비를 통해 입주
민 권리보호범위 확대하고,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마련, 실외기실 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으로 국민체감 주거환경 향상을 추진한다.

78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여건 조성을 위하여 분양 임대가 혼합된 단지의 관리지침을 마
련하여 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하고, 외부회계감사의 감사품질 제고 감사결과 공개 방
안을 추진하고 장기수선제도 관련 표준화된 모형을 개발한다.
미래형 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홈 실증단지를 통한 기술개발,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장수명 주택과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4)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144)
국토교통부는 2018. 7. 5.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혼
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하여 지난 2017년 11월 발표
한 주거복지로드맵 의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 구체화하였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주요 내용]145)
지원대상

신혼부부
주거지원
(88만쌍)

공공주택 및 창업 보육시설 지원

금융지원

1. 공적임대주택 25만호 공급(+5)
- 공공임대 20 23.5만, 공공지원 0 1.5만
- 매입 전세임대 입주자격 확대
- 매입임대 아이돌봄시설 100개소 설치

1. 구입자금 15만가구 지원(+8.5)
- 소득요건 완화, 대출한도 확대,
최저금리 1.20 2.25%로 인하
- 연 3만가구로 지원 확대(+1.7만)

2.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3)
- 주거복지로드맵 대비 3만호 확대
- 사업대상지 23개소 추가공개
- 입주자격 등 공급방안 구체화

2. 전세자금 25만가구 지원(+10)
- 소득요건 완화, 대출한도 확대,
최저금리 1.00 1.60%로 인하
- 연 5만가구로 지원 확대(+2만)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만호 (공공
3만, 민간 7만) 특별공급
- 특별공급 확대(공공 15 30%, 민영
10 20%)
- 일부물량 소득기준 완화(100 120%)

3.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및
반환보증 3만가구 지원(+1.5)
- 보증한도 확대(80 90%)
- 보증료 인하(10%)

144) 이하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 ”, 2018. 7. 5. 발표
자료를 발췌 정리한 자료로 개별 각주는 생략한다.
145) 국토교통부 “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 ”, 2018. 7. 5.,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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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부모가족 공공주택 지원 강화
- 모든 유형의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의 신청 허용

1. 청년주택 27만실 본격 공급(+2)
- 일자리연계형 셰어형 등 다양한 형태
- 매입 전세임대 입주자격 확대, 1만호
확대
- 집주인임대사업 청년 우선공급 1만호
확대
청년가구
주거지원
(75만가구)

2. 대학생 기숙사 6만명 입주(+1)
-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
-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 지원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상가 공급
- 임대주택 단지내 상가를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에 저렴하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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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부모가족 기금 지원 강화
- 구입자금대출 우대금리(0.5%p) 도입
-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1%p) 요건 완화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최고 3.3%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 非근로소득자까지 대상 확대

2. 기금대출 40만가구 지원(+13.5)
- 보증부 월세대출 신설
- 단독세대주 대출한도 확대
- 버팀목대출 청년 0.5%p 우대
- 중기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3. 민간금융 이용 2만가구 지원(+2)
- 2금융권대출 버팀목 전환 확대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한도 확대
(80 90%) 및 보증료 인하(10%p)

( )는 주거복지로드맵 대비 증가 규모 : 신혼부부 60 88만, 청년 56.5 75만

(5)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146)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2018.10.24.). 이번에 발표한 이번에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146) 이하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2018. 10. 발췌 정리한 자료로 개별 각주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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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주요 내용]147)
추진과제

1.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
1-1.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적극 발굴 및 확대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중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직접 발굴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면 개편
1-2. 주거급여 대상자 지원 강화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
1-3. 차상위 고령자 및 집은 있으나 소득 낮은 고령자 지원
 무주택 임차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유주택 저소득 고령자 대상 연금형 매입임대
2. 주거지원 장벽 완화
2-1. 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이용가능성 제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무보증금 월세 등) 강화
 매입 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 도입
2-2.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확대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급여수급자까지 확대
2-3. 쉽게 알고, 신청 가능토록 홍보 강화
 직접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한 홍보 실시
 유사 복지제도 전달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3. 신속 편리한 주거지원
 시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공공임대 상시지원
 매입 전세 임대주택 지원 절차 기간 개선
 재해 피해자 등을 위한 긴급지원 주택 도입

147) 국토교통부,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2018. 10,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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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4. 주거환경 및 시설 품질 제고
4-1.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편의 제고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편의시설 비용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제공
4-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지속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지속
4-3. 최저주거기준 개선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
5. 함께 노력하는 주거지원
5-1. 주거 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주거 복지 통합서비스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협업
커뮤니티케어와 주거지원 연계
영구임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5-2. 민 관 협력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주거복지재단 기능 강화
 운영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
5-3. 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한 전달체계 강화

(6)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148)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
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회주택이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148) 이하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2019 사회주택 공급 계획’ 2019.2.19.을 정리한 자료로 개별 각주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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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
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안정적 공급 및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이후, 지금까지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거쳐 2019년 사회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회주택 공급확대,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사회적 경제주체 지
원 및 역량강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으로 구분된다. 사회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지
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
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임대,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 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적극 지원하고,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현재의 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
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주민과 함께 프로그램 기
획 실행, 외부자원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의 공공의식 변화 참여 유도하는 사람
을 의미)로 양성 위촉하여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
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
서 컨설팅 교육 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
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사회주
택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
다. 단순 주거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사회주택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연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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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거복지 입법 추진 동향149)
1.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1)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주거 지원
[주요 정책별 개정 내용]150)
주요 내용
o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지원
- 행복주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 소득활
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 ~ 39세 이하 청
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
- 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하고,

개정 근거 규정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5
개정(2018.03.14. 개정 시행)
o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에 관한 기준 개정(국토부 고시, 2018. 3. 14. 개
정 시행)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화
o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지원
- 매입 전세임대 공급 : 생계 의료급여 수

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신설 (2018.11.22. 제정 시행)

급자 가정에 속한 청년 1순위,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50% 이하인 청년 2순위

149) 이하의 내용은 앞서 검토한 주요 주거복지 정책(계획) 발표 내용 중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내용
들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필자가 정리한 자료임.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150) 표의 내용은 앞서 검토한 주요 주거복지 정책(계획) 발표 내용 중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
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필자가 정리한 자료임.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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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o 청년층 공공지원 주택 공급

개정 근거 규정
o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2018. 01.

-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

16. 개정, 2018.07.17. 시행) 개정 및 같은 법 시

지원주택 60만호를 활용하여 청년(신혼 포
함)에게 특별공급

행규칙 제14조의3, 별표 1 신설
o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공공지원주택 단지별 세대수의 최소 20% 이

제16조제6항 신설(2018.07.23. 개정 시행)

상(평균 36% 내외)을 청년층에게 특별공급
o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여 주택

o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2조제2항 신설(2018.07.31. 개정 시행)

구입 임차자금 마련 지원. 비과세, 소득
공제 혜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였다.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17조의 제3항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
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서 사회초년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던 부분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
로 확대하여 소득활동 여부, 지역 조건 등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을 진행하였다.151)

151) [별표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개정 내용
입주자격 (개정 전)

입주자격 (개정 후)

나) 사회초년생: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나) 청년: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인 사람
(나)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
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
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
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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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하고,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3조(공급대상별 차등화) 제2항에 임대료 계수를 개정하여 소득이 있는 청
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의 경우 0.72,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
우 대학생과 동일하게 0.68로 임대료 계수를 정하였다.
한편, 2018년 11. 22. 공공주택 특별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제정하였다. 기존주
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에서는 미혼 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에 속한 청년을 1순
위로,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50% 이하인 청년을 2순위로 하는 등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청년층 공공지원 주택 공급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민간 임대주택
의 임차인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기존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였으나, 2018. 1. 16일 제42
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
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규
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을 신설하였고, 자세한 기준은 별표 1(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마련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20퍼센트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주자격 (개정 전)
같다)에서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지나
지 않을 것. 다만,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한다.
(3) ~ (7) 현행과 같음

입주자격 (개정 후)
종사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다)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
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 (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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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통장’을 도
입하였다.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2조제2항 신설하
여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우대 이율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였다.

(2)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지원
[주요 정책별 개정 내용]152)
주요 내용
o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 확대(15%
- 지원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예비 신혼부부 무자녀 포함

개정 근거 규정
30%)
7년.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 개정(2018.04.17. 개정 시행)

o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 매입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임대를
신규 도입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제7호 개정(2018.12.11. 개정 시행)

o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부터 제6항까지 신설(2018.12.19. 개정 시행)

o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 영구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 추가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2018.02.02. 개정 시행)

o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 기준임대료 급여수준 단계적 현실화(’17년
315,00원
’18년 335,000)
서울 4인 가족 기준

o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개정(국토부 고시, 2017.08.04. 제정,
2018.01.01. 시행)

152) 표의 내용은 앞서 검토한 주요 주거복지 정책(계획) 발표 내용 중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
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필자가 정리한 자료임.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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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 주거급여인 수선유지급여 외에 편의시설
지원금액 5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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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 규정
o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조
개정(2018.08.13.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등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주거급여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법령
개정이 진행되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을 개정하여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그 대상을 확대하
고, 예비신혼 부부 및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도 대상으로 하였으나, 자녀의 수, 거주기
간,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혼인기간 등을 배점화 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6호와 제7호를 개정하여 기
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 부부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하였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하여 신혼희망타운 공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별표 3에 영구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였다.
그 외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에 규정된
임차 급여를 인상하였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조 주거약자에 대한 추가 지
원에 장애인 뿐만 아니라 고령자에게도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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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주요 정책별 개정 내용]153)
주요 내용
o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개정 근거 규정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신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제도 도입 및

(2018.9.28. 개정 시행) 및 공공임대주택 예비입

인터넷 청약 접수

주자 업무처리지침 (국토부훈령. 2019.03.27. 제
정 시행)
o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제3항 및
제26조의2 개정(2018.05.04. 개정 시행)

o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시 미성년 영유아
자녀수에 비례하여 가중 배점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 개정(2018.04.17. 개정 시행)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개정(2018.04.17. 개정 시행)

o 재난 재해 피해주민 주거 지원
- 긴급지원주택 또는 전세임대를 피해주민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18.09.28. 개정 시행)

제23조의3 신설

에게 임시거처로 제공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큰 입법적 변화 중에 하나는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를 신설하여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공주
택의 입주자 자격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 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2019년 3월 27일 공공임대주택 예비입
주자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되었다.
153) 표의 내용은 앞서 검토한 주요 주거복지 정책(계획) 발표 내용 중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필자가 정리한 자료임.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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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약 방법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방문접수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등의 경우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외 무주택 서민을 위한 특별공급제도의 개선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개정하여 자녀수
에 따른 배점제를 도입하여 다자녀일수록 입주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도 신설하여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
사사용에 관한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2. ‘2018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주요 정책별 개정 내용]154)
주요 내용
o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개정 근거 규정
o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9 신설

- 매입 전세임대 공급 확대 및 육아여건 개선

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

- 신혼부부 특화형 건설임대주택 공급
- 공공지원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도입

조, 제15조 및 제20조 개정
o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 및
제24조 개정
o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154) 표의 내용은 앞서 검토한 주요 주거복지 정책(계획) 발표 내용 중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
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필자가 정리한 자료임.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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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o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신혼희망타운 세부 공급 계획 마련

개정 근거 규정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신설
o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개정

-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o 내집, 전셋집 마련 자금 지원
- 기금 구입자금대출 지원 강화

o HUG 내부 규정 개정

- 기금 전세자금 대출 지원강화
- 신혼부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지원 강화
o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 주택도시기금 구입 전세자금 금리 우대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신설

o 청년 공공임대주택
- 청년 매입 전세 임대 확대 공급

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2호 개정 및 제10조 개정
o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7
호, 제7조, 제12조 및 제18조 개정

o 청년 공공지원주택
- 공공성 강화한 공공지원 주택 도입

o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
조의3 신설
o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
조의2 신설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후속 입법적 조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신혼부부, 청년, 한부로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적 임대 주택
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지원 대상 확대, 공급 규모 확대, 자격 완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
여 각종 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외 금융지원 혜택도 확대하였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 9를 신설하여, “신
혼부부의 생애주기, 육아 및 보육 여건 등을 고려한 주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화된
설계” 등 신혼부부에 맞춘 주거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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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
법’을 신설하여 세부 공급 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3. ‘2018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주요 정책별 개정 내용]155)
주요 내용
o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 확대
- PC방, 만화방에서 거주하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

개정 근거 규정
o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
조 개정(2019.07.23. 개정 시행)

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o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에 차상위층 고령

o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1

항제1호마목 신설(2019.07.29. 개정 시행)

자 가구 추가
o 집소유 저소득 고령자에게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 시행

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
조제3항(2018.11.22. 제정 시행)

- 1주택자인 65세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도심
내 9억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주택(APT
제외)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재건축 후 고
령자, 청년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2018년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은 앞서 발표된 정책들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특징적인 내용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를 개정하여 주거
사다리 지원의 대상을 기존 대상자에서 PC방 만화방에서 거주하는 사람, 가정폭력 피해

155) 표의 내용은 앞서 검토한 주요 주거복지 정책(계획) 발표 내용 중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
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필자가 정리한 자료임.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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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
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였다. 기존주택 전
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입주자 선정 1순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
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였다.

4. ‘2018, 2019 주거종합계획 등’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1)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주요 정책별 개정 내용]156)
주요 내용

개정 근거 규정

o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
조제3항(2018.11.22. 제정 시행)

o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요건 확대 : 공급
대상을 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정한

제10조(2018.11.22. 제정 시행)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19 39세의
무주택자 청년으로 확대
o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 본인 부모 합산

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9조(2018.11.22. 제정 시행)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인 대학생과 19 39
세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지원하되, 기숙사
와 같이 학기 단위로 계약
o 신혼 특화형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도입 : 무주택세대

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2018.11.22. 제정 시행)

구성원으로서 평균소득(맞벌이 120%)이하이

156) 표의 내용은 앞서 검토한 주요 주거복지 정책(계획) 발표 내용 중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
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필자가 정리한 자료임.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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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 규정

며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로
6년간 지원(유자녀 가구는 4년 연장가능).
o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설치

o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조 개정
수선유지급

(2018.08.13. 개정 시행)

여 추가 지급
o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

o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0조 개정
(2018.06.01. 개정 시행)

거주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의 정례화로 실
효성 있는 정책대안 도출
o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
- 임대 등록시스템 및 주택임대차 정보시스
템 등 정보 인프라 구축

o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3항
부터 제6항 신설 개정(2017.12.26. 개정, 2018.
3.27. 시행)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 에 따른 10년 단위의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5년이 지난
2018년 6월 28일에 수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고령층에 대한 연금형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 주택 공급을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각각 30만
실, 신혼부부 특화형 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수정 계획에
따른 입법적 조치들도 발빠르게 진행되었다.
먼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이 2018년 11. 22 제정 시행되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제7조 제3항에 제정 당시에는 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이고, 세대구성
원을 포함하여 감정평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일 것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2019.
7. 29일 현재는 개정되어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매도자의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주택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금형 매입 임대주택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제10조 청년 매입임대주택, 제39조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규
정을 마련하였다. 제12조에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산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하였다. 그 외에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조 및 제3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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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60조 등의 개정을 통하여 일부 주거 급여 확대 및 실태조사, 임대주택 정보시
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이 마련되었다.

(2) ‘2018년 주거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주요 정책별 개정 내용]157)
주요 내용
o 무주택 서민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o 무주택 서민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 기준임대료 단계적 현실화
(’18년 335,00원

’19년 385,000)

개정 근거 규정
o 주거급여법 제5조 개정(2018.01.16. 개정,
2018.12.11. 시행)
o 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토부 고시. 2018.8.01. 개정,
2019.01.01. 시행)

서울 4인 가족 기준
o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 행복주택 :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
~ 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
o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적용,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o 맞춤형 고령층 주거지원
-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안심센서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
표 5 개정(2018.03.14. 개정 시행)

o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
율 고시 제2조제2항 개정(2018.07.31. 개정
시행)
o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개정(2018.02. 06.

개정 시행)

설치 근거 마련

157) 표의 내용은 앞서 검토한 주요 주거복지 정책(계획) 발표 내용 중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
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필자가 정리한 자료임.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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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o 맞춤형 고령층 주거지원

개정 근거 규정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
표 3(2018.02.02. 개정 시행)

- 영구임대 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
득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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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하)를 추가

제9조제2항 별표 2 제정(2018.11.22. 제정
시행)

o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 의무화,

o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부
제출안으로 제출(2019.3.29.)되어 상임위 심
사 중

분양 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임대기
간 연장 등 제도개선
o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 추진 및 ‘빈집밀집구

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개정 및 제4조제5항 신설

역’ 제도 도입

(2019.04.23. 개정, 2019.10.24. 시행)

주거기본법 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인 2018년 주거종합계획과 관련하여 가장
큰 입법적 조치는 주거급여법 제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이다. 그 외 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이 발표되어 2018년 대비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가 인상되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주택청
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등의 개정에 따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청년 모두에게로 확대되었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9조제2항 별표 2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영구임대, 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는 한편,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
록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개정을 통하여

65세 이상인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동체감지기, 자동 통보되는
홈네트워크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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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양 전환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 및 분양 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임대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정부 제출안으로 국회에 제출
(2019.3.29.)되어 상임위 심사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부분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그 외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개정 및 제4조제5항 신설을 통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노후 불량건축
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2019 주거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주요 정책별 개정 내용]158)
주요 내용
o 주거급여 수급요건 중 소득기준 완화
- 중위소득 43%

44%로 수급자 확대

o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관리 체계화

개정 근거 규정
o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현재 미 개정)
o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국토부 훈령, 2019.03.27. 제정 시행)

158) 표의 내용은 앞서 검토한 주요 주거복지 정책(계획) 발표 내용 중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
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필자가 정리한 자료임.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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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 규정

o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금
융 지원
- 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자의 임대기간 연장

o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부
제출안으로 제출(2019.3.29.)되어 상임위 심
사 중

요청 기준 마련
o 빈집 활용 활성화를 통한 주거지원 강화
-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 도입

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2017.2.8. 제정, 2018. 2. 9 시행) 및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28조(2018.
02.09. 제정 시행)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요건 중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수급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 주거급여법 제5조에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고 하여 아직 확대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 외 앞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검토된 것처럼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이 국토부 훈령으로 2019. 3. 27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한편,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
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양
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
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
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159) 공공주택 특
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부 제출안으로 제출(2019.3.29.)되어 상임위 심사 중에 있다.160)
159)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제출) 제안이유, 의안번호 2019435, 2019.3.29.
160) [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2019435, 2019.3.29.) 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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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공공주
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
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
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전
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제50조의3(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 <후단 삭제>

<신 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
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분양전환 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임차
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통보하여
야 한다.
1.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2.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3.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수선 보수의 범위
4. 그 밖에 분양전환에 필요한 사항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1항
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계획에 관하여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
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분양
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상(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 이상을
말한다)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
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생 략)
<신 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양
전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4(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제50조
의3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
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5(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
임대기간 연장)
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0조의6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제
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최대 4년까지 임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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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
지침 제28조에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정보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5.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 기초하여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
였다. 사회주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입법적 조치들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적극적
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현

행

개

정

안

1.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상
승하였을 것. 이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상승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이 제1항에 따라 연장한 임대기간
이 4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최대 4년까지 임대기간
의 재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의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6(임대기간 연장 의무가 있는 공공건설임대주
제50조의5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
택의 매입)
여야 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기간을 연
장하거나 재연장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매입 요청을 받은 자가 해당 임대주
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 (생 략)

제50조의7 (현행 제50조의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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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과 관련하여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위해서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
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 따른 대학생활협동조합등을 기
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업무처리지침 에 두고 있기도 하다.
사회주택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2015년 1. 2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
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가 최초이며, 이후 시흥시, 최근 부산광역시, 고양시 등을 중심으
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주택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161)
번 호

조 례 명

제정일자

1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5. 1. 2 제정

2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8. 7 제정

3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6. 7 제정

4

부산광역시동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6. 7 제정

5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3. 8 제정

6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5. 10 제정

161) 조례의 제정 현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을 통하여 현황을 도출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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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평 가
정부는 주거복지 관련 정책의 발표와 함께 이에 따른 입법적 조치들을 빠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주거복지법제의 경우 2015년 주택법 의 분법과 함께 주거기본법 이 제정
되면서 큰 틀의 변화가 있은 후에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큰 변화 없이 주거 정책의 변화
에 맞추고,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부분적인 개정을 추진
해왔다.

1. 공적 임대 주택 건설 및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및 법 개정 추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성 보장 등 주거복지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주거복지 정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이다. 다만 최근 정책 및 입법의 변화는 단순히 공공 임대
주택의 확대에만 있지 않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 취약계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
자 맞춤형 공급 정책으로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임대 주택의 공급
자 및 공급 방식도 다양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내에서 큰 변화 없이, 공공주택특별법 시
행규칙 및 하위 지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 규정상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등 입주 대상 및 자격을 완화하는 형태로의 부분 개정
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 외 하위 규칙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예

비입주자 제도 신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이 제정되었다.
다만, 사회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이에 관한 법적 기반이나, 그 외 도
시형 생활주택, 공유주택 등 주택법제 체계내로의 포섭 등은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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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비 지원 확대 및 지원 수단의 다양화 방안 모색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책 및 입법적 조치들을 보면,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
고, 지원 수단이 현물 급여 외에 편의 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을 고시하여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를 일정 부분 인상하고 있다. 다만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주거급여
수급요건 중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수급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정부 재정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아직까지 주거급여법 에 반영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을 개정하여 주거사다리 지원 대상을 확
대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별표 등을 개정하
여 고령자 등에게 편의 시설의 설치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고려
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주택 수당(주거급여) 중심의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
구매자 보조금 제도 등은 도입되고 있지 않다.

3. 주거복지정책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의 개선 모색
주거복지정책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주
거정책의 수립,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 주거지원서비스의 전달 체계 등과 관련하여 중
앙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나 변화는 아직까지 큰 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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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주거복지법제의 체계 및 특징
1. 주거복지법제의 체계
(1) 기본법으로서의 주거기본법
주거복지법제는 2015. 6. 22 제정된 주거정책 관련 법률들 간의 관계에 있어 최상위법
및 기본법162)적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 을 중심으로 하여 개별 주택 및 주거복지에
관한 법률들로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기존 주택 정책의 기본법은 주택법163) 이 기능
하고 있었으나, 주택법 이 주택 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주거
162) 일반적으로 기본법이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단순히 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경우를 가리
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법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준서, 환경정
책기본법의 체계 정비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09. 17쪽).
163)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 이 주택법 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주택법 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 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 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
었고, 이에 따라 주택법 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었다.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
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 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 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
포, 2015. 7. 1. 시행)되었으며,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 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도 제정(법률 제13474
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다.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 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법제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제 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809&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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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현을 위한 내용이 부족하고, 주거급여법 , 임대주택법제 등 주택 관련 다른 법률
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택법 의 분법화 과
정을 통하여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
을 제정하게 되었다.164)
이에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
되었음을 선언하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유도주거기준, 주거복지지원센터, 주
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주택법 에서 규정하고 있
는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주거
기본법 으로 이관하여 제정 시행하고 있다.165)
주거기본법 은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주거기
본법 에 부합하도록 하여166)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정책자금,
주거환경의 정비,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등 세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별
도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여, 개별법과의 연계 체계를 갖추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협의의 주거복지법제 체계
주거기본법 을 기본법으로 하여 주거기본법 상에는 주거권,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 주거복지전달체계
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며, 그 외에 구체적인 주거 정책의 영역으로 제10조
(주택의 건설 공급),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제13조(주
164) 법제처, ‘ 주거기본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제정) ’ 제 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
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2314&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165) 법제처, 앞의 ‘ 주거기본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제정) ’ 제정 이유
166) 주거기본법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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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정책자금),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제15조(주거비 보조), 제16조(주거약자 지원)
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 ,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관리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 주택도시기금법 , 주거급여법 , 장애인 고령자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주거기본법 이 먼저 제정되고, 이에 따라 개별
법률들이 나중에 제정 시행된 것이 아니라, 주택법 의 분법 과정에서 주거기본법 이
나중에 제정되면서 기존의 법률들과 함께 하나의 주거복지법제의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주거복지법제의 범주와 관련하여 주거기본법 을 중심으로 주거기본법 에서 실질적
으로 별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여 개별법과의 연계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들을 이번
연구에서는 ‘협의의 주거복지법제’ 로 분류하고자 한다.
[협의의 주거복지법제]167)
주거기본법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법

임대주택의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의
관리
공공주택
관리법

주거정책
자금

주거환경의
정비

주택도시
기금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주거
급여법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 광의의 주거복지법제 체계
주거복지법제의 범위를 내용상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주거급여, 주거약자
지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법 , 장애인 고령자 등

167) 주거기본법 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자가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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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장기공공임대주책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이 중심
이 된다. 한편, 주거복지와 관련하여서는 결국 공공주택의 공급이 핵심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관리법 등이 주
거복지법제의 범주에 포함되며, 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주택법 이 일반법으로 기
능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관한 법제들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주거취약계층, 구체적으로는 주거기본법 에 따
른 주거지원필요계층인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아동복지법 에 따
른 지원대상아동 등이 대상이 되는데 지원 대상 및 지급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복지
법상의 관련 법률들과 연계를 가지고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률과 주택관련 법제, 사회복
지법상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률들을 광의의 주거복지법제의 범주에 포
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광의의 주거복지법제 현황168)]
구 분

주거
복지

법령명

주요 사항

소관부처

제정연도

주거기본법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 추
진 등에 관한 사항

국토부
주택정책과

2015. 6. 22.

주거급여법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2014. 1. 24

장애인 고령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
국토부
등 주거약자
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
주거복지정책과
지원에 관한 법률 거지원에 관한 사항

2012. 2. 22

장기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
국토부
입주자 삶의 질 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지원과
향상 지원법
필요한 사항

2009. 3. 25
제정

168) 이하의 분류 및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률 검색을 통하여 관련 법률들을 도출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필자가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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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명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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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소관부처

제정연도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국토부

1972. 1.2 30
제정/ 2003. 5. 29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주택정책과 외
국토부

2015. 8. 11

주택건설공급과

제정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국토부 공공주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제명 변경

총괄과

2003. 12. 31
제정 이후 여러
차례 제명 변경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

1984. 12. 31.
국토부
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
제정이후 여러
민간임대정책과 외
에 관한 사항 규정
차례 제명 변경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
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법무부

1981. 3. 5 제정

해양수산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 불량
어촌어항과,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2013. 6. 4 제정
주택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개선하
농림축산식품부
리모델링 촉진을
공급 등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지역개발과
위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
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

국토부
주택정비과

2002. 12. 30
제정

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
주택도시기금법

국토부
2015. 1. 6 제정
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기금과 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부도공공건설임대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주택 임차인

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 공공주택지원과
정을 지원

빈집 및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

소규모주택 정비에 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관한 특례법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 규정

국토부

국토부
주택정비과

2007. 1. 19
제정

2017. 2. 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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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주요 사항

소관부처

제정연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2003. 12. 31
제정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

보건복지부

1995. 12. 30

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사회보장총괄과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1970. 1. 1 제정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流動化)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
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 운영에 관
한 사항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
복지169)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
항을 규정

노인주거복지지설 등 규정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주거편의 서
비스에 관한 규정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주
거지원에 관한 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에 관한 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
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
주거급여(제11조)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자원과 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외

1091. 6. 5 제정

1981. 6. 5 제정

보건복지부

2005. 12. 23

기초생활보장과

제정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1989. 4. 1 제정

보건복지부

2014. 1.2 30

급여기준과

제정

보건복지부
1999.9.7. 제정
기초생활보장과

169)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주거약자의 개념을 정하면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자를 포함시키고 있어, 관련 법령의 범위는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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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령명

주요 사항

소관부처

제정연도

보건복지부

1961.12.30.

아동복지정책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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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
아동복지법

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제52
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
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
를 제공하는 시설: 그룹 홈)을 규정

2. 주거복지법제의 특징
(1) 주거기본법 과 주택법 과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주거복지법제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주택법 체계 중심에
서 2015. 6. 22. 주거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주거기본법 에서 주거 정책의 원칙 및 기본
방향 등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하고, 주택법 은 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하나의 개별법으로 역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주거기본법 은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갖추고 있고, 주거에 관한 기본 원칙이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관련 개별법을 통하여 운영170)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기본법으로
서 지위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의 경우에는 과거에 주택 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기본법’ 으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주거기본법 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개별법 지위를 차지하고

170) 이준서,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정비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09, 1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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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 공공주택관리법 등과의 관계에서는 일종의 모법(기본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을 주거기본법 의 하나의 개별법으로 체계를 가져가고 주택법
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주택(주거)과 사회복지의 융합법제
과거 주거복지와 관련하여서는 공공주택의 건설 및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국토
교통부 소관의 주택법 중심 체계를 이루었지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의 개념
으로 주거정책의 방향이 바뀜으로 인하여 주거복지법제는 사회복지법제와 유기적인 연
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법제에서 사회복지법상의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의 공급이나 ‘고령자복지주택’과 같은 주거복지시설이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고, 주거급
여 및 주거의 질 개선 측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사회보장급여와 연계가
되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전달체계는 기존의 사회보장전달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어 주거복지법제는 주택과 사회복지법제의 융합법제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
는 구조이다.

제2절 주거복지법제의 주요 내용 분석
주거복지법제의 핵심을 이루는 법률은 주거기본법 을 중심으로 하여, 주거 지원 등
복지에 관한 주거급여법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있으며,
공공 임대 주택과 관련하여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이 가
장 큰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법률들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주택법 ,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률들도 함께 검토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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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기본법
(1) 입법 배경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3항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상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부재하고, 관련
사항이 여러 행정 부처의 소관 법률들에 산재되어 있으며 공공 임대주택 건설 및 주거
복지 관련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일관된 계획이 부재하여 정권 교체시마다 그 내용이 크게
변경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실정이었
다.171) 이에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종합적 체계적인 계획 하에 주거정책을 사회복지적 측면에
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개별 법령에 산재된 주거 관련 법제도의 기본법적
성격을 제고함으로써, 주택 정책 및 주거복지행정에 규범력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을 제정하였다.172) 즉, 기존에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중심으로 주택법 이 주택 관련 정책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었으나, 주
택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거복지’로 전환됨으로써 각 개별법에서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
는 ‘주거복지’ 정책을 통일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관련된 자치법규로는 ‘주택조례’, ‘주거기본 조례’, ‘주거복지 조례’, ‘주거복지 지
원 조례’, ‘주거 및 주택 조례’ 등173)의 명칭으로 주거기본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조례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171)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주거복지기본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 2, 1쪽
172)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앞의 주거복지기본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1쪽
173) 자치법규에 대한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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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의 목적 및 주요 개념
1) 목 적

주거기본법 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
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 보장에 관한 명시적인 규
정을 둠과 동시에 정부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법 으로서
의 역할을 다하고, 주거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 법률의 의의가 있다.

2) 주요 개념

주거기본법 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거권’이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
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정의
(법 제2조)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거정책은 이러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제정안의 모태가 되었던 주거복지기본법(안) 에서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는데, ‘주거복지정책’을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 임대료 임대 보증금의 지원 및 주택 개량 지원 등의 정책으로 정의하였
다.174) 다만, 현행 주택법 및 임대주택관련 법에 따른 하위의 세부적 정책이나 건설,
주택 개량 등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주거복지정책’의 개념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175)

174)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앞의 주거복지기본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5쪽
175)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앞의 주거복지기본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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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원칙
주거기본법 은 다른 법률과 다르게 기본법적 성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에 관
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총칙의 장에
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데, 주거기본법 에서는 주택법제 및 주거복지의 원칙적 사항을
천명하는 취지로 총칙의 장에서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은 “

소득수준

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 아
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록 할 것,

양질의 주택 건설을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주거환경 정비, 노후

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

원할 것,

저출산 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선제

적으로 대응할 것,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법 제3조)”이다.
한편, 해당 내용에 관하여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국
가 등의 의무과 비교할 수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주거약자용 주택이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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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 등의 의무는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약자에
적용범위를 국한하여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한 특징이 있는 반면에, 주거기본법 에서는
주거복지 등의 주택정책이 추진하는 방향과 동시에, 주택공급 및 주택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특징이 있다. 주거기본법 이 주택,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전체적인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장애인 고령자 등 주
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주거 약자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 것이다.
주거기본법 에서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으로 명시(법 제
3조제2호)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지원대상
이 되는 주거약자의 범위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5 18민주화운
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
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이다. 이에 반
해 후술하는 주거급여법 상의 주거 급여의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
하인 사람(법 제5조)”이 대상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017년 11월에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
복지 로드맵 에서는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 주거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176) 이는 주거정책
176) 국토교통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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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원칙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법률의 기본원칙과 정책이 부합되는 형태의 예로서
평가할 수 있다. 즉, 주거취약계층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고 아동의 건강, 안전 및 심리적 안정 등을 고려한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아동을 현행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
다는 의견이 있었다.177)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주거원칙과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대상아동의 주거기본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본원칙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178)

(4) 주거종합계획 등의 수립
주거기본법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국가 및 시 도지사의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의무
화 하고 있다. 주거종합계획에는 “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주택 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사항,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항”이 포함(법 제5조) 되며, 시 도 주거종합

계획에는 관할 지역에 관한 위의 사항 등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위 계획에 적합하도록 시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하향식(T-down)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11. 1쪽
177) 국토교통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앞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서, 1쪽
178) 국토교통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앞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서,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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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향식(bottom-up) 추진 체계를 가미하고
있는 형태이다.
주택의 공급과 관리라는 관점이 강조되던 종래의 주택정책에서 주거복지에 무게중심
을 두려는 주거복지정책의 장기적, 체계적 추진기반 등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종합계획의
수립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이다.179) 다만, 이 규정은 과거 (구)주택법 제7조180)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이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 계획으로 이루어졌었는
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복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취지가 있으므로, 그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과 방향 제시, 임대주
택의 건설 공급 뿐만 아니라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의 지원필요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이 담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10년 보다는 단기인 5년 주기로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181)
179)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앞의 주거복지기본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11쪽
180) (구)주택법 제 7 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주택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택 택지의 수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
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
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확정된 주택종합
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1)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앞의 주거복지기본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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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7조). 현
재 ‘최저주거기준’은 (구)주택법 에 근거하여 2011. 5. 27. 국토해양부공고로 나온 것만
있고, 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182)
주거복지가 강조되는 시대에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
준 등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준이 주거복지의 기본이념 등을 정하고 있는
주거기본법 에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구)주택법 의 기존 규정을 이관한 것
으로 보인다.183) 다만,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검토의 필요성이184)
이 제기되고 있다.

목표주거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주거기준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정책적 고려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시 주택 인허가의 보완지시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검토가 필요한 바, 법률에서는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있으나,185)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이
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특성상 현실적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기가 쉽지 않은

182)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일부개정]
183)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앞의 주거복지기본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7쪽
184) 이하의 ~ 의 내용은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앞의 주거복지기본법안(이미경의원 대표발
의) 검토보고서, 7쪽~8쪽
185)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 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
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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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유형(준주택)을 보완지시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공급 위축에 따른 임대료 상승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인 허가 보

완지시와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어떠한 법률에서 어떠한 형태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 실태조사
주거기본법 제20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주거

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도
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인 및 고령자,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신혼부부, 장애

고등교육법 제2조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자산 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대통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는 별도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20조제2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
한편, 이와 유사한 실태조사규정이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도 규정되어 있다.186)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주거약자의
범위와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입법의 효율화
및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중복되는 실태조사의 경우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86)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 조(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
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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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주거복지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정책 전달체계 구축의무 및 민간부문과의 효율적 연
계 노력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을 위해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에서 센터의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장관은 한국토
지주택공사에 위탁하고, 그 외에는 한국주택공사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도록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법 제21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복지서비스 및 수급권과 관련해서 일반인 혹은 사회 취약계층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
로 인해 관련 정보를 얻거나 복지 수급권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한 그 절차가 매
우 복잡하다는 점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상담 등을 통해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187)
사실상 주거기본법 은 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하드웨어적인 면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책임지는 인력과 예산 및 조직상의 한계, 그리고 복지
서비스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나마 존재하는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188)

187)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앞의 주거복지기본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3쪽. 미
국에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주택 상담 프로그램(Housing Counseling Program)이 있다. 주택상담사(housing counselor)가 주택바우처 대상자에게 집 찾아주기, 저소득층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설명, 이사
상담 및 주택대출 관련 상담, 주택구입, 임차, 상환불능 대응, 압류 회피, 신용 문제 등과 관련한 주택의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주택압류 위기 사태로 인하여 주택상담사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주택도시개발부(The Federal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관련 기관
설립, 운영 및 관리는 물론 일정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2011년말, 미국 전역에 2,300개의 Housing Counselor
Agency가 있다(국토해양부 자료로,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앞의 주거복지기본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3쪽).
188)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앞의 주거복지기본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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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법
(1) 입법 배경
주거급여법 은 2014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으나, 제정 논의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현행 주거급여법 의 모태가 되는 법안이 2005년 9월에 국회에서
발의189)되었으며, 해당 법안의 내용이 수정되어 2013년 말에 위원회 대안으로 현행 주
거급여법

190)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최초 제출된 법안은 현행 주거급여법 과 같이

주택법제의 일부로서 기능에 맞춰져 있지 않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체계 내에서
입법 정책의 일부로서 추진되었다.
당시의 입법배경으로서 경제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하여 사회통합이 위협받
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
래하고 있어 사회보장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실정 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는 생계, 주거, 의료, 자활 등 급여가 수급자 선정여부에 따라 일괄하여 제공되는 통합
급여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수급자 선정에 있어 획일적이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었다.191) 주거급여의 경우 지역 및 점유형
태, 주거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본래의 주거 빈곤 해소라는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 보충급여의 원리에 따른 급여지급은 수급자의 탈빈곤 동기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192) 당시 주거급여법(안) 의 경우 급여별로 독립된 법률 및 예산과 독자
적인 선정기준을 갖는 개별급여체계의 도입을 통하여 통합급여체계에 따른 기초생활보
장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동 제도를 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층적 제도

189) 주거급여법안, 고경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2716, 2005. 9. 21.
190) 주거급여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제안자), 의안번호 1908886. 2013. 12.
191) 보건복지지원회(수석전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등 4건 검토보고서, 2006.
4, 1쪽
192) 보건복지지원회(수석전문위원), 앞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등 4건 검토보고서,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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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였다.193) 이에 따라 주거급여법 과 자활지원법
을 제정하여 주거급여 및 자활급여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분리하고, 의료급
여의 경우에는 현행 의료급여법 을 개정하여 대상자를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로
확대하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주거급여 및 자활급여와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
는 것으로 추진되었던 법안이었다.194)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2014. 12. 30일 이전의 법이 2000년 10월 종합적인 빈곤
대책으로 시행된 이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
고 자립을 지원해 왔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
는 반면, 탈수급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탈수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
생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
고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
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하였다.195) 이때 주거급여의 경우 국토교통부로 운
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주거급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
설하였다.196)
이에 현행 제정된 주거급여법 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되, 수급자의 불편 및 일선

193) 보건복지지원회(수석전문위원), 앞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등 4건 검토보고서,
1쪽
194) 보건복지지원회(수석전문위원), 앞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등 4건 검토보고서,
2쪽
195)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 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973&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196) 법제처, 앞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 개정 주요 내용, 국가법령정보
센터,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973&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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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을 따르도록 하고, 주거급여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지급
하는 임차료와 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비로 하고, 주거급여의 수급권자
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며, 그 밖
에 임대차계약 등의 신청조사 확인조사, 임차료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
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주거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
명령, 금융정보 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197)
주거급여법 의 하위 법령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며, 고시로 현재
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가 있다.

(2) 법률의 목적 및 주요 개념
1) 목 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의 관계를 중시한 형태로 추진된 법안이였지만,
이후 제정된 법률은 주거기본법 의 기본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택법제의 한 축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으로 제정되었다.

197) 법제처, 주거급여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제정) 제 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
kr/LSW/lsRvsRsnListP.do?lsId=011995&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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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념

주거급여법 에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수급자, 수급품, 보장기관, 소득인정액, 주택등
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부양의무자 규정은 2018. 1. 16 개정시 삭제되
어 2018. 10. 1.부터 시행되었다.198)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
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법 제2조제1호). 임
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주택등’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
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미신고시설을 포함),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
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
장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199)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급여법 은 공공부조의 일반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법
인 주거기본법 과 모두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는 급여의 한 종류
로 주거급여를 명시하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며, 주거 급여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에서 정한
다고 하여,200) 이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주거급여법 에서 정하고 있다.201)

198) 주거급여법 [시행 2018. 10. 1.] [법률 제15358호, 2018. 1. 16., 일부개정]
199) 주거급여법 제2조제8호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2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201)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만 주거급여
법 과 의료급여법 에서 별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주거급여법 과 의료급여법 이 특별법으로서 기능하고, 해
당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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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의 수급권자 범위
주거급여법 에서는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규칙인 2019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에서 정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은 소비생활을
압박하여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고, 교육, 문화, 의료 등에 대한 지출이 제한되
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취지는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202) 다만, 주택시장에서 임차료 등의 비용은 많은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므로,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3)

(4) 주거급여의 내용
주거급여법 에서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제2항). 또한, 임차료의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구
규모, 주거기본법 제17조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7조제3항).

202) 보건복지지원회(수석전문위원), 앞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등 4건 검토보고서,
19쪽
203) 보건복지지원회(수석전문위원), 앞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등 4건 검토보고서,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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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개별가구마다 다양한 주거욕구를 모두 포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법률에서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평균적 개별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에 따
라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수급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204)

3.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입법 배경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
으며, 부양의식의 약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가구 수
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05) 고령기에는 신체능력의 저하로 행동반경이 좁아지기 때문
에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므로 노인의 주거문제는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외
로움이나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 등 노인의 제반 문제 및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노인
복지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주거의 제공은 노인복지의
기본이라 할 것으로 예상된다.206) 과거 노인주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로는 노
인복지법 등이 있으나 노인복지법 은 노인의 주거와 관련하여 시설공급 및 운용에 대
한 규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사회 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노인의 다양한 주거욕
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207)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204) 보건복지지원회(수석전문위원), 앞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등 4건 검토보고서,
21쪽
205)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주영진), 고령자 주거안정법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8. 11.
3쪽
206)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주영진), 앞의 고령자 주거안정법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3쪽
207)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주영진), 앞의 고령자 주거안정법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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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그 추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고령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
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고령자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입법취지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08) 다
만, 장애인 등 다른 소외계층 및 일반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의 형평성 등에 문제점이 제기
될 수도 있으므로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비롯한 소외계층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주택
정책차원에서 별도의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였으므로,209) 장애
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명칭으로 주거약자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
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은 신체기능의 저하, 기타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비장애인에 비하여 물리적인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주거환경을 제
공하는 것이 장애인 주거복지의 중요 요소라 할 것이나, 장애인의 주거실태를 보면, 입법
논의 당시의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의 3.0%가 비주거용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움막, 판자
집, 임시막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34.7%가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19.0%가 주택구조가 불편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11.9%는 집의 구조를 장애와 관련하
여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고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사회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210)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34조제5항에서는 신체 장애자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

208)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주영진), 앞의 고령자 주거안정법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4쪽
209)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주영진), 앞의 고령자 주거안정법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4쪽
210)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병규), 장애인 주거지원법안(신영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9. 12.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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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택의 구입자금, 임차자금 또는 개 보수 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
한 주택의 보급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는 있기 때문에211) 고령자와
함께 주거약자로서 장애인을 포함시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 하여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법안과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법
안이 거의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었는 바, 이를 분리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보다 통합하
여 “주거약자”의 범위로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통합된 법률에 제정되었다.

(2) 법률의 목적 및 주요개념
1) 목 적

이 법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법 제1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법률은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하여 각각
분리된 적용대상으로 하여 제출된 법안이 유사한 성격으로 통합된 법률로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거약자에 대한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개념

이 법에서는 ‘주거약자’와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다. 이 법의 입법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을 대표적인 주거 약자로 정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그 외 대통령령에
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

211)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병규), 앞의 장애인 주거지원법안(신영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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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등록된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
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
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주거 약자의 대
상으로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
하는 주택,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을 의미한다(법 제2조제2호).

(3) 실태조사
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
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12) 노인복지법 제5조에서도 노인의 보
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213) 실효성 있는 고령자 장애인

212)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
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213) 노인복지법 제 5 조(노인실태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31

주거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고령자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도 주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구체적인 항목 등을 협의 조정해 나가는 정책적 수단의 효율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입법 당시 검토되었다.214)

(4)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법 제8조), 추가적으로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
장애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 등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바,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의 설정에 있어 장애유형
등에 따른 신체적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며,215) 한편으로는 신체능력 저하 등을 감안하여 고령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고려가 있
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현행 최저주거기준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
로 분석된다.

(5)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
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14)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병규), 앞의 장애인 주거지원법안(신영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10쪽
215)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병규), 앞의 장애인 주거지원법안(신영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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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에 대한 의무적인 주택공급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최근 장애유형의 확대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장애인 및 고령층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
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령자 장애인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용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216) 또한, 주택 임차시장에서 고령임
차가구에 대하여 주택임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임대주택의 수요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며, 고령자 장애인용 임대주택 수요 미달 시 장애인용 시설설치로 인해 일반물량으로의
전환이 다소 곤란한 측면도 있는 점에서 이를 감안한 적정 비율에 대한 논의는 정책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입법 당시 검토되었다.217)

(6)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국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

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것으로 규
정함으로써 주거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
고령자 장애인 등은 신체적 활동적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기관 혹
은 단체 등을 직접 만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에서 주거지원
세터를 설치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

216)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병규), 앞의 장애인 주거지원법안(신영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13쪽
217)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병규), 앞의 장애인 주거지원법안(신영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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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218)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은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
직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 바,219) 주거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지 않고, 재량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존중한
입법방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관련부서의 업무량,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된다고 할 수 있다.220)
한편으로, 국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
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법제17조제2항),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
을 수 있는 자의 최소한의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1) 입법 배경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노후화로 인하여 수선의 필요가 있고, 입주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
기 어려운 실정이었다.221) 이에 국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커뮤니티 활성화,

218)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병규), 앞의 장애인 주거지원법안(신영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16쪽
219)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병규), 장애인 주거지원법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9. 12.
14쪽
220)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병규), 앞의 장애인 주거지원법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15쪽
221)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주영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안(김성태 의원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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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립기반 프로그램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건설뿐만 아니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
지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할 경우에는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공
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을 제정하게 되었다.222)

(2) 법률의 목적 및 주요 개념
1) 목 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
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공공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법률관계 및 지원대상을 설정
한 법률로서 기능을 한다.

2) 주요개념

이 법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복지서비스
시설’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다(법 제2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을 의미한다(법 제2조 제2호). 50년 이상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은 없고, 건설 임대주택만 있다.

의) 검토보고서, 2008. 12. 1쪽
222)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주영진), 앞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1~2쪽

제4장 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35

사업주체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
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대상이 된다(법 제2조 제3호)
복지서비스시설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주택법 제2조제14
호에 따른 복리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
대주택 입주자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지역보건법 제10조
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아동
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223)

(3)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서 국가는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은 차액의 국가지원 의무화를 통해 기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료 등 임대조건이 설정됨에 따른 대한 주택공사 등의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
한 취지로 이해된다.224)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차액지원시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고
22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24)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주영진), 앞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8쪽;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시 손실 추정 규모가 신
규 국민임대단지에 적용할 경우 4,620억원이고, 기존의 단지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1조 6,63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바, 2007년 현재 대한주택공사의 부채 규모가 약40조원임을 고려할 때 재무구조 악화의 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주영진) 앞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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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지원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임대주택과의 형평
성과 국가재정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를 먼저 규정하고

확보

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등 임대료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 당시 검토되었다.225)

(4)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서는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
축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법 제10조). 이는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임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의 상한 또는 완화범위
를 법에서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226)

(5) 공동시설의 사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서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복지서
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에게 사용(영리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의4).

성태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8쪽).
225)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주영진), 앞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9쪽
226)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주영진), 앞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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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민공동시설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경비
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주된 입주자인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은 여유시간이 부
족한 경우가 많은 등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민공동시설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가 필요한 점은 인정되지만, 주민공동시설이 사용되지 못
하는 경우는 분양 공동주택에도 다수 존재하고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사회적기업 등에
사용하게 하여 입주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바, 주민공동시설의 일
부를 사회적 기업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 당시 지적되었으나,227) 공동주
택에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공동시
설의 일부를 사회적 기업등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공동시설 면적이 줄어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할 소지도 있으므로 시설물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28) 그리고 입주자의 동의
를 받아 사회적기업 등이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는데, 입주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적 기업이나 단체 등에 임대할 수 있는
시설까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하도록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
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기업 등이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복리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축소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입법 당시 논의되었다.229)

227) 국토교통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전
현희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7. 9. 24쪽
228) 국토교통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앞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
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5쪽
229) 국토교통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앞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
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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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주택특별법
(1) 입법 배경
공공주택특별법 의 경우 (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서 (구)보
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 (구)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230)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의 경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과
(구)임대주택법 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과 (구)택지개발촉진법
의 택지 공급 관련 규정이 합쳐진 형태로 제정되었다.231)
임대주택법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문 개정되어 민간임대주택에 대
해서만 규정함에 따라 현행 임대주택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법 제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서 공공주택 특별
법 으로 변경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기존에 택지개발촉진법 을
준용하던 규정 중 필요한 규정을 공공주택 특별법 에 규정한 것이다.232)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이 중단되고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증가하는 등 공공주택의
공급 여건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
의 수립, 소규모 개발 활성화 등 공공주택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다.233)
공공주택특별법 의 경우 하위 행정규칙으로 2019. 4. 18 제정된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 2019. 3. 27 제정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등이 있으

230) 이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주택 특별법 제 개정 연혁을 보고 정리한 것이다.
231) 법제처, 공공주택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일부개정) 제 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
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9595&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232) 국토교통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수홍),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
의안) 검토보고서, 2015. 4, 5쪽
233) 국토교통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수홍), 앞의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
표발의안) 검토보고서,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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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외에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기존주
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 2019년
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공공건
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분납임대주
택의 표준임대료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 임대주
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
정에 관한 기준 ,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 2019년
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이 있다. 관련해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도 2007년 제정 시행되고 있다.

(2) 법률의 목적 및 주요 개념
1) 법률의 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주요 개념

공공주택특별법 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관
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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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의 종류234)]
구 분

종 류
영구임대주택

내 용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법제2조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제1호가목,

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
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
임대

장기전세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주택
공공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
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
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
준주택

근거규정

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
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매매등으로 취득하여 공
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인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인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 하수도 시설이 갖
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택

234) 이하의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 2 조(정의) 및 관계 법령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영제2조제1호
법제2조
제1호가목,
영제2조제2호
법제2조
제1호가목,
영제2조제3호
법제2조
제1호가목,
영제2조제4호
법제2조
제1호가목,
영제2조제5호
법제2조
제1호가목,
영제2조제6호
법제2조
제1호가목,
영제2조제7호
법제2조
제1호나목
법제2조
제1의 2호
법제2조
제1의 3호
법제2조의2,
영제4조

제4장 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41

(3) 주요 내용
1) 공공주택 공급

관리 계획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거기본법
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시 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계획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과
달리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위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법 제3조제4항), 지방
자치단체별로 공급 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3조제7항).

2)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의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들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여 출자 설립한 법인, 주택도시기금 또는 위 사업주체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
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
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다(법 제4조).

3) 공공주택 입주자격

공공주택특별법 은 공공주택의 건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지
만,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이에 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이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많이 개정된 부분도 해당 규정이다. 법 제13조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과 관련하여 예비 입주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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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제15조(국민임대주택), 제16조(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 제17조(행복
주책), 제18조(장기전세주택),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제20조(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제21조(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제22조(부도임대주택), 제23조(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 제23조의2(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제23조의3(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개정을 통하여 입주자격을 확대하거나, 완화하고,
장애인, 고령자, 신혼, 청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6. 기타 법률
(1) 주택법
1) 입법 배경 및 체계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이 주택법 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주택법 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 선언적
인 사항부터 세부적 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
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법 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었다.235)
구체적으로는236)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 이 제정(법률 제
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
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 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다.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 이 제정
(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235) 법제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제 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
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809&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236) 이하의 내용은 법제처, 앞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제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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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
었다.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 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를 크게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법 이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여 지금의 주택법 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237)
주택법 의 하위 법령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주택법 시행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있고, 부령으로 주택법 시행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2) 법률의 목적 및 주요개념

법률의 목적
주택법 은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주거기본법 이
주택법 과의관계에서는 모법적 지위에 있지만,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해서는 공공
주택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적 지위238)
를 가지고 있다.

237) 법제처, 앞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제 개정 이유
238) 주택법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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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념
주택법 은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등으로 주택의 종류를 유형별로 구분하
고 있고, 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다. 그 외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데,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
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
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법 제2조제5호).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하며(법 제2조 제6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
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
법 상의 주택사업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법 제4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주택법 에 따라 주택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주체로 하여 규율하고 있다.

3)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주택법 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에 있어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있어서는 용적율을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정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대주택을 시 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0조).

4) 주택 입주자 자격 등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입주자 모집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
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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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981. 12. 31일 제정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이 1994년 임대주택법 으로 법률의 제명
이 변경되고, 이후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제명을 변경 규율하게 되었다.239) 공공임대 주택에 관한 사항은 공
공주택특별법 에서 별도 규율하게 되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은 주택법 ,
건축법 ,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부문
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자격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
에 상응하는 금융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규제 중심의 기
존 임대주택법 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하여 도
시 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
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
도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240)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지원이 함
께 병행되어야 주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
대주택, 민간매입입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
주택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2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개정 연혁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40) 법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제 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
센터,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243&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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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규정으로는 2018. 9. 11. 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이 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로, 공동주택의 건설뿐만 아니라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
는 것241)이 주거정책의 한 부분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법 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입법 당시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
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
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데 반하여,242)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
로 지적되었다.243) 이에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 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
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244) 이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
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
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편하며, 현행 주택

241) 주거기본법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42)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제정) 제 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
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243&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243) 법제처, 앞의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제정) 제 개정 이유
244) 법제처, 앞의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제정) 제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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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 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되었다.245)
이 법은 공공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주택법 과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
으며, 임대 주택과 관련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의 일
반법이 된다.246)
하위 행정규칙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훈령) , 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고시)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고시) , 공
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고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고시)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
침(고시)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고시) ,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고시) 등이 있다.

(4) 주택도시기금법
주거기본법 에서 주거정책자금과 관련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3조). 주거정책자금과 관련하여 별도 법률로 기능하고 있는 법은 과거 주택법 에
서 규정하고 있던 국민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2015.
1. 6 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이 있다.247)

245) 법제처, 앞의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제정) 제 개정 이유
246) 공공주택관리법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주택법 을 적용한다.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247) 법제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제 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
go.kr/LSW/lsRvsRsnListP.do?lsId=001809&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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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
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
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
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무
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와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
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고,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
항을 삭제하려는 취지248)로 별도 법률로 제정되었다.
하위 법령으로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행정규칙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국토부 훈령) 이 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 정비 및 노후
주택 개량을 통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이다. 이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
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는데, 기존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단일 통합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249) 이 법이 제정되
었다.

248) 법제처 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2015. 1. 6., 제정) 제 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
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2226&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24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 12. 30., 제정) 제 개정 이유,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9410&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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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250)을 통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251) 하위 법령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대법원 규칙
제2792호) 과 시행규칙이 있으며, 행정규칙으로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훈령)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고시)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훈령)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훈령)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고시) ,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고시) , 정비사업 조
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고시)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
시)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등이 있다.

제3절 현행 주거복지법제의 한계 및 문제점
1.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주거복지법제의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는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 정책의 개발 및 수립주체,

재정분담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주거 정책의 개발 및 수립주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중심으
로 한 중앙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52) 주거종합계

250)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
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
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2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부 고시 제2018-102호)
252) 몇몇 국가에서는 지역/주(regions/states)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독일에서의 주택 수당 프로그램이 연방 수준에서 집행됨을 배제하면, 대부분의 주택 정책(예를 들면, 사회 주택
제공 및 가정의 주택 소유를 위한 재정 지원)의 책임은 지역/주에게 위임된다. 호주, 캐나다 및 미국에서는, 연방
수준의 적정 주택 재정 지원이 주(provincial/state)정부에서 이뤄지며 이는 다양한 주택 프로그램(임대용 및 소유
용 적정주택 제공, 보조금과 주택수당을 통한 직접 지원을 포함)의 용이한 수행을 돕는다. 영국에서는 주택 정책
의 책임이 위임받은 행정부(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하에 있다. 사회보장 성격으로서의 주택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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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수립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나 시 도시자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Housing Benefits)은 논외로 하며(북아일랜드는 예외), 이는 지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으며 따라서 영국 전역에서
국가 기금으로 조달되고 지방 정부에 의해 집행된다. 스페인에서는 국가 주택 계획(Natinoal Housing Plan)에 따
라 주어지는 우선순위와 재원 안에서, 주택 프로그램이 대부분 지방 정부에 의해 운용된다. 스위스에서는 대부분
의 주택 정책이 각각의 주(canton)에서 상이하게 조직된다.
다른 국가들은 국가 프로그램이 지방 정권과의 긴밀한 협업 하에서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중앙집권화
의 구조를 보인다. 예를 들어, 칠레, 체코, 필란드, 프랑스,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그리고 네덜란드
의 경우에는, 주택 정책에 있어 중앙 정부가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분권화의 정도는 정책의 분야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자 보조(interest subsidies) 및 담보대출 보증
(mortgage guarantees)과 같은 신용 지원 또는 우호적인 조건에서의 대출(loan) 제공은 대게 중앙 정부 수준, 또는
국가 수준의 특정 공공 소유의 신용 기관 수준의 행정을 요한다. 주택 소유를 위한 세금 감면 역시 국가적인
정책이다. 주택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국가 단위의 프로그램으로는 - 에스토니아, 헝가리, 일본, 룩
셈부르크, 몰타, 멕시고, 뉴질랜드 및 슬로베니아에서, 지역 단위의 프로그램으로는 -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독일 및 미국에서 집행되고 있다(이상의 내용은 OECD, “PH1.1 POLICY INSTRUMENTS AND LEVEL
OF GOVERNANCE,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PH1-1-Policy-instrumentslevels-of -governance.pdf, 방문일자 2019. 9. 7, 2016, 3쪽). 아래의 표는 OECD에서 주요 국가의 주거복지 관련
정책 수단과 수단별 거버넌스 구조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로 참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국가별로 주거
복지 지원 수단으로 주택 구매자 보조금, 주택 구매자 대상의 대출 보조 및 대출 보증, 악성 채무 상태인 주택
구매자 대상의 대출 구제, 주택 소유권과 관련된 세금 감면, 적정 주택의 소유권 개발을 위한 보조금, 주택 수당
제도, 사회 임대주택, 적정 임대주택 개발을 위한 보조금 등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지역 단
위, 또는 중앙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OECD 주요국 주거 정책 수단 및 거버넌스 구조]
주택 구매자 악성 채무상태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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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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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가/연방)
무
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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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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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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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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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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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
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경우는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주거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주거종합
계획에 해당 지자체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해당
시 도지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외 시 도지사의 경우는 주거종합계
획과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한하는 지역 계획인 시 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뿐이다.
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중심
의 공동주택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별
공급 비중을 보면, 국가(LH) 103.2만호(70.8%), 지자체 26.5만호(18.2%), 민간건설(11.0%)
이다.253) 공공임대주택 중 국가(LH)의 재고비중은 ‘13년 기준 68.4%에서 ’17년 70.8%로
증가하였고, 민간건설은 ‘13년 13.1%에서 ’17년 11/0%로 감소하였으며, 지자체의 재고
비중은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54) 이처럼 국가 중심의 공공주택의 공급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제를 살펴보아도 국가 중
심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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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주택의
소유권
개발을 위한
보조금

유(시 - 단, 유(시 - 단,
유(시 - 단,
국가 단위
국가 단위
국가 단위 유(국가/연방)
무
자금 조달) 자금 조달)
자금 조달)
무
유(국가/연방)
무
유(국가/연방)
무
유
유
무
무
유
유(주 및 지방 유(연합:
단, 연방 단위 유(국가/연방) 유(국가/연방) 유(국가/연방)
연방, 주, 시)
자금 조달)
앞의 보고서, 5~8쪽 일부 국가 발췌 정리함)

주택 수당

사회 임대
주택

적정 임대
주택 개발을
위한 보조금

유(시 - 단,
국가 단위
무
자금 조달)
유(국가/연방)
무
무
유
유
유
유(주 및 지방 - 유(주 및 지방 - 유(주 및 지방 단, 연방 단위 단, 연방 단위 단, 연방 단위
자금 조달)
자금 조달)
자금 조달)
유(국가/연방)

253) 김혜승 외, “주거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발표자료, 2019. 18쪽
254) 김혜승 외, 앞의 발표자료,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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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공동생활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주거급여법 이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로 제정되면
서 주거 급여에 대한 사항이 국토교통부 소관이 되었지만, 주거급여법 상의 보장기관
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
장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 주거복지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
자 맞춤형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사회
복지 전달체계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 및 공동으로 수행되는 체계가
적절해 보인다.
재정과 관련하여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중심이 되는 형태이나 일부 주거비 지원 등과 관련하여
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만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집행하는 형태를 취
하고 있다.

2. 법 체계 및 형식상의 한계 및 문제점
주거복지법제가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법제와 사회복지법제의 융합법제의 성격
을 취함에 따라 법의 내용과 체계가 매우 복잡한 구조를 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중심의 주택법제는 공공 임대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고, 보건복지부 중심의 사회복지법제는 복지시
설의 하나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
면서 별도의 독자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제4장 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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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에 관한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거복지’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주택법제에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무주택자 등 지원 대상의 개념이 적용되고, 단순 주택의
공급이 아니라 사회 돌봄 서비스 등과 연계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변화되면
서 사회복지법제의 규정과 복잡한 연계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고령자에 대한 주거시설과 관련하여서도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복지주
택255)이 있으며, 이는 주택법 상 공공 준주택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의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속하는 고령자복지주
택256)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유사한 개념의 노인복지법 상의 공공준주택인 노인
복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 상의 공공임대주택에 속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이 시행되면
서, 법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구조를 취하게 되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통일시킨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법 적용 과정에서는 한계는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 외에도 주택법 이 주거와 관련된 ‘기본법’으로 기능하다가 주거기본법 체계로
법이 개편되고, 주택법 이 주거기본법 과의 관계에서 개별법으로 위치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주거복지와 관련하여서는 주택법 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관련 법제가 중심이 되
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법제들과 주거복지 관련법들이 효율적으로 연계 작동하지 못하

255)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입소절차 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
택관리법 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256)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을 의미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
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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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편, ‘최저주거기준’ 같은 경우는 주거기본법 으로 관련 규정이 이관되었지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주택법 을 근거 규정으로 하고 있는 등 주택법 분법화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의 필요성도 내포하고 있다.

3. 법 내용상의 한계 및 문제점
최근 주거정책 로드맵 등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정책들
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아직 법률에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사회주택’의
경우 정책은 발표되었으나, 이에 대한 입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택법제와 최근에 제정된 주거기본법 , 주거급여법 , 장애인 고령자 등 주
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그 외 사회복지법상의 정책 추진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센
터 등이 각각의 법률에 개별적으로 중복 규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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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법제 개선 방향
이번 연구는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는 주거복지법제의 정비 및 개
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통합형 형태의 주거복지에 관한 협력
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주거지원 대상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법제도적 모
델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의 개념 등을
고찰하고, 주거복지 정책 및 입법 추진 동향에 대한 평가, 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형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체계 정립,

주거지원 대상자 중심

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법제 개선 방향을 제
시해보고자 한다.

1.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체계 정립
주거복지법제는 기존의 주택법제와 사회복지법제가 중첩 융합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복지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간, 중앙정부와 사회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횡적 거버넌스(horizontal governance) 체
계의 효율적인 구현과 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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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복지법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거복지 정책이 여전히 주거지원 계층에 대한 공적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실질적인 주거복지지원서비
스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상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나아가 정부와 주민간의
관계에서 횡적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구현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거복지법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2. 주거지원 대상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 체계는 공적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주거복
지에 관한 사항,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각각 개별법에서 규율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서 수요자 관점에서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
する法律) 과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동 소관 법률로 하고, 고령자
에 적합한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 및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형태로 주거복지법제의 개편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주거 정책의 개발 수립 주체의 개선
협의의 주거복지법제 내에서 주거 정책의 개발 수립 및 위원회 등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은 주거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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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상 정책 추진 체계의 내용]257)
구

주거종합계획

위원회

분

내

용

수립 주기

1년, 10년(5년주기 재검토)

수립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주민 참여 절차

없음

지자체 의견반영 절차

있음

지역 계획

시 도 종합계획(1년, 10년)

위원회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지자체 참여 절차
지역 위원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한하여 해당 시 도지사 참여
시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기본법 상 기본적인 개별 주거정책의 수립 시행 주체는 국가(국토교통부장관)
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주거 종합계획의 경우 수립 과정에서 광역 지방자치단
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258)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
가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자금의 조달 운용에 관련된 사항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
토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259) 또한 비록 해당 지역과 관련된 택
지개발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고 있지만, 시 도지사의 참여
를 보장하고 있다.

257) 주거기본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자가 정리함
258) 주거기본법 제 5 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59) 주거기본법 제 7 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
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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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계획 수립 과정에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중심이
된 상향식(Bottom-up) 정책 추진 체계260)가 아니고, 국토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등에게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어,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이 가능한 형태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가 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토
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토부장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정책 추진 체
계261)를 갖추고 있다. 또한 중앙의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참여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과
관련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상향식(Bottom-up) 정책 추진 체계가 반드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추진 체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거복지 및 지역 주거 생활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과 역할이 담보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어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주거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도 시 도지사나 시 도지
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현행 주거기본법 에서는 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의 참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는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주거 정책에 관한 사항이 국민의 주거권 보
장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의 참여나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60) 상향식 정책추진 체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따라 시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이에 근거하여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를 말한다(이에 관하여는 손현,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16. 55쪽~68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개념을 정리함).
261) 하향식 정책추진 체계의 경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상위 계획의 지침 또는 내용
에 맞추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를 말한다(손현(2016), 앞의 보고서,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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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주기기본법 과 유사한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이념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이나,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정책기본법
등에서는 정책의 수립 시행시 기본원칙 등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
거나,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시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환경정책기본법 이나, 고용정
책기본법 등의 경우 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사업자와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비교는 어렵지만, 주거 복지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도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법제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수립시 민간 등의 의견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262)
법률명

주요 내용
제 2 조(기본이념)

(생 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제정 개정하거
나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
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생 략)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
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62)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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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요 내용
제17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생략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
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중기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시 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생략)

시 도지사는 시 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
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계획을 확정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생 략)

제25조(운영원칙)

~

(생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
사회보장기본법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3 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1. ~ 5. (생 략)
6. 고용정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 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 사
업주 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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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일본 주생활기본법 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기본 원칙
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 공급자, 보건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자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전 및 향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주거종합계획과 같은 전국 계획 수립시에는 국민
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 지자체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역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주민 의견 외에도 주택협의회의 의견 및 국토교통대
신 동의 및 후생노동대신의 협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 ｢주생활기본법｣263)상의 참조 입법례]
법률명

주요 내용
제 9 조(관계자 상호연계 및 협력) 국가, 지방공공단체, 공영주택 등의 공급 등을
행하는 자, 주택 관련 사업자 거주 지역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 기타 관계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현재 및 장래의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을 위해 서로 제휴를 도모하면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전국계획)

~

(생 략)

국토교통대신은 전(前)항의 규정에 의해 전국 계획안을 작성하려고 할 때에
일본
주생활기본법

는, 미리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기타 국토 교통 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민
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관계 행정 기관장과 협의하여
사회자본 정비 심의회 및 도도부현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대신은 전국 계획에 대해서 제3항의 국무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함과 동시에 도도부현에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
제17조(도도부현 계획)

~

(생 략)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인터넷 이용하거나
기타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시 읍 면(市
町村)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서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공적 임대 주

263) 일본 주생활기본법(住生活基本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
=418AC0000000061, 방문일자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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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요 내용
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평성 17년 법률 제79호) 제5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해 지역 주택협의회를 조직하고 있는 도도부현에서는 해당 지역 주택협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2항 제5호에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대신과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토교통대신은 전(前)항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후생노동대신과 협의
해야 한다.
~

(생 략)

주거정책의 중요성 및 사회통합에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주거기본법 상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 주택 공급주체, 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협력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거종합계획
및 시 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시,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영하는 형태
의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주택공급주체의 다양성 확보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개편
우리의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정부(LH)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 민간 부분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매우 낮다.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
사업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주택
공급 주체가 매우 제한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 주택 공급 주체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사회
임대주택의 공급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공급 주체의 다양성 확보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법률 체계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에서 분리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공적 임대 주택의 경우 다양한 공급 주체들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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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단일 법률에서 통합하여 주거지원 계층에 대한 공적 임대
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형태로 법제 개편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개별
주체별 또는 대상별로는 하위 행정규칙으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제정 시행하는 형태
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주택도 단순히 임대주택의 공급이 아니라, 복지 의료시설과 복지대상자의 주거
를 복합화한 주택 공급이나, 시설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다양화 형태의 수요자 맞
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동 소관 법률로 하여 수요자별 주거복지에 관한 통합 규율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주거기본법 에는 주거복지전달체계와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전문인력에 대한 규정
을 두고 있다. 주거복지전달체계는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전문 인력의 체계를 갖추고 주거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의 경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별도로 구축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의 경우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등이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주거 급여
등을 포함하여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복지서비스가 공공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서
비스 연계될 수밖에 없어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
적으로 연계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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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거복지법제의 체계 및 형식상의 개선 방안
1. 주택법 법률 제명의 변경 고려
주택법 분법과 함께 주거기본법 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주택 정책에 있어 기본법
역할을 수행 했던 주택법 의 법률 제명이 여전히 주택법 으로 되어 있어 주택 정책의
일반법(기본법)인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주택법 을 주거기본법 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개별법 체계로 가져가고, 주거기본법 을 중심으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에 규율하도록 한 현재의 규율 사항에 맞게 주택법 의 법률
제명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공적 임대 주택 규정의 통합 정비
주거복지법제의 체계를 보면 주거기본법 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별법으로 주택법 ,
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공적 주택의 경우 장기
공공건설 임대, 분환전환 공공임대, 매입 및 전세 임대,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으로 구
분이 되는데, 공공건설 임대 주택, 분환 전환 공공임대 주택, 매입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에서, 공공지원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공적 임대 주택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공공주택 특별법 과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나누어져 규율되고 있어 법률 체계와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중첩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급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
우에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그 구분히 모호해지고 있어, 수요자 관점에서는 공공
임대주택이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든 구분의 의미가 크지 않다. 따라서 현행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관한 사항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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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택 특별법 으로 이관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을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에 관한 사항과 사회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공적주택에 관한 법률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
려해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택확보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住宅確保
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264)에서 주택확보배려자(소득 수
준이 일정 금액 이하 인자,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의 주민, 고령자, 장애인, 아이를 양육
하고 있는 자, 그 외 주택확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어 이러한 입법 형태를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주택법 분법화에 따른 법령 정비
주택법 분법화 과정에서 주거기본법 및 주거급여법 의 제정, 임대주택법 및 공
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이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과 공공주택 특별
법 으로 개정되는 등 관련 법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이에 따른 개별 근거 규정
등이 아직 정비되지 못한 조문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264) 일본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2017년 4월 26일 법률 제24호) 제 1 조(목적)
이 법률은 주(住)생활 기본법(평성 18년 법률 제61호)의 기본 이념에 따라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하여 국토교통대신의 기본 방침의 책정, 도도부현 및 시읍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촉진계획의
작성, 주택확보 배려자의 원활한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등록제도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주택확
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률에서 주택확보 배려자 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그 수입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자
2. 재난(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해 멸실 혹
은 손상된 주택에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 거주하고 있던 자 또는 재해 시에 재해 구조법(소화 22년 법률
제118호)이 적용되었던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읍면의 구역에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 주소를 가지고
있었던 자
3. 고령자
4. 장애인 기본법(소화 45년 법률 제84호)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자
5. 아이(18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를 말한다.)를 양육하고 있는 자
6. 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주택확보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자
해당 법률의 전문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라며, 출처는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
lsg0500/detail?lawId=419AC1000000112, 방문일자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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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로 된 ‘최저주거기준’은 여전히 (구)주택법의 규정을 근거 규정으로 하
고 있고265),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구)임대주택법 의 근거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등 곳곳에서 구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비
의 필요성이 있다.

제4절 주거복지법제의 내용상의 개선 방안
1. 주거기본법 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
주거기본법 이 주거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과의 연계 및 관계를
충실하고 규율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있다. 실정법상 권리로서의 ‘주거권’
을 명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주거복지’, ‘주거약자 또는 주거지원계
층’, ‘주거복지서비스’ 등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개념 정의 등을 통해 주거복지관련 법들
간의 연계 및 체계를 마련하고, 주택법제상의 공적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법제상의 관련
주거복지시설, 주거지원 등과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구명해줄 필요가 있으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 정책 분야에 대해서 형식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만 규정 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거기본법 에는 주거종합계획,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정보체계
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타 주택 및 주거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주거기본법 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거기본법 으로 통
합 이관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개별법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입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중복 운영이나
운영 주체 및 위탁 기관의 상이 등에서 나타나는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낭비

265) 최저주거기준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
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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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관점에서 주거기본법 을 중심으로 통합 연계하거나 개별 실태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의 법령 정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주거종합계획
주거기본법 제5조에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주거종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합계획의 내용에는 “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준에 관한 사항,

주택 택지의
공동주

주거환경 정비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개별 법률에서 주거종합계획에 포함 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해당 규정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개별법 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형태가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 체계가 동일하
다면 개별법에 있는 내용을 주거기본법 에 포함하여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된다.
[개별법에서 ‘주거종합계획’의 포함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266)
법률명

주요 내용

제 5 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
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
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지원에 관한 법률
야 한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266)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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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요 내용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 6 조(시 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주거약자
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시 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
여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거약자에 대한 시 도 주거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
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 3 조(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
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 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주거기
본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
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
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유형 및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
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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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공공주택 공
급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
의 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
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의 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별로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른 관련된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을 지원 선정하는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반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
로 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주거기본법 에 따라 별도 개별 법률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의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하거나 분야별 계획으
로 재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주거 실태조사
주거기본법 에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도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
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등에서도 장애인, 노인의 주거에 대한 실태 조사 규정을 두고
있다. 주거실태 조사의 수행 기관이 동일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주거 실태조사
의 대상이나 내용면에서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
자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주거실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주거기본법 에 반영
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법 이나 노인복지법 에 따른 주거 실태 조사의 내용이 중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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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상호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법령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 비교]267)
법률명

주요 내용
제20조(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주거기본법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자산 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
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주거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7)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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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제 7 조(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 5 조(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노인복지법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실태조사)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

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거복지센터
주거기본법 에는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령
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주거복
지센터와 주거지원센터의 업무를 비교해볼 때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중
복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 재정적 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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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주거관련 복지 센터가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 이원화되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형태로 주거기본법
상의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으로 법령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개별 근거 규정을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하여 운영상 통합하는 방안
도 고려해볼 수 있다.
[‘주거복지센터’에 관한 법률 규정 비교]268)
법률명

주요 내용
제22조(주거복지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기본법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국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
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68)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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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복지정보체계
주거기본법 제23조269)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
축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의 운영을 위한 위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있어 연계 시스템으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서

임대주택법 제20조의7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270),

따른 정보시스템,

주거급여법 제17조에

주택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구축된 정보체계,

그 밖에 주거

복지정보의 관리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에 연계 시스템으로 규정된 정보시스템 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운영 주체로 되어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1조 규정에 따른 정보체계271), 공공주택관
리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272)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 운
269) 주거기본법 제23조(주거복지정보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0) 해당 규정은 법률 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개정
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
271) 공공주택특별법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2) 공공주택관리법 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
관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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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체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그 외에도 시 도시
지가 구축 운영주체로 되어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
빈집정보시스템273) 등이 있어 이들 시스템과의 연계의 필요성이 있다.
물론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그 밖에 주거복지정보의 관리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주체가 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보건복지부나 시 도지사가 운영주체가 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연계 활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정비 방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법률 규정 내용을
보면,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에 관한 즉,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기준의 설정(제8
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
의 의무건설(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제11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제12조), 주택개조비용 지원(제15조) 등에 관한
사항을 주고 담고 있다. 이는 해당 법률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주거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주요 규율 내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7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시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 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
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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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
法律)

274)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장관 및 보

건복지부장관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대신 및 후생노동대신이 함께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
로 되어 있으며, 고령자에 적합한 복지 서비스 및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에 관
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고, 고령자복지법 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
련하고 있어 수요자의 관점에서 입법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 체계는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복지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각각 개별법에서 규율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수요자 관점에서
관련 법률을 통합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사회주택’, ‘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입법적 기반 마련
앞서 검토한 것처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기초하여 ‘2019년 사회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회 주택은 유럽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 임대주택을 일반적으로
‘사회주택’이라고 칭한다.275)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택 개념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 임
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
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
택276)”을 의미한다. 사회주택과 관련하여 최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사회주택의 개념을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274) 일본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제 1 조(목적) 이 법률은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양호한 거주 환경을 갖춘 고령자
용 임대주택 등의 등록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고령자에게 적합한 양호한 주거 환경이 확보되어,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신 건물 임대차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를 도모하고, 이로써 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법률 전문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라며, 출처는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
ail?lawId=413AC0000000026, 방문일자 2019. 9. 2
275) 하성규 외, 한국주거복지정책 , 박영사, 2012, 19쪽
276) 국토교통부, “2019 사회주택 공급 계획”, 2019.2.19.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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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조례 제2조 제1호)277)”고 정의
하고 있다. 사회주택의 개념은 공급 주체가 중심이 된 개념으로, 이러한 사회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형태 중 최근 가장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공동
(체)생활주택278)이 있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민간주택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인 거주가 가능하고, 공공주택에 비해 참여를 바탕으로 소규모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고,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279) 때문에 최근
사회주택의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주택과 관련하여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등의 지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법제

27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
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 중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
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1인가구 등
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3.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민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마.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278) 이에 관해서 다룬 보고서로는 이준호, 공동생활주택(Co-housing) 관련 법제 개선 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2016 있다.
279) 관계부처 합동,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17. 11. 29,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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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사 공급 중심의 임대주택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재정과
관련하여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등 사회주택, 공동생활주
택을 주택법 체계 내로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사
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중심의 공동체 주택, 사회주택의 활성
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에 관한 도입이 활
발하지는 않다. 주민 생활 밀착형 임대 주택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
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바람직하지만, 현행 서울시 조례에

주택법 시행령 상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사회주택, 공동생활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현행 주거복지법제 체계 내, 예를 들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서 규정하거나, 별도의 사회주택 지원 법률 제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적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게 된다면 통합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는 사회임대주택의 정의, 지방자치단체 사회임대주택 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 사업자 교육, 경비 지원,280) 시설 기준 등에 대한 특례, 협의체 운영,
주택도시기금 외에도 다양한 소셜벤처펀드, 사회투자기금 등 주택공급자금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책 평가 및 지수 등의 개발 근거 마련
최근 정부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활용하여 그 데이터를 정책
에 활용하는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로써 활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수단들로는 평가제도,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지
수 지표 통계의 활용 등이 있다.281) 예를 들어 기본법 및 많은 개별 법률에서 국가나
280) 국토교통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17. 11. 29, 68쪽
281) 손현,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17.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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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등의 행정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 계획의 수립시 실태조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분석 자료를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그 외에도 개별법에서 지수 지표 통계를 개발 활용하여 정부 정책 입안에
활용하도록 하거나, 평가제도 등을 활용하여 정부 정책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정책 입
안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다양한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다.282)
주거정책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고, 이러한 주거정책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에 대한 평가 및 주거정책의
사회통합에의 기여 지수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진행되어 이러한 결과들이 주거 정책
의 수립, 집행과정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사항들이 주거기본법 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5. 기 타
우리나라의 ‘주거권 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재개발 재
건축 과정에서의 강제퇴거에 관한 사항으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강제퇴거의 부작
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들을 주거복지법제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그 외에도 이 법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제 정비 문제,
주거취약계층으로서의 노숙자, 이민자 지원에 관한 사항, 계층간 주거 공간 분리 문제들
에 대해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282) 손현(2017), 앞의 보고서,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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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은 한계를 보이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최근 생애단계별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주거법제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과거
우리의 주거법제는 주택법 을 중심으로 주택의 공급 및 건설을 위한 법제 중심으로 제
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후 주거 정책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의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입법적으로도 주거기본법 이 제정되고, 주거급여법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주거와 복지의 개념이 혼합된 법률이 제정 시행되
었고, 기존의 주택법 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분법화 되는 등 주거법제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주거복지의 관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법상의 ‘주거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도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과 법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되는 주거복지정책 및 이에 대
한 입법적 조치들은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및 주거 지원의 부분 확대 등 개별 정책 목표
및 수단에 맞추어 단편적인 법률 개정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
복지법제의 큰 틀에서의 개선 방안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새로운 주거 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법제
전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통합형 형태의 주거복지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주거지원 대상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법제 정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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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법제는 기존의 주택법제와 사회복지법제가 중첩 융합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복지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간, 중앙정부와 사회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횡적 거버넌스(horizontal governance) 체
계의 효율적인 구현과 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복지법제
는 국토교통부 장관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주거복지 정책이 여전히
주거지원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실질적인 주거복지지원서비스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중
앙정부 상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나아가 정부와 주민간의 관계에서 횡적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구현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거복지법제의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 체계는 공적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각각 개별법에서 규율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수요자 관점에서 관련 법률을 통합 재정비하는 방안으로 주거복지법제의 개편
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의 측면에서, 주
거 정책의 개발 수립 주체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택
공급주체의 다양성 확보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분리되어 있는
공적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노인 등 특정 주거 지원 계층에 대해서는 국토교
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동 소관 법률로 하여 주거시설 및 주거복지서비스에
관해서 통합 규율 형태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거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주거복지법제 체계 및 형식상의 개선 방안으로 주택법 의 법률 제명을 ‘주
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방안,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공적 임대 주택
규정의 통합 정비하는 방안, 주택법 분법화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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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거복지법제의 내용상의 개선 방안으로 주거기본법 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기본 개념 정의 등을 통해 주거복
지관련 법들 간의 연계 및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법에 중복적으로 규율 운영되고 있는
주거종합계획, 주거 실태 조사,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정보체계에 관한 규정들을 통합하
는 형태로의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회주택’, ‘공동생활주택’ 에 대한
입법적 기반 마련, 정책 평가 및 지수 등의 개발 근거 마련 등을 법제 개선 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잘 설계되고 집행된 주거복지 정책은 빈곤 감소, 소득 재분배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의 주거복지법제도 이러한 기능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법제 전
반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 주거복지가 사회복지의 일부라면 그에 대한 수요에 따른 재정문제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향후 사회통
합형 주거복지에 대한 입법시 발생할 재정 수요에 대한 예측도 고려하여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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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o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지원
- 행복주택 지원 대상을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대폭 확대 : 소득활동

5 개정(2018.03.14.

‘사회통합형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

개정 시행)

주거사다리

~ 39세 이하 청년

구축을 위한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

제공
- 임대료는 시세의 70%

o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기준 개정(국토부 고시,

소득 유무에 따라

2018. 3. 14. 개정 시행)

차등화

~

(생 략)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
정할 수 있다.
[별표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및제2항 관련)
입주자격(개정 전)

입주자격(개정 후)

나) 사회초년생: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예

나) 청년: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인
사람
(나)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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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입주자격(개정 전)
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예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 국민

입주자격(개정 후)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
에서 같다)이 있는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후 1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

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한

은 사람. 다만, 소득이 있는 업

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무에 종사한 기간(대학 또는

서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

은 사람으로서

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

제외한다.

간이 총 5년이 지나지 않을 것.

(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다만,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

따른 예술인. 다만, 소득이 있는

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종사한 기간은 제외한다.
(3) 혼인 중이 아닐 것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혼인 중이 아닐 것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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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입주자격(개정 전)

입주자격(개정 후)

(4)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 있
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5)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

(3)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퍼센트 이하일 것

하일 것
(6)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7)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
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6)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
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 3 조(공급대상별 차등화)

(생 략)

제1항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정하기 위
한 공급대상별 임대료 계수(이하 “공급대상 계수”라 한다)는 다음의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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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같다. 단, 다음의 표의 공급대상에서 ‘소득’이라함은 소득세법 제19조제1
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공급대상

공급대상계수

신혼부부

0.80

산업단지근로자

0.80

고령자

0.76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0.72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0.68

주거급여수급자

0.60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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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는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
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 군 안에서 교

o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2017년

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이하 “타 지역 출신”이라 한다)

청년 주거지원

‘사회통합형

- 매입 전세임대 공급 :

주거사다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구축을 위한

가정에 속한 청년

신설 (2018.11.22.

주거복지

1순위, 부모 소득이

제정 시행)

로드맵’

평균소득 50% 이하인
청년 2순위

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별표 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
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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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
는 경우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가 있는 가구
2. 제2순위는 타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장애인 가구의 경우 100%) 이하
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
3. 제3순위는 타 지역 출신으로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사람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단, 장애인 가구의 경우 150%) 이하이고 규칙 제13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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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대학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
4. 제4순위는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
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신청
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
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규칙 제
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
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
~

o 청년층 공공지원 주택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공급
- 기업형 임대주택의

o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2018.01.16. 개정,

(생 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개정 후
민간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

공공성을 강화한

2018.07.17. 시행) 및 같은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

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

공공지원주택 20만호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

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중 60만호를 활용하여

신설

자가 정한다.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청년(신혼 포함)에게
특별공급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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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
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

- 공공지원주택 단지별

o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대수의 최소 20%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이상(평균 36% 내외)을

제16조제6항 신설

청년층에게 특별공급

(2018.07.23. 개정 시행)

주택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

제20조,

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

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

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에 대하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서는 아니 된다.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

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

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

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

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

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

한다.

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
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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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
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
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
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
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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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토지이용계획)

~

(생 략)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촉진지구에 건설 공급되
는 전체 주택 호수의 20퍼센트 이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체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촉진지구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에 따른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촉진지구
3. 유상공급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
한 면적을 말한다)이 50퍼센트 미만인 촉진지구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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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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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자격(제14조제1항 관련)
2. 우선공급
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o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 확대(15%

30%)

- 지원 대상 확대 : 혼인
7년. 예비

주거복지

기간 5년

로드맵’

신혼부부 무자녀 포함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 개정 (2018.04.17.
개정 시행)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
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
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수급
자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
량의 10퍼센트1)를 다음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
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
한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
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확대 반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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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라. 다목의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
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자녀의 수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2)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의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4) 혼인기간
가) 3년 이하: 3점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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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나)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마. 다목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중 자
녀가 있는(태아를 포함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위
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자녀 수가 많은 사람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개정 전
제 2 조(공공임대주택)

개정 후
공공주택 특

제 2 조(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

2017년

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사회통합형

o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주거사다리

- 매입 전세임대주택의

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구축을 위한

신혼부부 임대를 신규

주거복지
로드맵’

도입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제7호 개정

1. ~ 5. (생략)

1. ~ 5. (생략)

(2018.12.11. 개정 시행)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국민기초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

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에

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

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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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
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

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

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
貸)하는 공공임대주택

(생 략)

o 공공주택 특별법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o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시행규칙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2018.12.19.
개정 시행)

(생 략)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및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
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입주자를 선
정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이하 “신
혼희망타운주택”이라 한다)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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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
모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급할 것
가. 공공분양주택
나.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되,
공공분양주택이 단지 전체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
우에는 별표 4 제2호사목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
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은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가목1)다)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
의 동 호수를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에 동 호수를 결정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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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o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 영구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 추가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2018.02.09.
개정 시행)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o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 기준임대료 급여수준
단계적 현실화(’17년
315,00원
’18년
335,000)
서울 4인 가족 기준

o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개정(국토부 고시,
2017.08.04. 제정,
2018.01.01. 시행)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1. 일반공급
순 위

입주자격

1순위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2)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임차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선정기준,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등이 매년 일정액 이상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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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조(주거약자에 대한 추가지원)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o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 주거급여인

o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수선유지급여 외에

고시 제20조 개정

편의시설 지원금액

(2018.08.13. 개정 시행)

50만원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주거약자에 대한 추가지원) 수

제20조(주거약자에 대한 추가지원) 수

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

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

애인인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

애인 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물 없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

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의 소득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의

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율은 적용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율은 적

지 아니한다.

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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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 2 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생 략)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
(2021. 12 31.까지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원금 중 총원금 5천만원 한도내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2호에 의한다.

o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여
주택 구입 임차자금
마련 지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1. 대상요건
o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 가입대상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

고시 제2조제2항 신설

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2018.07.31. 개정 시행)

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주자일 것.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기준 세대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세대주인 자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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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다. 가입대상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기준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제외) 총수입금액(소득
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기간이 증빙된 자는 총수입금액을 소
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연 3천만
원이하인 자일 것.
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
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
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이자율
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
지 않음
나.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다.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제1항
제3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라.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
항제4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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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입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이내
의 기간은 본호 라목의 이자율을,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제1항
제4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o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제도 도입 및
인터넷 청약 접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

(생 략)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2018.9.28.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 선정 및 관리

개정 시행) 및

등을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생 략)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훈령. 2019.03.27.
제정 시행)
o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제3항 및
제26조의2(2018.05.04.
개정 시행)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지침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공급주택’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 매
입 또는 임차하여 최초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말한다.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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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2. ‘재공급주택’이란 최초 공급 이후 미임대 상태의 공공임대주택 또는 입
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명도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예비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
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서 입주순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대기
하는 자를 말한다.
4. ‘입주대기자 명부’란 신규공급주택 또는 재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들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를 모집하고 선정 및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지침이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으로 한정한다.
제 2 장 신규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등
제 4 조(신규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공주택사업자는 신규공급주택 수
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에 해당하는 규모의 예비입주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 군 구의 신규공급주택 계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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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인 경우와 같이 원활한 공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
할 수 있다.
제 5 조(신규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규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경우 그 공고내용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구임대주택 : 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3
2. 국민임대주택 : 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4
3. 행복주택 : 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5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 선정결과와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6 조(예비입주자에 대한 신규공급주택 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신규공급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또는 선정된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미체결, 해지 등으로 미임대 상태의 주택이 발생하는 경우 선
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입주순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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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제 3 장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등
제 7 조(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대기자 명부

의 잔여 예비입주자 수가 최초 공급주택 수의 30% 미만(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재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사전
에 예비입주자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예비입주자 모집 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가 선정일로부터 1년 내 입주 가능하도록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모집규
모를 정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의 재공급주택에 대해 수시
모집 방식(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입주자를 분기별 모집이 아닌
수시로 모집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 8 조(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공급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이
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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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공고내용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구임대주택 : 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공급
순위
2. 국민임대주택 : 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공급
선정순위
3. 행복주택 : 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방법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 선정결과와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9 조(예비입주자에 대한 재공급주택 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재공급주

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임대차계약 미체결, 해지 등으로 미임대 상태
의 주택이 발생하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입주순서에 따라 공급하
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재공급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 중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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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제 4 장 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등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마다 각각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
하여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주거복지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
를 입주대기자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
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
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
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각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
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예비입주자의 입주유예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가 도래한 예비입
주자가 생업 등을 사유로 입주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예비입주자의 입주순
서는 선정된 당시 입주대기자 명부에서의 잔여 예비입주자 중 마지막 순
서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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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개정 후
사업주체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사업주체

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모집하여야 한다.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

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

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

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

관을 포함한다)는 방문접수 외에 인

관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접수의 방

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

수 있다.

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
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
집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닐 것
2.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이하

“입주자모집승인

권자”라 한다)가 인터넷접수의 방
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것
3.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
우일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

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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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제34조에 따

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제34조에 따

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

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로서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한다)로서 제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

청약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

청약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

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을 각각 다른 날로 정하

신청 접수일을 각각 다른 날로 정하

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이 그 밖의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이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

수일보다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일보다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

1. 투기과열지구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 중 영 별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 중 영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른 제3지역의 공

3 제3호가목에 따른 제3지역의 공

공택지 외의 택지를 제외한 지역

공택지 외의 택지를 제외한 지역

(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관리지
정기관에 의뢰하여 성년자를 대상
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
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제26조 제5항 단서 또는 제28조
제10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59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2. 제26조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서 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20세대 미만 또는 20호 미만
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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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6조

까지의 규정(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7
항을 말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수(제35조부터 제46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자수의 합계를 말한다)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
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사업주체는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
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제52조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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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
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를 배정하
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26조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예비입주자의 공개 선정 및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o 공공주택 특별법
2017년

o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사회통합형

공급

주거사다리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시

구축을 위한

미성년 영유아

주거복지

자녀수에 비례하여 가중

로드맵’

배점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 개정(2018.04.17.
개정 시행)
o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자격(제14조제1항 관련)
2. 우선공급
개정 전

개정 후

라. 다목의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라. 다목의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

별표 4 개정(2018.04.17.

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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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나)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

다)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

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으로 선정된 사람

1) 자녀의 수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2) ~ 4) (생 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자격(제15조제1항 관련)
2. 우선공급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
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
사. 신혼부부

30퍼센트 범위

람을 말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인 무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
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일반공
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한
다. 다만,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
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
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
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을
충족하는 자(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
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가)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
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
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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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1점
나) 자녀의수
(1) 3명 이상: 3점
(2) 2명: 2점
(3) 1명: 1점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
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의 연속 거주기간
(1) 3년 이상: 3점
(2)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3) 1년 미만: 1점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1) 24회 이상: 3점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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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2)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3)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마) 혼인기간
(1) 3년 이하: 3점
(2)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3)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제23조의3(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o 재난 재해 피해주민
주거 지원
- 긴급지원주택 또는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o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전세임대를

신설(2018.09.28.

주거복지

피해주민에게

개정 시행)

로드맵’

임시거처로 제공

구축을 위한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영 제
4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
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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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조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 7 조(기존주택의 매입절차)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o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3항(2018.11.22.
제정 시행)

3)

~

(생략)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매도자에게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매도자가 이 지침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을 갖
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1. 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
2. 세대구성원을 포함하여 1주택(감정평가액 9억원 이하) 소유자일 것
(생략)

3) 당시 위와 같이 개정되었으나 현재는 “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한다)는 제6조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대금을 60세 이상(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포함)인 매도자에게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매도자가 이 지침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되었음(2019. 7. 29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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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는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
o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 군 안에서 교

-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이하 “타 지역 출신”이라 한다)

입주요건 확대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공급대상을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외에 일정한

(2018.11.22. 제정 시행)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19 39세의
무주택자 청년으로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별표 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
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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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
는 경우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가 있는 가구
2. 제2순위는 타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장애인 가구의 경우 100%) 이하
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
3. 제3순위는 타 지역 출신으로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사람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단, 장애인 가구의 경우 150%) 이하이고 규칙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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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대학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
4. 제4순위는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
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신청
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
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규칙 제
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
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
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가구 1호에 2인 이상 거주(이하
이 조에서 “공동거주”라 한다)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매입임대주택의 일부
를 따로 공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가 앞서는 사람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
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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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
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
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
관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
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타 지역 출신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o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제39조(기숙사 운영 특례)

-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 본인 부모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합산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인 대학생과
19 39세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지원하되,

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9조(2018.11.22.
제정 시행)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대학 등이 무주택자인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공급하는 기숙사형
매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형 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할 수
있다.
기숙사형 주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기숙사와 같이 학기

게 공급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입주자 모집 이후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위로 계약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입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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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1. 대학생 및 대학원생(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기숙사형 주택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최대 6년까지로 하되, 기숙사형
주택 운영기관은 입주자의 계약기간을 학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다.
기숙사형 주택 운영기관이 운영경비 등을 위하여 임대료 또는 관리비
(입주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대상자, 사유 등을 제6항에 따른 사
업계획서 및 자체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숙사
형 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따른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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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 따른 대학생활협동조합
제5항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현황
2. 기숙사형 주택 사업계획서(희망주택, 입주 대상자 및 입주자 사용료(우
선 선발대상자 및 취약계층 사용료 차등계획 등), 운영계획, 시설설치계
획 등을 포함한다)
3. 자체운영규정(입주자 자격, 선정절차, 퇴거요건, 사용료징수, 생활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
4. 운영실적(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운영비 지원내역을 포함한다)
기숙사형 주택 운영기관의 운영기간은 최대 20년으로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입주대상자를 직접 선정하여 공급하거나 시장 등과 협의한 방식으로 선
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숙사형 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와 기숙사형 주택 운영기관, 시장 등은 기숙사형 주택 운
영기관의 선정, 입주자 선발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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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의 입주자 선정)

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o 신혼 특화형 임대주택

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

20만호 공급

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

도입 :

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

서 평균소득(맞벌이

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120%)이하이며

업무처리지침 제12조

행복주택 신혼부부

(2018.11.22. 제정 시행)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로
6년간 지원(유자녀
가구는 4년 연장가능).

이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
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
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제1항에 해당
하는 사람에 한한다.

242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제9조제7항에 따른다(단,
입주대상자가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예비
신혼부부의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하여 독립세
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확인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예비 신혼부부가 매입임대주택 입
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조(주거약자에 대한 추가지원)

o 생애 단계별 맞춤형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주거지원
-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설치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급

o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조
개정(2018.08.13.
개정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주거약자에 대한 추가지원) 수

제20조(주거약자에 대한 추가지원) 수

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

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

애인인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

애인 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물 없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

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의 소득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의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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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율은 적용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율은 적

지 아니한다.

용하지 아니한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0조(확인조사계획 수립 및 방문조사 대상 선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조사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조사기관은 연간 확인조사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쪽방, 비닐하우스,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
거주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의 정례화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도출

당하는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o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0조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 2회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1. 부정수급 의심 등 중점관리대상 가구
2.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가구
3. 신고 등으로 임차료 연체가 확인되었거나 연체가 의심되는 가구
4.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가구
5.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확인조사는 연간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매 분기별로 실시하며, 특정시
기에 조사가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조사대상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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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o 임대차 시장의
제2차 장기

투명성 안정성 강화

주거종합계획

- 임대 등록시스템 및

수정계획

o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3항부터
제6항 신설 개정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2017.12.26. 개정,

등 정보 인프라 구축

2018.3.27. 시행)

개정 후
국토교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국토교

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과 공공주택

시장 군수 구청장과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시

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시

행자를 포함한다), 임차인(공공임대

행자를 포함한다), 임차인(공공임대

주택에 한정한다), 임대차계약 등 대

주택에 한정한다), 임대차계약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교통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
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등록 국세 지방세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
관의 장은 자료의 사용 목적 방법,
자료 사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

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

여야 한다.

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
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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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 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받은

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

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

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

아니 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거급여법
제 5 조(수급권자의 범위)
o 무주택 서민 가구 맞춤형
2018년
주거종합계획

주거지원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o 주거급여법 제5조
개정(2018.01.16. 개정,
2018.12.11. 시행)

개정 전
제 5 조(수급권자의 범위)

개정 후
수급권자

제 5 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

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

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

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

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

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으로 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
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
는 경우는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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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o 무주택 서민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2018년
주거종합계획

- 기준임대료 단계적
현실화(’18년 335,00원
’19년 385,000)
서울 4인 가족 기준

o 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부

2018년
주거종합계획

2019.01.01. 시행)

o 공공주택 특별법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
~ 39세 이하 청년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5 개정(2018.03.14.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개정 시행)

제공

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고시. 2018.8.01. 개정,

o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 행복주택 : 소득활동

가. 임차급여4)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생 략)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
정할 수 있다.

4) 385,000원으로 제시하였으나, 365,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0년에는 415,000원으로 인상되었다(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별표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및제2항 관련)
입주자격

입주자격

나) 사회초년생: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
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
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
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
서 같다)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
역에 소재하는 직장( 국민건강
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한다. 이
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서 퇴직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청년: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인
사람
(나)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
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
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다
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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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입주자격
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이 총 5년이 지나지 않을 것. 다
만,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
간은 제외한다.
(3) 혼인 중이 아닐 것
(4)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5)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6)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입주자격
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총 5년을 초
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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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입주자격

입주자격

(7)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
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6)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
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 2 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생 략)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
o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2018년
주거종합계획

-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적용,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2021. 12 31.까지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
o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저축”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원금 중 총원금 5천만원 한도내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2호에 의한다.

고시 제2조제2항

1. 대상요건

개정(2018.07.31.
개정 시행)

가. 가입대상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
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주자일 것.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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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기준 세대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세대주인 자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다. 가입대상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기준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제외) 총수입금액(소득
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기간이 증빙된 자는 총수입금액을 소
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연 3천만
원이하인 자일 것.
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
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
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이자율
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
지 않음
나.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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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다.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제1항
제3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라.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제1
항제4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
마. 가입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이내
의 기간은 본호 라목의 이자율을,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제1항
제4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o 맞춤형 고령층 주거지원
- 홀몸 어르신의 건강
2018년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주거종합계획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안심센서
설치 근거 마련

o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개정(2018.02. 06.
개정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4. 비상연락장치: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주
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
로 한정한다)

4. 비상연락장치(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
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
치를 각각 설치할 것
나. 65세 이상인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다음의 장치
를 모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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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1) 동체감지기 및 그 밖에 입주자의
움직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
치. 이 경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그 작동을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1)의 장치를 통하여 일정 기간 움
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경비
실 등 관리실에 자동으로 통보되
는 홈네트워크망

o 공공주택 특별법
o 맞춤형 고령층 주거지원
- 영구임대 매입임대
2018년
주거종합계획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
(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를 추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2018.02.09.
개정 시행)
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 및
별표 2 제정(2018.11.22.
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1. 일반공급
순 위

입주자격

1순위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
는 사람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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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 9 조(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장 등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
다. 이하 같다)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
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별표 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
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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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이 경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
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
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7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제2순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의 5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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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3. 제3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균소득의 70% 이하로서, 제3항제3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입주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2 제
5호와 제6호에 따른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
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
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
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2. 기존주택 매입 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거나 제1항제1호마목 또는 제1항제2호나
목의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3. 세대주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입주자 모집 공
고일 현재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로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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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한 호의 방 수가 3개 이상인 규모가
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입주자로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후 전세계약의 해지 등 부득
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으로서 전세주택의 마련이 곤란
하거나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경우
5.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
상지역에서 E등급으로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
7.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른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
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별표 2 제5호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
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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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
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7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
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공급물량의 2%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 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
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하
여 주택을 매도한지 2년 이내인 사람이 매도한 주택의 대금을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매월 지급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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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인 경우에 한함)받는 경우에는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
택사업자와 시장 등이 상호 협의한 후 필요 시 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공
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단, 관할 사업대상지역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한다.
제1항의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
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2
1.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1) 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세
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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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 광역시 포
함) 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3. 부양가족(제9조제7항의 세대원을 말함)의 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민법 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1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세대주를 포
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1점)에는 별도의 가점을 추가로 부
여한다.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24회 이상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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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
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4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2점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한다.
6.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80% 이상 : 5점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현

행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
양전환)

안

제50조의3(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

------------------------------------------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

------------------------------------------

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

------------------------------------------

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

개정 법률안 정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또는

<후단 삭제>

협의 절차 의무화, 분양

제출안으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

전환을 받지 못한

제출(2019.3.29.)되어

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

임차인을 위한 임대기간

상임위 심사 중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주거종합계획

정

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o 수요자 중심의

2018년

공공주택사업자는 임

개

-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의

연장 등 제도개선

o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다. 이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
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분양전환 계획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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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안

인과 임차인대표회의(임차인대표
회의가 구성된 경우만 해당한다)
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2.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3.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수
선 보수의 범위
4. 그 밖에 분양전환에 필요한 사항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

는 기간 이상 제1항에 따른 우선

라 통보한 분양전환 계획에 관하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

여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

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

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

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

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상(임

게 매각할 수 있다.

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 이
상을 말한다) 임차인이 우선 분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안

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생 략)
<신 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분양전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4(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
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임
차인이 제50조의3에 따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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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안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5(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연
장)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매
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0조의6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제
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최대 4
년까지 임대기간의 연장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주거전용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안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분양전
환가격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
고 당시의 주택가격과 비교하
여 현저하게 상승하였을 것. 이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상승 기
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주거취약계층인
임차인이 제1항에 따라 연장한
임대기간이 4년이 되는 날을 기
준으로 최대 4년까지 임대기간의
재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
기간 연장의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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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현
<신 설>

행

개

정

안

제50조의6(임대기간 연장 의무가 있
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입)
제50조의5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
장하여야 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기간
을 연장하거나 재연장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

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임대주택
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매입 요청을 받
은 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
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 (생 략)

제50조의7 (현행 제50조의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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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전
제 4 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o 빈집 및 소규모주택
2018년
주거종합계획

개정 후
시

제 4 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

장 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

장 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

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

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

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o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

제4조제1항 개정 및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추진 및 ‘빈집밀집구역’

제4조제5항 신설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

제도 도입

(2019.04.23. 개정,
2019.10.24. 시행)

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는 사항

시장 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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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

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를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

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

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

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야 한다.

한다.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

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 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시장 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및 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및 자

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

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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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장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

장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

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

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절

시장 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통령령으로 정한다.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
율이 높은 지역
2. 노후 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
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
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
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
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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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시 도 소
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
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
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절
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o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개정 전

대상 확대
2018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개정 후

- PC방, 만화방에서

o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거주하는 사람

업무처리지침 제3조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

개정(2019.07.23.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3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

월 이상 거주(주거지원 신청일을 기

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개정 시행)

제 3 조(입주대상자)

이 지침에 따라

제 3 조(입주대상자)

이 지침에 따라

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

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

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사다리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후

하는 사람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항

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사다리 지원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주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에 한한

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

다.(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

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

등”이라 한다.)이 주거지원이 필요하

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

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법무부장

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

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

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피해자(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

가. 쪽방

에 한한다.

나. 고시원, 여인숙

1. 쪽방

다. 비닐하우스

2. 고시원, 여인숙

라. 노숙인시설( 노숙인 등의 복

3. 비닐하우스
4. 노숙인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마. 컨테이너, 움막 등

제2호)

바. PC방, 만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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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5. 컨테이너, 움막 등

개정 후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
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
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 군수 구청장, 관련 사
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
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3.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
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항 또는 최
저주거기준 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하는 주거환
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
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

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

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

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

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소득 산정 및

제2항 및 제3항의 소득 산정 및

자산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

자산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

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

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

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

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

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

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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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 7 조(입주자 선정)

2018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o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o 기존주택 전세임대

시장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추가 모집시에는 입주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업무처리지침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

제7조제1항제1호마목

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격에 차상위층 고령자

신설(2019.07.29.

1.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에 한한다.

가구 추가

개정 시행)

- 전세임대주택 1순위

가. ~ 라. (생 략)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2018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o 집소유 저소득
고령자에게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 시행

o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 7 조(기존주택의 매입절차)
5)

~

(생략)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대금을 다음 각

제7조제3항(2018.11.22.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매도자에게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제정 시행)

있으며, 매도자가 이 지침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을 갖
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5) 당시 위와 같이 개정되었으나 현재는 “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한다)는 제6조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대금을 60세 이상(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포함)인 매도자에게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매도자가 이 지침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되었음(2019. 7. 29 개정 시행)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277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 1주택자인 65세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도심
내 9억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1. 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

주택(APT제외)을

2. 세대구성원을 포함하여 1주택(감정평가액 9억원 이하) 소유자일 것

매입하여

(생략)

리모델링 재건축 후
고령자, 청년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o 주거급여 수급요건 중
2019년

소득기준 완화

주거종합계획

- 중위소득 43%

주거급여법 (2014. 12. 30.,개정, 2015. 7.1 시행)
o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44%로 수급자 확대
o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2019년
주거종합계획

위한 기반 구축
-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관리 체계화

제 5 조(수급권자의 범위) 제1항 단서에서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
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고 규정한 이후 아직까
지 개정되고 있지 않음.

o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국토부훈
령. 2019.03.27.
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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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
는 한편,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
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o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2019년
주거종합계획

우선 분양전환 시 금융
지원
- 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자의 임대기간 연장
요청 기준 마련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 주택도시기
o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부
제출안으로
제출(2019.3.29.)되어
상임위 심사 중

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계획의 협의(안 제50조의3제2항 신
설, 안 제50조의3제3항)
1)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분양
전환 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고, 그 계획에 관하여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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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2)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전환 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분양전
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그 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
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지원(안 제50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
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연장(안 제50조의5 신설)
1)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한 자
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과 비교하여 현저
하게 상승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최대 4년까지 임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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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계획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2)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한 자
는 4년까지 연장한 임대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4년까지 임대기간의 재연장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시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
o 빈집 활용 활성화를 통한
주거지원 강화
2019년
주거종합계획

-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
도입

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2017.2.8. 제정,
2018. 2. 9 시행) 및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28조
(2018.02.09. 제정 시행)

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
계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 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
축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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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 내용(개정 사항)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
이 제공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
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
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28조(빈집정보의 공개)

시 도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빈집 소

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 등
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빈집의 위치 및 주소
2. 제17조에 따른 빈집의 등급
3. 실태조사의 기간
4. 영 제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보 활용에 필요한 사항

부록 2 일본 주생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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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본 주생활 기본법

주생활 기본법
(2006년 법률 제61호)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제10조)
제2장 기본적 시책 (제11조-제14조)
제3장 주생활 기본 계획 (제15조-제20조)
제4장 잡칙 (제21조

제22조)

부칙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률은 주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기본이념을 정(定)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및 주택 관련 사업자의 책무를 밝힘과
동시에, 기본이념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시책, 주생활 기본 계획에 기타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민생 향상과 사회 복지의 증진을 꾀하고, 국민 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률에서 주거 기본 계획 이라함은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

국 계획 및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계획을 말한다.
이 법률에서 공영주택 등 이라 함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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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영주택법(소화 26년 법률 제193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공영주택(이하 공
영주택 이라 한다.)
2. 주택지구 개량법(소화 35년 법률 제84호)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개량 주택
3. 독립행정법인(法人) 주택금융 지원기구가 대출한 자금으로 건설, 구입 또는 개량
이 진행된 주택
4. 독립행정법인(法人) 도시재생기구가 그 업무로서 임대 또는 양도하는 주택
5. 전(前) 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국가, 정부 관계기관 혹은 지방공공단체가 건설
하는 주택 또는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가 보조, 대출, 기타 지원으로써 그 건설
추진을 도모하는 주택
제 3 조(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국민의 주생활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주택의 공급 등)
주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급속
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생활양식의 다양화, 그리고 기타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면서, 주택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에 입각하여, 거주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현재 및 장래의 국민의 주거 생활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주택 공급,
건설, 개량 또는 관리(이하 공급 등 이라 한다.)가 추진될 것을 취지로 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제 4 조(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 주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은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기타 특성에 따라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주민
들이 긍지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형성할 것을 취지로 이루어져
야 한다.
제 5 조(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자들의 이익 옹호 및 증진) 주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은 민간 사업자의 능력의 활용 및 기존 주택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면서 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자 및 주택 공급 등에 관련
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의 옹호 및 증진을 도모할 것을 취지로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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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거주 안정의 확보) 주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은
주택이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반임을 감안하여, 저소
득자, 이재민(被災者), 노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기타 주택 확보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것을 취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7 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제3조부터 전(前)조

까지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 이라 한다.)에 따른 주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진다.
국가는 기본이념에 따라 주택의 품질 또는 성능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
에 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주택 건설의 목재 사용에 관한 전통적인 기술의 계승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 기술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교육 활동, 홍보 활동, 기타 활동을 통하여 주생활의 안
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그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8 조(주택관련사업자의 책무)

주택의 공급 등을 업으로서 행하는 자(이하 주택

관련 사업자 라 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그 사업 활동을 행함에 있어 스스로가 주
택의 안전성, 기타 품질 또는 성능 확보에 대해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하여 주택의 설계, 건설, 판매 및 관리의 각 단계에서 주택의 안전성 그 외의
품질 또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강구할 책무를 진다.
전(前)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주택 관련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그 사업 활동
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 활동과 관련된 주택에 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관계자 상호연계 및 협력) 국가, 지방공공단체, 공영주택 등의 공급 등을 행하
는 자, 주택 관련 사업자 거주 지역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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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 기타 관계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현재 및 장래의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을 위해 서로 제휴를 도모하면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주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또는 금융상의 조치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해
야 한다.

제 2 장 기본적 시책
제11조(주택의 품질 또는 성능의 유지 및 향상 및 주택 관리의 합리화 또는 적정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국민의 주거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등이 도모되도록 주택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개축의 촉진,
주택에 관련된 에너지 사용 합리화 촉진, 주택 관리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기타 주택의 안전성, 내구성, 쾌적성,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기타 품질 또는 성
능의 유지 및 향상 및 주택 관리의 합리화 또는 적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한다.
제12조(지역 거주환경 유지 및 향상)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
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 공동의 복지 또는 편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정비, 주택
시가지에서의 양호한 경관 형성 촉진, 기타 지역의 주거 환경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3조(주택 공급과 관련한 적정한 거래의 확보 및 주택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
정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자 및 주택 공급 등에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 옹호 및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 관
련 사업자에 따라 주택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의 촉진, 주택 성능 표시에
관한 제도의 보급, 기타 주택 공급 등에 관한 적정한 거래의 확보 및 주택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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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거주 안정 확보를 위해 필요한 주택 공급의 촉진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주택 및 재해를 입은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주택 공급 등 고령자용 임대 주택 및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용 임대 주택 공급
촉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 3 장 주생활 기본 계획
제15조(전국계획)

정부는 기본이념에 따라 전(前)장에서 정한 기본적 시책, 기타 주

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
하기 위해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전국 계획 이라고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전국계획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정한다.
1. 계획 기간
2. 주생활 안정의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3.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목표
4. 전(前)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인 기본적인 것에 대한 사항
5. 도쿄도(都), 오사카부(府), 그 외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현저하게 많은 도도부현(都
道府県)에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의 주택의 공급 등 및
주택지의 공급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주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대신은 전국 계획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결정을 요구해야 한다.
국토교통대신은 전(前)항의 규정에 의해 전국 계획안을 작성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기타 국토 교통 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관계 행정 기관장과 협의하여 사회자본 정
비 심의회 및 도도부현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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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대신은 전국 계획에 대해서 제3항의 국무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함과 동시에 도도부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前) 3항의 규정은 전국 계획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제16조(전국계획에 관한 정책의 평가)

국토교통대신은 행정 기관이 하는 정책의 평

가에 관한 법률(평성 13년 법률 제86호) 제6조 제1항 기본 계획을 정할 때에는, 동조
제2항 제6호의 정책으로서 전국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대신은 전조 5항(동조 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
해 공표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 이후, 행정 기관이 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실시 계획을 처음 정할 때에는, 동조 제2항 제1호의 정책으로
전국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도도부현 계획)

도도부현은 전국 계획에 입각하여,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 주민의 주생활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도도부현
계획 이라 한다.)을 정한다.
도도부현 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정한다.
1. 계획 기간
2.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 주거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3.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 주민의 주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목표
4. 전(前)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 주거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계획 기간에 있어서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공영주택의 공급 목표량
6. 제15조 제2한 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도도부현에서 계획 기간 내에 주택 공급
및 주택지의 공급을 중점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 관한 사항
7. 전(前) 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있어서 주생활의 안
정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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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은, 도도부현 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인터넷 이용하거나 기타
의 국토교통성령(國土交通省令)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시읍면(市町
村)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서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공적 임대 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평성 17년 법률 제7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
역 주택협의회를 조직하고 있는 도도부현에서는 해당 지역 주택협의회의 의견을 물
어야 한다.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2항 제5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대신과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토교통대신은 전(前)항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후생노동대신과 협의해야
한다.
도도부현 계획은 국토형성 계획법(소화 25년 법률 제205호) 제2조 제1항에서 규
정하는 국토형성 계획 및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법(평성 15년 법률 제20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자본정비 중점 계획과의 조화가 유지된 것이어야 한다.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계획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함과 동시에, 국토
교통대신에 보고해야 한다.
제3항에서 전항까지의 규정은 도도부현 계획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제18조(주생활 기본 계획 실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주생활 기본 계획에 입각하

여 공영주택 등의 공급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
에, 주생활 기본 계획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타 조치를 강구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도도부현 계획의 실시 및 주택 관련 사업자, 도시 정비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평성 10년 법률 제
7호)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 지방자치법(소화 22년 법률
제67호) 제260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연(地緣) 단체, 기타의 자(이하 본 항에
서는 주택 관련 사업자 등 이라 한다.)가 주생활 기본 계획에 입각해서 하는 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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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제공, 주택 관련
사업자 등이 주택 공급 등을 강구해야 할 조치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지침의 책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독립행정법인(法人) 주택금융지원기구, 독립행정법인(法人) 도시재생기구, 지방
주택공급공사 및 토지개발공사는 주택공급 등 또는 주택지 공급에 관한 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 주생활 기본 계획에 정해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관계 행정기관은 전국 계획에 따른 주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공공시설 및 공익적 시설의
정비, 기타 시책의 실시에 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제20조(자료 제출 등) 국토교통대신은 전국 계획의 책정이나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행정
기관의 소관에 관련된 공영주택 등의 공급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잡칙(雑則)
제21조(주생활 안정의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 공표)

국토교통

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생활의 안전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대신은 매년 전(前)항의 보고를 정리하여 그 개요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률에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 및 후생노동대신의 권한은 국
토교통대신의 권한은 국토교통성령(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정비국장 또는
홋카이도(北海道) 개발국장에게 그 일부를, 후생노동대신의 권한에 있어서는 후생노
동성령(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후생국장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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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초(抄)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주택건설 계획법 폐지) 주택건설 계획법(소화 41년 법률 제100호)은 폐지한다.
제17조(정령(政令)으로의 위임)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17년 7월 6일 법률 제82호) 초(抄)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평성 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3년 8월 30일 법률 제105호) 초(抄)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정령으로의 위임)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경과 조치(벌칙에 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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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일본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2017년 법률 제25호

목 차
제1장 총칙(제1조 제2조)
제2장 기본 방침 및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 등( 제3조 - 제4조의 2)
제3장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 사업
제1절 등록(제5조 - 제14조)
제2절 업무(제15조 - 제20조)
제3절 등록 주택에 관한 특례(제21조 - 제23조)
제4절 감독(제24조 - 제27조)
제5절 등록 기관(제28조 - 제40조)
제6절 잡칙(제41조 - 제43조)
제4장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 공급 촉진 등(제44조 - 제51조)
제5장 종신 건물 임대차(제52조 - 제72조)
제6장 주택의 노화 대응 개량에 대한 지원 조치(제73조)
제7장 잡칙(제74조 - 제78조)
제8장 벌칙(제79조 - 제82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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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률은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
을 받을 수 있는 양호한 거주 환경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주택 등의 등록 제도를 마련
함과 동시에,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
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고령자에게 적합한 양호한 주거 환경이 확보되어,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신 건물 임대차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를 도모하고, 이로써 그 복지의 증
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평23법32 일부개정)
제 2 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
보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본 방침 및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 등
(평21법38 장명(章名)추가, 평23법32 구(旧)제1장의 2 이동, 평28법47 개칭)
제 3 조(기본방침)

국토교통대신 및 후생노동대신은 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관

한 기본적인 방침(이하, 기본 방침 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기본 방침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1. 고령자에 대한 임대주택 및 양로원 공급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고령자에 대한 임대주택 및 양로원 공급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고령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고령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가진 주택 정비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고령자가 그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이하,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체제 라 한다.)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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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 및 제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읍면(市町村)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의 책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전 각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중요 사항
기본 방침은 고령자를 위한 주택 및 양로원 및 고령자를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현황 및 향후 전망을 감안하여 정하고, 주생활 기본
법(평성 18년 법률 제61호)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국 계획과의 조화가 유지
된 것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대신 및 후생노동대신은 기본 방침을 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총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대신 및 후생노동대신은, 기본 방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전 3항의 규정은 기본 방침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평18법61 평21법38 평28법47 일부 개정)
제 4 조(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

도도부현은 기본 방침에 근거하여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계획(이하,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 이라 함)을 정할 수 있다.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
한다.
1.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고령자에 대한 임대주택 및 양로원의 공급 목표
2.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으로서 전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 고령자에 대한 임대주택 및 양로원의 공급촉진에 관한 사항
나. 고령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고령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가진 주택 정비의 촉진에 관한 사항
라. 고령자 복지법(소화 38년 법률 제313호) 제5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령자
데이 서비스(day service) 사업, 그 외의 고령자가 그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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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사업 이라 한다.)의 용도에
공급하는 시설 정비의 촉진에 관한 사항
마. 라에 열거된 것 외에, 고령자의 거택(居宅) 생활 지원 체제의 확보에 관한 사항
사. 계획 기간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은 전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노
력한다.
도도부현은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지방주택공급공사(이하, 공사 라고 한
다.)로 인한 주택 개량(개량 이후의 주택이 노화 대응 구조 등(노화에 따른 생기는
고령자의 신체 기능의 저하 상황에 대응한 구조 및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 제73조에서 주택의 노화 대응한 개량 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 제2호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에 공사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미리 해당 공사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인터넷 이용하거나 기타의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주민
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시읍면(市町村)(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서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공적 임대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평성 17년 법률 제7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택 협의회를
조직하고 있는 도도부현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 주택협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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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은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토교통대신 및 후생노동대신 및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시읍면에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전 항의 규정은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평21법38 추가, 평23법32 구(旧)제3조의 2 이동 일부개정, 평28법47 일부 개정)
제 4 조의2(시읍면(市町村)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

제4조의 시읍면은 기본 방

침(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이 정해진 경우, 이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시읍면의 구역 내에서 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계획(이하, 시읍면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 이라 한다.)을 정
할 수 있다.
시읍면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1. 해당 시읍면의 구역 내에 고령자에 대한 임대주택 및 양로원의 공급 목표
2.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으로서 전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 고령자에 대한 임대주택 및 양로원의 공급촉진에 관한 사항
나. 고령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고령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가진 주택 정비의 촉진에 관한 사항
라. 고령자 거택 생활 지원 사업의 용도에 제공하는 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사항
마. 라목에 열거하는 것 외에, 고령자 거택(居宅) 생활 지원 체제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계획 기간
전조 제3항부터 제8항의 규정은 시읍면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중 전항 각호 는 다음 조 제2항 각호 로, 해당 도도부현 은
해당 시읍면(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동일) 로, 동조 제4항 중 도도
부현 은 시읍면 으로, 제2항 제2호 는 다음 조 제2항 제2호 로, 동조 제5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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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의 규정 중 도도부현은 은 시읍면은 으로, 동조 제6항 중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시읍면(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동조 제7항 중 해당 도도부현
의 구역 내의 시읍면 은 도도부현 으로, 동조 제6항 중 도도부현에 는 시읍면에
로 한다.
(평28법47 추가)

제 3 장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 사업(평23법32 장명(章名)추가)
제 1 절 등 록(평23법32 절명추가)
제 5 조(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사업 등록)

고령자용 임대주택 또는 고령자 복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료 양로원(이하, 유료 고령자 홈(home) 이라 한
다.)으로서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전용 부분을 가진 것에 고령자(국토교통성령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연령, 기타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입주시켜 상황파악 서비스(입주자의 심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따
른 일시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활상담 서비스(입주자
가 일상생활을 지장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로부터 상담에 응하여
필요한 조언을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외의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
택 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자는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 사업과 관련한 임
대주택 또는 유료 양로원(이하,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 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건축물별로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전항의 등록은 5년 정도 그 갱신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해서 그
효력을 잃는다.
전항의 갱신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동항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등록 유효기간
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은 등
록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그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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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경우, 등록의 갱신이 된 때에는 그 등록 유효 기간은 종전의 등록의 유효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평23법32 추가)
제 6 조(등록 신청)

전조 제1항의 등록(동조 제2항의 등록의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법인일 경우에는 그 임원의 성명
4.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법정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는
그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임원 이름)
5.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의 위치
6.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의 호수
7.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 규모
8. 서비스부(付)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구조 및 설비
9.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 입주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 라 한다.) 자격에 관
한 사항
10.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고령자 생활 지원 서비스(상황 파악 서비스, 생활 상담 서
비스, 그 외의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서 국토
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
11.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 사업을 하는 자가 세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12. 종신 또는 입주자와 체결하는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 입주에 관련되는 계약
(이하, 입주 계약 이라 한다.)의 기간에 걸쳐서 수령해야 할 집세 등(월세 또는 고
령자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
급금으로 일괄적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의 개산액(概算額, 어림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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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및 해당 선불금에 대해 서비스부(付) 고령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행하는 자가
반환채무를 지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강구하는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13.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전의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에 있어서는 입주 시기
14. 입주자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고령자 주택
생활 지원 사업을 하는 자와 제휴 및 협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항의 신청서에는 입주 계약과 관련된 약관 기타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평21법38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5조 이동 일부개정, 평23법61 일부 개정)
제 7 조(등록기준 등)

도도부현 지사는 제5조 제1항의 등록 신청이 다음에서 열거하

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서비스부(付)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각 주거부분(임대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에 대해
서는 주거지를 말하며, 유료 양로원에 있어서는 입주자별 전용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 면적이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서비스가 고령자용 주택 구조 및 설비(노화 대응 구조 등인 것을 제외한다.)는 고
령자의 입주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3.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의 노화 대응 구조 등이 제5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것.
4. 입주자의 자격을 스스로 주거하기 위해 임대주택 또는 유료 양로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 또는 해당 고령자와 동거하는 그 배우자(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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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자에 대한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서 적합한 상황
파악 서비스 및 생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6. 입주 계약이 다음에서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한 계약일 것.
가. 서면에 의한 계약일 것.
나. 주거 부분이 명시된 계약일 것.
다.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 사업을 하는 자가 보증금과 월세 및 전조 제1항
제12호의 선불금(이하, 집세 등의 선불금 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권리금 기타
의 금액을 수령하지 않는 계약일 것.
라. 집세 등의 선불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집세 등의 선불금의 산정
의 기초 및 해당 집세 등의 선불금에 대해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 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반환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반환 채무의 금액
산정 방법이 명시된 계약일 것.
마. 입주자의 입주 후,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 경
과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입주자의 사망에 의해 종료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국토교통성
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집세 등
의 선불금을 반환하게 되는 계약일 것.
바. 서비스부(付) 고령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행하는 자가 입주자의 병원에 입원,
그 외의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이유에 의해 주거 부분을 변
경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
사.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의 정비하고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에 관한 공사 완료 전에 보증금 또는 집세 등의 선불금
을 수령하지 않는 것.
아. 집세 등의 선불금에 대해 서비스부(付) 고령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행하는 자가
반환 채무를 지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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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외 기본 방침(서비스가 고령자용 주택이 시읍면(市町村)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이 정해진 시읍면의 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기본 방침 및 시읍면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 서비스가 고령자용 주택이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이 규정된 도도부현의 구역(해당 시읍면의 구역을 제외) 내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 방침 및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에 비추어
적절한 것.
제5조 제1항의 등록은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 등록부(이하, 등록부 라 한
다.)에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1. 전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사항
2. 등록 연월일 및 등록 번호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등록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제5조 제1항의 등록 신청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등록
을 받은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 사업(이하, 등록 사업 이라 한다.)에 관련된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이하, 등록 주택 이라 한다.)에 존재하는 시읍면의 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21법38 전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6조 이동 일부개정, 평28법47 일부 개정)
제 8 조(등록거부) 도도부현 지사는 제6조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6조 제1항의 신청서 또는 그 첨부 서류 중에 중
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결여되어 있을 때에
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성년 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被保佐人)
2. 파산 절차의 개시 결정을 받아 복권을 받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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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끝나거나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4.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고, 그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5. 폭력단원의 부당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평성 3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에
서 규정하는 폭력단원 또는 동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구(旧)호에서 폭력단원 등 이라 한다.)
6. 영업에 관한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가 그 법정 대리
인(법정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는 그 임원을 포함)이 전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7. 법인이며, 그 임원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8. 개인이고, 그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9. 폭력단원 등이 그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거부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해당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16법147 평21법38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7조 이동 일부개정, 평23법
61 일부 개정)
제 9 조(등록사항 등의 변경)

등록 사업을 하는 자(이하, 등록 사업자 라 한다.)은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이하, 등록 사항 이라 한다.)에 변경이 있었을
때, 또는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첨부 서류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록 사항 변경에 관련된 것에 한한
다.)를 받았을 때에는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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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 해당 변경이 있는 등록 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하고, 변경의 등록을 하여
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해당 등록과 관련한 등록 주택에 존재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23법32 추가)
제10조(등록부 열람)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부를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평23법32 구(旧)제9조 이동 일부 개정)
제11조(지위 승계)

등록 사업자가 그 등록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등록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 상속, 합병 또는 분할(등록 사업을 승계하는 것에 한한다.)
이 있을 때에는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분
할에 따른 그 사업을 승계한 법인은 등록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중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 은 제26조 제1항 으로 한다.
(평23법32 전부개정)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등록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 사업을 폐지하려고 할 때.
2. 등록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및 파산 절차 개시 결정 이외의 이유로 해산하려는 때.
등록 사업자가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파산 관재인은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경우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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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사업을 폐지한 경우
2.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3. 등록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및 파산 절차 개시 결정 이외의 이유로 해산한 경우
(평23법32 전부개정)
제13조(등록의 말소)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사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등록 사업자로부터 등록 말소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제5조 제2항 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효력을 상실했을 때.
3.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등록에 관련한 등록 주택의 존재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23법32 추가)
제14조(명칭 사용제한) 누구라도 등록 주택 이외의 임대주택 또는 유료 양로원에 대해
서 등록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평23법32 추가)
제 2 절 업 무(평23법32 추가)
제15조(과대광고 금지) 등록 사업자는 그 등록 사업의 업무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
는,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고령자 생활 지원 서비스의 내용, 기타 국토교통성령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저하게 사실에 엇갈리는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혹은 유리할 것으로 사람을 오인시키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평23법32 추가)
제16조(등록사항 공시) 등록 사업자는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평23법32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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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계약체결전의 서면의 교부 및 설명) 등록 사업자는 등록 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에 대해 입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등록 사항, 기타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이러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평23법32 추가)
제18조(고령자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록 사업자는 입주 계약에 따라 고령자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23법32 추가)
제19조(장부의 비치 등) 등록 사업자는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재한 장부를 제공하여 이것을 보존하여야 한다.
(평23법32 추가)
제20조(기타 준수사항)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등록 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등록 사업자 준수사항은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한다.
(평23법32 추가)
제 3 절 등록 주택에 관한 특례(평23법32 추가)
제21조(공영주택 사용) 공영주택(공영주택법(소화 26년 법률 제193호) 제2조 제2호에
서 규정하는 공영주택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사업 주체(동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공영주택을 등록 사업자에게 등록 주택으로 사용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영주택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에 현저히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공영주
택을 등록사업자에게 사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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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영주택법 제4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및 공영
주택의 사용에 대해서 준용한다.
(평23법32 추가)
제22조(주택융자 보험법의 특례) 등록 주택 입주와 관련된 종신 또는 입주 계약의 기간
에 걸쳐서 지불해야 할 집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금으로 일괄 지불하기 위한
자금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를 주택 대출 보험법(소화 30년 법률 제63호) 제4조의
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대출로 간주하고, 동법 규정을 적용한다.
(평23법32 추가)
제23조(고령자 복지법의 특례)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는 유료 고령자 홈(home)의 설
치자(해당 유료 양로원을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고령자 복지법 제
29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평23법32 추가)
제 4 절 감 독(평23법32 절명(節名)추가)
제24조(보고, 검사 등)

도도부현 지사는 이 장(章)의 규정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등록 사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로부터 등록 주택의 관리 혹은 고령자 생활 지원 서비
스 제공을 위탁 받은 자(이하, 본 항에서는 관리 등 수탁자 라 한다.)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고, 또는 그 직원에게 등록 사업자나 관리 등 수탁자의 사무
소 혹은 등록 주택에 출입, 그 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시키거
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검사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록 주택의 주거
부분에 들어갈 때에는, 미리 해당 주거 부분에 관한 입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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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평23법32 추가)
제25조(지시)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된 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등록 사

업자에게 해당 사항의 정정 신청을 지시할 수 있다.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업이 제7조 제1항 각호에서서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등록 사업자에게 그 등록 사업을 해당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업자가 제15조에서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제20조의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등록 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평21법38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13조 이동 일부개정)
제26조(등록취소)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등록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9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2. 등록 사업자가 다음의 イ에서 ハ까지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イ부터 ハ까지에 정하는 자가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또는 제5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3.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갖지 않는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
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4. 법인인 경우 임원 또는 제8조 제1항 제7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5. 개인인 경우 제8조 제1항 제8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6. 부정한 수단에 의한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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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했을 때.
도도부현 지사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해당 등록 사업자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21법38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14조 이동 일부개정, 평23법61 일부 개정)
제27조(소재 불명자 등의 등록의 취소)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업자의 사무소 소재

지 또는 해당 등록 사업자의 소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의 소재) 확지(確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
고하고, 그 공고의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도 해당 등록 사업자로부터 신청이 없
을 때에는 그 등록 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법(평성 5년 법률 제88호)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평23법32 추가)
제 5 절 등록 기관(평23법32 구(旧)제2절 이동)
제28조(지정등록기관 지정 등)

도도부현 지사는 그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 등록기

관 이라 한다.)에 서비스부(付) 고령자용 주택 사업 등록 및 등록부의 열람의 실시에
관한 사무(앞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제외한다. 이하 등록 사무 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지정 등록기관 지정(이하, 이 절에서 지정 이라 한다.)은 등록 사무를 하고자 하
는 자의 신청에 의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지정한 때에는 지정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등록 사무를 하지 않
으며 이 경우의 등록 사무 인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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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등록기관이 등록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5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 적용
에 관해서는 이들 규정 중 도도부현 지사 는 지정 등록기관 으로 한다.
(평23법32 구(旧)제17조 이동 일부 개정)
제29조(결격조항)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을 받지 못한다.
1. 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을 받지 않은 것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끝나거
나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4. 제38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
5. 법인이며, 그 임원 중에 전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평23법32 구(旧)제18조 이동 일부 개정)
제30조(지정기준)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의에서 다른 지정 등록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없거나 혹은 지정 신청이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될 때가 아니면 지정해서는 안 된다.
1. 직원, 등록사무의 실시방법, 그 외의 사항에 관한 등록사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
등록사무의 정확한 실시를 위해서 적절한 것.
2. 전호의 등록 업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확실하게 실시한 경리적(經理的) 및 기술
적인 기초를 가진 것.
3. 등록 사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경우, 그 업무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서 등록 사무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4. 전 3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등록 사무를 공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평23법32 구(旧)제19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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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지사는, 지정한 때에는 지정 등록기관의 명칭 및 주

소 지정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등록 사무의 범위, 등록 사무를 실시하는 사무소 소재
지 및 등록 사무의 개시일을 공시하여야 한다.
지정 등록기관은 명칭 혹은 주소 또는 등록 사무를 실시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평23법32 구(旧)제21조 이동)
지정 등록기관(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다음 항

제32조(비밀유지의무 등)

에서도 동일하다.) 및 그 직원 및 이들인 자였던 자는 등록사무에 관해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정 등록기관 및 그 직원으로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메이지 40년 법률
제45호)기타의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평23법32 구(旧)제20조 이동)
제33조(등록 사무규정)

지정 등록기관은 등록 사무에 관한 규정(이하, 등록 사무규

정 이라 한다.)을 정하고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등록 사무규정에서 규정해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인가를 한 등록 사무규정이 등록 업무의 공정하고 확실
한 실시에 부적당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등록 사무규정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평23법32 구(旧)제22조 이동 일부 개정)

312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제34조(장부의 비치 등)

지정 등록기관은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
을 기재한 장부를 제공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항에 정하는 것 외, 지정 등록기관은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 사무에 관한 서류로서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
을 보존하여야 한다.
(평23법32 구(旧)제23조 이동 일부 개정)
제35조(감독명령)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무의 공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확보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 등록기관에 등록 사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
을 할 수 있다.
(평23법32 구(旧)제24조 이동)
제36조(보고, 검사 등)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무의 공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확보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 등록기관에 대한 등록 사무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받고, 또는 그 직원에게 지정 등록기관의 사무소에 출입, 등록 사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시키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
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평23법32 구(旧)제25조 이동)
제37조(등록사무 휴폐지)

등록 기관은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록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평23법32 구(旧)제26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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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지사는 지정 등록기관이 제29조 각호(제4호를 제외)

중 하나에 해당하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지정 등록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고 등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3항 및
제4항(제조 제4항에서는 이들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 또는 제
13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제31조 제2항, 제34조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3. 제33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등록 사무규정에 의하지 않고 등록 사무를 실시했을 때.
4. 제33조 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5. 제31조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6. 등록 사무에 관한 현저하고 적당한 행위를 했을 때, 또는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등록 사무에 관한 현저하고 적당한 행위를 했을 때.
7. 부정한 수단에 의해 지정을 받았을 때.
도도부현 지사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평23법32 구(旧)제27조 이동 일부 개정)
제39조(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등록사무의 실시)

도도부현 지사는 지정 등록기관이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했을 때에, 전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등록기관에 대한 등록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령한 때에 또는 지정 등록기관이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등록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8
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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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무를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사무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무를 하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무의 폐지를 허가하거나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을 취소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사무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등록 사무 인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평23법32 구(旧)제28조 이동 일부 개정)
제40조(등록수수료)

도도부현은 지방 자치법(소화 22년 법률 제67호) 제227조의 규

정에 의거하여, 등록과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해당 지정 등록기관이 수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등록기관에 봉안된 수수료는 해당 지정 등록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평23법32 구(旧)제29조 이동 일부 개정)
제 6 절 잡 칙(평23법32 절명(節名)추가)
제41조(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 등의 자금 대출에 대한 배려) 독립행정법인 주
택금융지원기구 및 오키나와(沖縄) 진흥 개발 금융 공고(公庫)1)는 법령 및 그 사업
계획의 범위 내에서 등록 주택의 정비가 원활히 행해지도록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대해서 배려한다.
(평23법32 추가)
제42조(자금 확보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등록 주택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
의 확보 또는 그 융통의 알선에 노력한다.
(평23법32 추가)

1) 주택 사업 자금을 대부하는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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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임대주택 등 원활한 입주를 위한 지원)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업자가 파산절
차 개시결정을 받았을 때, 기타 입주자(입주자였던 자를 포함.)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입주자에 대한 다른 적당한 임대주택 또는 유료
양로원에 원활히 입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 및 기타 원조를 행하도록 노력한다.
(평23법32 추가)

제 4 장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 공급 촉진 등
제44조(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고령자 전용의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 지방공공단체는 그
구역 내에서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주택(제46조에서 고령자용 우
량 임대주택 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에서는 기본 방침에 따라 그 정비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평23법32 구(旧)제48조 이동 일부 개정)
제45조(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비용의 보조)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한 임대주택의 정비 및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령으
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임대주택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규모 및 설비(노화 대응 구조 등인 것을 제외한다.)이 국토교통성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2. 임대주택의 노화 대응 구조 등이 제5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준 또는 이에 준하
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3.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을 스스로 주거하는 때문에 집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연령 기타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동일함 또는 해당 고령자와 동거하는 그 배우자로 할 것.
4. 임대주택 입주자의 월세 금액이 근처 동종의 주택의 월세 금액으로 균형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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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방법 및 임대 조건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지는 것.
6. 전 3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 임대주택 관리의 방법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7. 그 외 기본 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전항의 임대주택의
집세를 감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로 그 감액
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평21법38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49조 이동 일부 개정)
제46조(기구 또는 공사에 대한 공급의 요청) 지방공공단체는 스스로 고령자층을 위한
우량 임대주택의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스스로 고령자층을 위
한 우량 임대주택의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그 부족을 보충할 수 없다
고 인정될 때에는,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이하, 기구 라 한다.) 또는 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자 전용의 우량 임대주택의 정비 및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평15법100 평21법38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50조 이동 일부 개정)
제47조(요청에 기초하여 공급하는 기구에 대한 비용의 부담 및 보조)

기구는, 전조

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기초하여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서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한
임대주택의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요청을 한 지방공공단체에 그 이익
을 받는 한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정비에 드는 비용
의 일부 또는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집세를 감액하는 경우,
가격 인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금액 및 부담 방법은 기구와 지방
공공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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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국
토교통대신이 재정(裁定)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대신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동시
에 총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는 기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기초하여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서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한 임대주택의 정비 및 관리를 함에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입주자
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집세를 감액하는 경우, 가격 인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평15법100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51조 이동 일부 개정)
제48조(요청에 따라 공급하는 공사에 대한 비용 보조)

지방공공단체는 공사가 제46

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기초하여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서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
한 임대주택의 정비 및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해당 임대주택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집세를 감액하는 경우, 가
격 인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평23법32 구(旧)제52조 이동 일부 개정)
제49조(기구에 대한 비용 보조)

국가는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기

구가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한 임대주택의 정비 및 관리를 함에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호수(戶數)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인 것.
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구조 및 설비(노화 대응 구조 등인 것을 제외한다.)가 국토교
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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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주택의 노화 대응 구조 등이 제5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준 또는 이에 준하
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4.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을 스스로 주거하기 위해 집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국토교
통성령으로 정하는 연령 기타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동
일하다.) 또는 해당 고령자와 동거하는 그 배우자 일 것.
5. 전호에 열거하는 것 및 독립행정법인 도시 재생 관련법(평성 15년 법률 제100호)
제25조에서 정하는 것 외, 임대주택 관리의 방법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한 것.
6. 기타 기본 방침을 지키기에 적절할 것.
국가는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구가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항의 임대주택의 집세를 감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
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로 그 감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평15법100 평21법38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53조 이동 일부 개정)
제50조(보조 등에 관계된 고령자용 임대주택에 대한 주지조치) 지방공공단체, 기구 또
는 공사는 제45조, 제47조 제4항, 제48조 제1항 또는 전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비용 보조 또는 부담을 받고 정비하거나 집세를 감액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입주자 모집에 앞서 제5조 제1항의 등록 신
청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이 노화 대응 구조 등을 가진 사실 및 해당 노화
대응 구조 등의 내용,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평15법100 평16법10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54조 이동 일부 개정)
제51조(공영주택 사용)

공영주택 사업 주체는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부족, 기타 특별

사유에 의한 공영 주택을 임대주택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구비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얻
었을 때에는 공영 주택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 해당 공영 주택을 해당 고령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영주택을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록 3 일본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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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의 자격을, 스스로 주거하기 위해 주택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국토 교통성
령으로 정하는 연령 그 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로 하는 것이다.
2. 입주자의 월세 액수가 근방 동종의 주택 집세액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3. 전 2호에 열거한 것 및 공영 주택 법 제16조 제5항 및 제6항, 제18조에서 제22조까
지, 제25조 제2항, 제27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입주자 선정 방법, 기타
해당 공영 주택의 관리 방법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다.
공영주택법 제4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및 공영
주택의 사용에 대해서 준용한다.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의 공영주택법 제16조
제5항 및 제6항, 제18조 제5항 및 제6항, 제34조 및 제50조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동법 제16조 제5항 중 전항 은 전공 및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관한 법률(평
성 13년 법률 제26호. 이하, 고령자 주거법 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으로, 동조
제6항 중 전 각항 은 전 각항(전항에서는 고령자 주거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되고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동법 제34조 중 제16조 제5항(제
28조 제3항 또는 제5항 또는 제2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는 제16
조 제5항(제28조 제3항 또는 제5항 또는 제29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또는 고령
자 주거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되고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동법 제50조 중 이 법 또는 이 는 이 법률 혹은 고령자 주거 법 또는 이들의 로
한다.
(평17법71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55조 이동 일부 개정, 평29법25 일부개정)

제 5 장 종신 건물 임대차
제52조(사업의 인가 및 차지차가(借地借家)법의 특례) 스스로 주거하기 위해 집을 필
요로 하는 고령자(60세 이상의 자이며, 임차인이 되는 것 이외에, 동거하는 자가 없
는 것 또는 동거하는 자가 배우자 혹은 60세 이상의 친족(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해당 고령자와 동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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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배우자를 임차인으로 하고, 해당 임차인의 종신에 걸쳐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
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종신 임대 사업자 라 한다.)는 해당 사업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기구 또는 도도부현이 종신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대신. 이
하, 이 장에서는 동일하다.)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정 증서에 의한 등 서면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에 한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평성 3년 법률 제90호)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관련된 건물의 임대차(단독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두 사람 이상 있을 때에는 각각의 임차인에 관련된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
이 사망했을 때 종료하는 취지를 정할 수 있다.
(평15법100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56조 이동 일부 개정)
제53조(사업인가 신청서)

종신 임대 사업자는, 전조의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서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 인가 신청
서를 작성하고, 이를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신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임대주택의 위치
3. 임대주택의 호수
4. 임대주택의 규모 및 구조 및 설비
5.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임대주택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
7. 전 2호에 열거하는 것 외, 임대주택 관리의 방법
8. 기타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신 임대 사업자는 전조의 인가 신청을 해당 임대주택에 관한 제5조 제1항의
등록 신청과 아울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2호에서 제
4호까지 열거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평21법38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57조 이동 일부 개정)

부록 3 일본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제54조(인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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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지사는 제52조의 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

관련 사업이 다음에서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조의 인가를
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이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임대주택의 규모 및 설비(노화 대응 구조 등인 것을 제외한다.)가 국토교통성
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임대주택의 노화 대응 구조 등이, 단차(段差)가 없는 마루, 욕실 등의 난간,
간호용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폭의 복도, 기타 고령에 의해 발생하는 고령자의
신체 기능의 저하를 보충하여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지장 없이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2. 임대주택에서 공정 증서에 의한 등 서면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건물 임대차(단독
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각각의 임차인에 관련된 건물의 임대
차)으로 임차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존속하고,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끝나는 것
(이하, 종신 건물 임대차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을 임시로 입주시키
기 위해서, 종신 건물 임대차에 앞서 정기 건물 임대차(차지차가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임대차를 말하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것에 한한다. 다음 호
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대주택 임차인이라고 하는 자(단독의 임대주택 임차인이라고 하는 자가 2인 이
상 있을 때에는 해당 임차인이라고 하는 자의 모든 것)로부터 시범적으로 입주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신 건물 임대차에 앞서 그 사람을 임시로 입주시
키려는 정기 건물 임대차를 하는 것.
4. 임대주택 임대 조건이 권리금, 기타의 전세권의 설정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것,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적정하게 정해지는 것.
5. 임대주택의 정비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에 관한 공사 완료 전에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고, 평생에 걸쳐서 수령해야 할 집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
불금으로 일괄해서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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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호의 선불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급금 산정 기초가 서면으로 명시되어
야 할 것이며, 또한 해당 선급금에 대해서 종신 임대 사업자가 반환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7. 제2호에서 전호까지에 열거하는 것 외에, 임대주택 관리의 방법이 국토교통성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그 외 기본방침(해당 사업이 시읍면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이 정해져 있는
시읍면 내의 것인 경우에는, 기본방침 및 시읍면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 해당
사업이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이 정해져 있는 도도부현의 구역(해당
시읍면의 구역을 제외) 내의 것인 경우에는, 기본방침 및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
정 확보 계획 제65조에서 동일)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평21법38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58조 이동 일부개정, 평28법47 일부개정)
제55조(사업 인가 통지) 도도부현 지사는, 제52조의 인가를 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해당 인가를 받은 종신 임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21법38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59조 이동 일부개정)
제56조(사업변경)

제52조의 인가를 받은 종신 임대 사업자는 해당 인가를 받은 사업

변경(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도
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 2조의 규정은 전항의 변경의 인가에 대해서 준용한다.
(평21법38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60조 이동 일부개정)
제57조(기간부(期間付) 사망시 종료 건물 임대차) 제52조의 인가(전조 제1항의 변경의
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의 인가 라 한다.)를 받은 종신 임대 사업자(이하, 인
가 사업자 라고 한다.)는 해당 사업의 인가에 관련된 임대주택(이하, 인가 주택 라
고 한다.)로서 제54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라 하는 자(단
독의 인가 주택 임차인이라 하는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해당 임차인이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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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모든 것)에서 특히 요구가 있은 경우에는, 공정 증서에 의한 등 서면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건물 임대차(단독의 인가 주택 임차인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각각의
임차인에 관련된 건물의 임대차)으로 차지차가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의 갱신이 없다고 하는 기간 규정이 있고,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종료되는 것(이하,
기간부 사망시 종료 건물 임대차 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평21법38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61조 이동 일부개정)
제58조(인가 사업자에 의한 종신건물 임대차의 해약 신청)

종신 건물 임대차에서는

인가 사업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
을 받아 해당 임대차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1. 인가 주택의 노후, 손상, 일부 멸실 기타의 이유로 월세의 가격 그 다른 사정에
비추어 해당 인가 주택을 제54조 제1호의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구조
및 설비를 가지는 임대주택으로 유지하거나 해당 임대주택에 회복하기에 과한 비
용을 요하기에 이른 때.
2. 임차인(단독의 인가 주택 임차인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해당 임차인 모두)이
인가 주택에 장기 주거하지 않고, 당분간 주거할 전망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인가
주택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차지차가법 제28조의 규정은 전항의 해지 신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평23법32 구(旧)제62조 이동 일부개정)
제59조(임차인에 의한 종신건물 임대차 해지신청 등) 종신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대차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열거하는 경우에는 해약의 신청일
로부터 1개월이 경과함,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해약 기일이 도래함으로써 종료된다.
1. 요양, 양로원 입소,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인가주택에 거주하기
가 곤란해졌을 때.
2.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임차인이 인가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없어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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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가 사업자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4. 해당 해약 기일이 해당 신청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는 날로 설정되어 있을 때.
(평23법32 구(旧)제63조 이동 일부개정)
제60조(강행규정) 전 2조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평23법32 구(旧)제64조 이동)
종신 건물 임대차의 임차인의 사망(단독

제61조(임차인 사망 후 동거자의 일시거주)

의 인가 주택 임차인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해당 임차인의 모든 사망. 이하, 이
조와 다음 조에서 같다.)이 있었을 경우 또는 기간부 사망시 종료 건물 임대차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기간부 사망시 종료 건물 임대차의 임차인이 사
망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부터 동거자(해당 임차인과 동
거하고 있던 자(해당 건물의 임대차 임차인인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동일)이 그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다음 조 제1항에서 규
정하는 동거 배우자 등으로서 동항 또는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동조 제1
항 본문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제안을 한 것에 있어서는, 해당 임차인의 사망이 있
은 후부터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할 때까지 사이)에 한하여,
해당 동거자는 계속 인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단, 해당 기간 내에 해당 동거자가
사망하거나 인가 사업자에게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종전의 기간부 사망시 종료
건물 임대차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인가 주택에 거주하는 동거자는 인가 사업자에 대한
종전의 건물 임대차와 동일한 집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평23법32 구(旧)제65조 이동 일부개정)
제62조(동거 배우자 등의 계속주거 보호)

종신 건물 임대차의 임차인의 사망이 있었

을 경우에는, 해당 인가 주택에 해당 임차인(단독의 인가 주택 임차인이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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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에는, 해당 임차인 중 한명)과 동거했던 그 배우자 또는 60세 이상의 친족(해
당 건물의 임대차의 임차인을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동거배우자 등 이라 한다.)
이 당해 임차인의 사망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인가사업
자에 대해 인가주택에 계속 거주한다는 취지를 제기했을 때에는, 인가사업자는 해당
동거배우자 등과 종신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신청에 아울러 제57
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해당 동거 배우자 등과 기간부 사망 때 종
료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한다.
기간부 사망 때 종료 건물 임대차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기 전 해당 기간부
사망시 종료 건물 임대차의 임차인의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동거 배우자 등
이 해당 임차인의 사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인가 사업자
에 대한 인가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취지의 신청을 행했을 때에는, 인가 사업자는
해당 동거 배우자 등과 해당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하는 기간부 사망 때 종료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전 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하는 건물의 임대차의
조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건물 임대차와 동일한 것(선불 집세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산정 기초가 종전의 선불 집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평23법32 구(旧)제66조 이동 일부개정)
제63조(차임개정 특약이 있는 경우의 차지차가(借地借家)법의 특례) 차지차가법 제32
조의 규정은 종신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의 개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평23법32 구(旧)제67조 이동)
제64조(양도 또는 전대의 금지) 인가 주택 임차인은 그 차가(借家)권을 양도 또는 전대
해서는 안 된다.
(평23법32 구(旧)제68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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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도움말 및 지도) 도도부현 지사는 인가 사업자에 대한 기본 방침을 감안하여
인가 주택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언 및 지도를 행하도록 노력한다.
(평23법32 구(旧)제69조 이동)
제66조(보고의 징수) 도도부현 지사는 인가 사업자에 대한 인가 주택 관리 상황에 대해
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평23법32 구(旧)제70조 이동)
제67조(지위 승계)

인가 사업자의 일반 승계인은 해당 인가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사업의 인가에 근거한 지위를 승계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가에 근거한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 없이 도도부
현 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인가 사업자로부터 인가 주택 부지 소유권 기타 해당 인가 주택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권원을 취득한 자는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인가 사업자가 가지
고 있던 사업의 인가에 근거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평23법32 구(旧)제71조 이동)
제68조(개선명령) 도도부현 지사는 인가 사업자가 제54조 각호에서서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인가 주택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인가 사업자에
대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평23법32 구(旧)제72조 이동 일부개정)
제69조(사업 인가 취소)

도도부현 지사는 인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3. 부정한 수단에 의해 사업의 인가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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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허가 취소에 대해서 준용한다.
(평21법38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73조 이동 일부개정)
제70조(사업의 폐지)

인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인가를 받은 사업을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의 인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날부터 장래에 향해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평21법38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74조 이동 일부개정)
제71조(사업 인가 취소 등 후 건물 임대차계약 효력)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
허가 취소나 사업의 폐지 또는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은 인가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권원의 이전은 해당 취소 혹은 폐지 또는 권원의 이전된 건물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차지차가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로 하는 특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23법32 구(旧)제75조 이동 일부개정)
제72조(임대주택 원활한 입주를 위한 원조) 도도부현 지사는 인가 사업자가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을 때에, 기타 종신 건물 임대차의 임차인(세입자였던 자를 포함한
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임차인에게 다른 적당
한 임대주택에 원활히 입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 및 기타 원조를 행하도록 노력
한다.
(평23법32 추가)

제 6 장 주택의 노화 대응 개량에 대한 주택 지원 조치(평21법38 개칭)
제73조

공사는 지방 주택 공급 공사법(소화 40년 법률 제124호) 제21조에서 규정하

는 업무 외에, 다음과 같은 구역 내에서 위탁에 따른 주택의 노화 대응 개량의 업무
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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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에 공사에 따라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도도부현의 구역
2. 제4조의 2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읍면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계획 공사에 따라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시읍면의 구역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동항에 규정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주
택 공급공사법 제49조 제3호 중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업무 는 제21조에서 규정하
는 업무 및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관한 법률(평성 13년 법률 제62호) 제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 로 한다.
(평21법38 전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76조 이동 일부개정, 평28법47 일부개정)

제 7 장 잡 칙(평23법32 구(旧)제8장 이동)
제74조(정보제공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고령자의 심신의 상황, 가구 구성 등을
감안하여,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정비를 촉진토록 노력함과 함께, 고령자가 적당한
주택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도록 노력한다.
(평23법32 추가)
제75조(협의)

국토교통대신 및 후생노동대신은 제7조 제1항 제6호 ホ 및 제8호, 제

15조부터 제17조까지, 그리고 제20조의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각 총리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
지로 한다.
국토교통대신은 제54조 제6호의 국토교통성령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각
총리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다.
(평23법32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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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국토교통대신의 권한 위임) 이 법률에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은 국토교
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 정비국장 또는 홋카이도 개발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평23법32 구(旧)제89조 이동)
제77조(대도시 등의 특례) 이 법률 중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제4조, 제21
조의 2항 및 제5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영 주택법 제4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무 및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 도시(이하, 지정 도시 라 한다.)
또는 동법 제252조의 22 제1항의 핵심시(이하, 핵심시 라 한다.)가 종신 임대 사업
자인 경우, 제5장에서 규정하는 사무를 제외)는 지정 도시 및 중핵시에서는 해당 지
정 도시 또는 중핵시(이하, 지정 도시 등 이라 한다.)의 장이 한다.이 경우에, 동법
중 도도부현 지사에 관한 규정은, 지정 도시 등의 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정 도시
등의 장(長)에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한다.
(평21법38 일부개정, 평23법32 구(旧)제90조 이동 일부개정)
제78조(사무의 구분) 제21조 제2항 및 제5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영주택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이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 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업무로 한다.
(평23법32 추가)

제 8 장 벌 칙(평23법32 구(旧)제9장 이동)
제79조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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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업무 정지 명령에 위반한 자
(평23법32 구(旧)제91조 이동 일부개정)
제80조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
2. 제9조 제1항, 제11조 제3항 또는 제12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3. 제14조 또는 제3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4조 제1항 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5. 제24조 제1항 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기
피한 자
6. 제24조 제1항 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
답변을 한 자
7.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준비하지 않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
나 또는 장부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않은 사람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사무의 전부를 폐지한 자
(평23법32 추가)
제81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사람은 20만엔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평23법32 추가)
제8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전 3조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고,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평23법32 구(旧)제94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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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초(抄)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고 4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
령으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제35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1호(제
35조 제1항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6장, 제7장 제91조 및 제93조 제1호, 제2호,
제3호(제25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및 제4호에서 제6호
의 규정(다음 조에서 제2장 등의 규정 이라 한다.)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평성 13년 정령 제149호에서, 본문에 관련된 부분은 평성 13년 8월 15일부터 시행)
(평성 13년 정령 제302호에서, 단서에 관련된 부분은 평성 13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 2 조(경과조치)

제2장 등의 규정의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을 행한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에 대한 제35조 제1항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입주자 모집에 앞
서 는 제2장의 규정의 시행 후 지체 없이 로 한다.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제2장 등의 규정의 시행일 사이에 있어서 제35조 제2항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입주자 모집에 앞서 는 제2장의 규정의 시행 후
지체 없이 로 한다.
제 3 조(국가 무이자 대부 등)

국가는 당분간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비용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의
정비로 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의 주식 매불(売払) 수입의 활용에 의한 사회 자본
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소화 62년 법률 제86호. 이하, 사회 자본 정비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인증 사업자에 대한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41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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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당분간 지방공공단체에 등록 주택 개량으로 사회 자본 정비 특별 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개량 작업을 하는 등록 주택 임차
인에 대한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을 충당할 자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
전 2항의 국가의 대출 상환 기간은 5년(2년 이내의 거치 기간을 포함한다.)이내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항에 정하는 것 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한의 추가 기타 상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의 대상인 사업에 대해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대출금에 해당하
는 금액을 보조하며, 해당 보조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금 상환시 해당 대출 상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의 대상인 사업에 대해서 해당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며, 해당 보조
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금 상환시 해당 대출 상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지방공공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을 받은 무이자 대출금에
대해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지는 상환 기한을 조기 상환한 경우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 2항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해당 상환은
해당 상환 기한 도래시에 행한 것으로 본다.
(평14법1 전부개정)

부칙(평성 14년 2월 8일 법률 제1호) 초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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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평성 15년 6월 11일 법률 제75호) 초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한15년 6월 20일 법률 제100호) 초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평성 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3월 31일 법률 제10호) 초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평성 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서
열거하는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및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의 규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
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평성 16년 정령 제94호로서 평성 16년 4월 1일부터 시행)

부칙(평성 16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초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
령으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평성 17년 정령 제36호로서 평성 17년 4월 1일부터 시행)

부칙(평성 17년 6월 29일 법률 제78호) 초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주택 금융 공고(公庫)
법 제25조, 제26조의 2, 제27조의 2 및 27조의 3 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제외한다.),
다음 조 및 부칙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 제11조(근로자 재산 형성 촉진법(소화 46년
법률 제92호) 제11조의 개정 규정을 제외한다.), 제12조 및 제15조(고령자의 주거 안
정성 확보에 관한 법률(평성 13년 법률 제26호) 제55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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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에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평성 17년 정령 제254호로서 평성 17년 8월 초1일부터 시행)
제 6 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해
더욱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
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평성 17년 7월 6일 법률 제82호) 초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평성 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 제6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旧) 공고(公庫)법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한신 아와
지(阪神 淡路) 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 원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관한 법률(이들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의 규정의 예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경우
및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한 계속해서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경우, 본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정령으로의 위임) 이 부칙에서 정하는 것 외, 기구의 설립에 따른 필요한 경과
조치,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일반 사단 법인 및 일반 재단 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 사단법인 및 공익 재단법
인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평성 18
법률 50) 초(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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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한 행위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계속해
서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경우,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458조(정령으로의 위임)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의
폐지 또는 개정에 따른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18년 6월 2일 법률 20호) 초
이 법은 일반 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 평성 20년 12월 1일)
(평23법74 구(旧)제1항 일부 개정)

부칙(평성 18년 6월 8일 법률 제61호) 초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규정
은 이 법의 시행일 이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 계획이 정해질 때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7조(정령으로의 위임)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21년 5월 20일 법률 제38호) 초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
령에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서 열거하는 규정은 해당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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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평성 21년 정령 제198호로서 평성 21년 8월 19일부터 시행)
1. 제4조에서 제8조, 제10조, 제12조(제목을 포함한다.) 및 제13조(제목을 포함한다.)
의 개정 규정 및 본칙(本則) 제1조를 더하는 개정 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 공포
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평성 21년 정령 제198호로서 평성 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2. 다음 조의 규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평성 21년 정령 제198호로서 평성 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제 2 조(준비행위)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관한 법률
(이하, 신법 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신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되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조 제1호의 규정 시행 전
에도 신법 제4조 및 제5조(이들 규정을 신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되
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의 예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3 조(경과조치) 신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는, 이
법 시행시에 실제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舊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본 방침
은 신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본 방침으로 본다.
제4조

부칙 제1조 제1호의 규정 시행시에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구법 제4조(구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되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은 이
항목에 해당하는 규정의 시행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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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취소된 임대주택에 그 취소 전부터 입주한 고령자에
대해, 그 이후에도 계속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집세에 관련된 채무 보
증에 대해 해당 임대주택은 신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등록 주택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되었던 구법 제3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인정 또는 인가 신청이 있으며, 이 법 시행시에 인정 또는 인가 여부의 처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정 또는 인가 처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 6 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해
서는 계속해서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 7 조(정령으로의 위임)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
행에 따른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 8 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 신법의 시행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부칙(평성 23년 4월 28일 법률 제32호) 초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
령으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평성 23년 정령 제236호로서 평성 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
제 2 조(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 전의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등록 업무에 종사하는 사항을 지정
등록기관(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그 직원이었던 자에 관련된 해당
등록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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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되었던 구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법 제56조 또는 제60조
제1항의 인가 신청에 있어서, 이 법 시행시에 인가 여부의 처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인가 처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 4 조 이 법의 시행 전에 구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법 제56조 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각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
에 관한 법률(이하, “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법”이라 한다.) 제52조 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했던 인가로 본다.
제 5 조 이 법 시행시에 실제로 구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법 제18조(동조 제1호 및 제2
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구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법 제78조의
고령자 주거 지원 센터가 하고 있는 채무 보증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관한
보증 계약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 7 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계속해서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어 있는 사항에 관련되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 8 조(정령으로의 위임)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
행에 따른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 9 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 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
법의 시행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하
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부칙(평성 23년 6월 3일 법률 제61호) 초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고,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
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시행일 이라 한다.)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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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하는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평성 23년 정령 제395호로서 평성 24년 4월 1일부터 시행)
1. 및 2. 생략
3. 부칙 제48조 중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관한 법률(평성 13년 법률 제26호)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16조 제1항 제2호 イ의 개정 규정 시행일 또는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23년 법률 제32호)
의 시행일의 어느 법률이든 늦은 날
(시행일=평성 24년 4월 1일)
제49조(고령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정 규정) 시행일이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전조 가운데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 규정 중 제8조 제1항 제6호 는 제7조 제1항 제3호 로 한다.

부칙(평성 23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고 2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8년 5월 20일 법률 제47호) 초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평성 2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열
거하는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제3조, 제7조,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 및 다음 조 및 부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6에서 제10조까지, 제42조(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 구역법(평성 23년
법률 제122호)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한한다.),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 공포의 날
2. 제6조,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 제13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5조 및 제48조의 규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을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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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에서서 열거하는 규정
에 대해서는 해당 각 규정. 이하, 이 조와 다음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 전에 이 법률
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된 승인 등의 처분, 기타의 행위(이하,
이 항에서 처분 등의 행위 라 한다.) 또는 이 법의 시행 시에 실제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되고 있는 승인 등의 신청, 기타의 행위(이하,
이 항에서 신청 등의 행위 라 한다.)로, 이 법률의 시행일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에
관한 행정 사무를 실시해야 할 자가 다르게 된 것은 이 부칙 또는 부칙 제9조의 규정
에 근거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의 본 법률에
따라 개정 후 각각의 법률 적용에 관해서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했던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간주한다.
2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에 신고, 기타 절차를 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부칙 또는 부칙 제9조의 규정
에 근거한 정령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를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해당 기관에 대한 신고 기타 절차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그 절차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8 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 9 조(정령으로의 위임) 이 부칙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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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평성 29년 4월 26일 법률 제25호) 초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평성 3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열
거하는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7조(전호의 개정 규정을 제외한다.), 제8조, 제9조의 규정 및 부칙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을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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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일본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17년 4월 26일 법률 제24호)
목 차
제1장 총칙(제1조 - 제3조)
제2장 기본 방침(제4조)
제3장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 및 시읍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제5조
- 제7조)
제4장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사업
제1절 등록(제8조 - 제15조)
제2절 업무(제16조 제17조)
제3절 등록 주택에 관한 특례(제18조 - 제21조)
제4절 감독(제22조 - 제24조)
제5절 등록 기관(제25조 - 제37조)
제6절 잡칙(제38조 제39조)
제5장 주택확보 배려자 거주 지원법인(제40조 - 제50조)
제6장 주택확보 배려자 거주 지원협의회(제51조 제52조)
제7장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시책(제53조 - 제57조)
제8장 잡칙(제58조 - 제60조)
제9장 벌칙(제61조 - 제64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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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평29법24 장명(章名)추가)
제 1 조(목적) 이 법률은 주(住)생활 기본법(평성 18년 법률 제61호)의 기본 이념에 따
라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하여 국토교통대신의 기본
방침의 책정, 도도부현 및 시읍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촉진계획의 작성, 주택확보
배려자의 원활한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등록제도 등에 대하여 정함으
로써,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
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평29법24 일부 개정)
제 2 조(정의)

이 법률에서 주택확보 배려자 라 함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그 수입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자
2. 재난(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에 의해 멸실 혹은 손상된 주택에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 거주하고 있던
자 또는 재해 시에 재해 구조법(소화 22년 법률 제118호)이 적용되었던 동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시읍면의 구역에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 주소를 가지고 있었던 자
3. 고령자
4. 장애인 기본법(소화 45년 법률 제84호)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자
5. 아이(18세에 이른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를 말한다.)를 양육하
고 있는 자
6. 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주택확보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
성령으로 정하는 자
이 법률에서 공적 임대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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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영 주택법(소화 26년 법률 제193호)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영주택, 기타
지방공공단체가 정비하는 임대주택
2.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또는 지방주택공급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가 정비
한 임대주택
3. 특정 우량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5년 법률 제52호. 이하, 특정
우량 임대주택법 이라 한다.) 제6조에서 규정하는 특정 우량 임대주택(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정 관리 기간이 경과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특정 우량 임
대주택 이라 한다.)
4. 전 3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지방공공단체가 주택확보 배려자의 주거안정 확보
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정비 추진을
도모하는 임대주택(해당 부담을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 그 입주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 법률에서 민간 임대주택 은 공적 임대주택 이외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평23법32 평29법24 일부 개정)
제 3 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
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본 방침(평29법24 장명(章名) 추가)
제4조

국토교통대신은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기본적

인 방침(이하, 기본 방침 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기본 방침에는 다음에서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다.
1.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2.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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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확보 배려자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원활한 입주를 촉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
5. 주택확보 배려자가 입주할 임대주택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6. 다음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 및 제6조 제1항에
서 규정하는 도심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7. 전 각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대한 중요 사항
기본 방침은 주거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국 계획과의 조화가 유지
된 것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대신은, 기본 방침을 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대신은, 기본 방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전 3항의 규정은 기본 방침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평29법24 일부 개정)

제 3 장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 및 시읍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
(평29법24 추가)
제 5 조(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

도도부현은 기본 방침에 근거하여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의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계획
(이하,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1.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의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목표
2.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으로서 전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한 사항
나. 주택 소유주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원활한 입주를 촉진을 위한 사항
다. 주택확보 배려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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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기간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은 전항 각 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 해당 도도
부현(도도부현 구역 내에서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도부현은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공사에 따른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확보 배려자 전용 임대주택의 정비 및 임대, 기타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 제2호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에 공사에 의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실시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당
해 공사의 동의 얻어야 한다.
도도부현은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특정 우량 임대주택법 제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입주자를 전부 또는 일부 확보할 수 없는 특정 우량 임대주택
을 활용하여, 주택확보 배려자(동호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7조 제1항에서 동일)에 대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 제2호에서 열거한 사항에 특정 우량 임대주택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요금 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에 특정 우량 임대주택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하여 미리
당해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시(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인
터넷 이용,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
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당해 도도부현의 구역내의 시읍면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확보 배려자 거주 지
원협의회를 조직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 등의 정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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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 조치법(평성 17년 법률 제79호. 제52조에서 지역 주택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주택 협의회를 조직하고 있는 도도부현에서는
당해 주택확보 배려자 거주 지원협의회 또는 지역 주택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대신 및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 시읍면에
그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제4항에서 전 항의 규정은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평29법24 추가)
제 6 조(시읍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

시읍면은, 기본 방침(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이 작성된 경우에는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에 의하여,
해당 시읍면의 구역 내에 있는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시읍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시읍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시읍면의 구역 내에서의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목표
2.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으로서 전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한 사항
나. 주택 소유주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원활한 입주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
다. 주택확보 배려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3. 계획 기간
전조 제3항에서 제10항의 규정은, 시읍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에 대해서 준
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중 전항 각호 는 다음 조 제2항 각호 로, 해당 도도
부현 은 해당 시읍면(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조 제4항 및 제6
항 중 도도부현 은 시읍면 으로, 제2항 제2호 는 다음 조 제2항 제2호 로, 동조
제5항, 제8항 및 제9항 중 도도부현은 은 시읍면은 으로, 동조 제7항 중 도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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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은 시읍면 으로, 해당 도도부현 구역 내의 시(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장 이라고 하는 것은 도도부현 지사 로, 동조 제8항 및 제9항 중 해당 도도
부현의 구역 내의 시읍면 은 도도부현 으로, 동조 제8항 중 도도도부현에 라고 하
는 것은 시읍면에 라고 바꿔 읽는 것으로 한다.
(평29법24 추가)
제 7 조(특정 우량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인정 기준의 특례)

특정 우량 임

대주택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증 사업자(제3항에서 인정사업자 라 한다.)
는 다음 구역 내에서 특정 우량 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특정 우량 임대
주택법 제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입주자를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특정 우량 임대주택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도부현 지사(시의 구역 내에 있어서는, 해당 시의 장. 제3항에서는 동일)의 승인
따라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확보 배려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1.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에 특정 우량 임대
주택의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 관련 사항을 담은 도도부현 구역
2. 전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읍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계획에 특정 우량 임대주택의 주택확보 필요를 배려한 사람들에 대한 임대 사
항을 기재한 시읍면 구역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우량 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차를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평성 3년 법률 제90호) 제3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임대차(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한 것에 한한다.)로 하여야 한다.
인증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있어
서의 특정 우량 임대주택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처분 은
처분 또는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19년 법
률 제112호) 제7조 제2항의 규정 으로 한다.
(평29법2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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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 사업(평29법24 추가)
제 1 절 등 록(평29법24 추가)
제 8 조(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 사업 등록) 주택확보 배려자의 입주를 받
아들이기로 한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하,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임대주택 사
업 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임
대주택(이하,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건축물
별로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평29법24 추가)
제 9 조(등록 신청)

전조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서 열거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이름
2.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의 위치
3.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의 호수(戶數)
4.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의 규모
5.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의 구조 및 설비
6. 입주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주택확보 배려자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7. 입주자의 자격을, 스스로 거주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주택확보 배려
자 또는 당해 주택확보 배려자와 동거하는 그 배우자 등(배우자 기타의 친족(혼인
신고를 하고 있음)은 없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자 및 당해 사정
에 있는 자의 친족을 포함한다.)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한하여 임대주택(제18조 제1항에서 주택확보 배려자 전용 임대주택 이라 한다.)
에 있어서는 그 취지
8.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의 월세와 기타 임대의 조건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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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신청서에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는
서면,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평29법24 추가)
제10조(등록기준 등)

도도부현 지사는 제8조의 등록 신청이 다음에서 열거하는 기

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그 등록을 해야 한다.
1.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의 각호의 면적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인 것.
2.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의 구조 및 장비가 주택확보 배려자 입주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것으로써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3. 전조 제1항 제6호의 범위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범위는 주택확보 배려자의 입주
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써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4.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의 임대, 기타 임대 조건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기준을 따라 적정하게 정해지는 것.
5. 기타 기본 방침(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임대주택이 시읍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
획이 작성되어 있는 시읍면의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 방침 및 시읍면 임대
주택 공급 촉진 계획,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이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촉진계획 작성되어 있는 도도부현의 구역(해당시읍면의 구역 제외) 내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방침 및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에 비추어 적절한 것.
제8조의 등록은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 등록부(이하, 등록부 라
한다.)에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1. 전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2. 등록 연월일 및 등록 번호
도도부현 지사는 제8조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등록을
받은 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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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지사는 제8조의 등록 신청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제8조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등록을
받은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사업(이하, 등록사업 이라 한다.)과 관련
한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이하, 등록주택 이라 한다.)이 있는 시읍면
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29법24 추가)
제11조(등록거부)

도도부현 지사는 제8조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호 중 하

나에 해당할 때, 또는 제9조 제1항의 신청서 또는 그 첨부 서류 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 기재가 있거나, 혹은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성년 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2. 파산 절차의 개시 결정을 받아 복권을 받지 못한 자
3. 금고 이상형에 처해지고, 다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고 그 집행를
마치거나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4.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부터 기산하
여 2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5. 폭력단원의 부당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평성 3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에
서 규정하는 폭력단원 또는 이 항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 아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제8호에 있어서 폭력단원 등 이라 한다.)
6.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가 그 법정
대리인(법정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전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7. 법인이며,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할 것.
8. 폭력단원 등이 그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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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거부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해당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29법24 추가)
제12조(등록사항 등의 변경)

등록 사업을 하는 자(이하, 등록 사업자 라 한다.)는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사항(이하, 등록 사항 이라 한다.)에 변경이 있었을
때, 또는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첨부서류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
부해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록 사항 변경에 관련된 것에 한한
다.)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신고에 관한 등록 사항이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
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등록사항을 등록
부에 기재하고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해당 등록과 관련된 등록 주택이 있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29법24 추가)
제13조(등록부 열람)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부를 일반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평29법24 추가)
제14조(폐지신고)

등록 사업자는 등록 사업을 폐지했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그 내용을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제8조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평29법2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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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등록의 말소)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8조

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이 효력을 잃었을 때.
2.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등록과 관련된 등록 주택이 있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29법24 추가)
제 2 절 업 무(평29법24 추가)
제16조(등록사항 공시) 등록 사업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 사항
을 공시하여야 한다.
(평29법24 추가)
제17조(입주 거부 제한) 등록 사업자는 등록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확보 배려자
(해당 등록 주택에 대해 제9조 제1항 제6호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 속하
는 자. 이하, 이조 및 제20조 제2항에서 동일)에 대해 주택확보 배려자임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평29법24 추가)
제 3 절 등록 주택에 관한 특례(평29법24 추가)
제18조(위탁에 의해 공사가 실시하는 주택확보 배려자 전용 임대주택의 정비 등의 업
무)

공사는 지방주택공급공사법(소화 40년 법률 제124호)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업무 외에, 다음에서 언급하는 구역 내에서 위탁을 통해 주택확보 배려자 전용 임대
주택(등록 주택인 것에 한한다.)의 정비 및 임대 기타의 관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에 공사에 따른 동
항에서 규정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도도부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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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읍면 임대주택 공급 촉
진 계획에 따라 공사에 규정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시읍면의 구역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동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
주택공급공사법 제49조 제3호 중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업무 는 제21조에서 규정
하는 업무 및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19년
법률 제112호)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로 한다.
(평29법24 추가)
제19조(기구가 실시하는 등록주택 개량 자금의 융자) 독립행정법인 주택 금융지원 기
구(다음 조에서 기구 라 한다.)은 독립행정법인 주택 금융지원 기구법(평성 17년 법
률 제82호. 다음 조 제1항에서 관련 법 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
무 외에, 등록 주택 개량(등록 주택으로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의 거주용,
기타 그 본래의 용도에 제공한 적이 있는 건축물의 개량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자금
을 대출할 수 있다.
(평29법24 추가)
제20조(기구가 실시하는 임대채무보증보험 계약과 관련한 보험)

기구는 관련 법 제

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외에 임대채무보증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임대채무보증보험계약”이라 함은, 기구가 사업 연도마다 임대채무보증
업체(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위탁을 받아 해당 임차인의 임대금 지불과 관련된 채무
(이하, 월세 채무 라 한다.)를 보증하는 것을 업으로서 행하는 자로서, 임대채무의
보증을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성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체결하는 계
약으로, 임대채무보증업자가 등록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주택확보 배려자(이하, 등
록 주택 입주자 라 한다.)의 임대 채무(이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보증을 한 것을 기구에 통지함으로써 해당 임대채무보증업자가 등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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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입주자의 월세채무에 대해 보증한 금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에 달할 때까지 그
보증에 대해 기구와 해당 월세채무보증업자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항에 규정하는 임대채무보증보험계약(제10항에서 임대채무보증보험계약 이
라 한다.)과 관련된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임대채무보증업자가 등록주택입주자의 임
대채무에 보험료를 내고 월세 채무보증업자가 등록 주택을 대신하여 월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가액에 100의 7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을 보험 금액으로 한다.
기구가 전항의 보험 관계를 바탕으로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이 임대채무보증업체
가 등록 주택 입주자를 대신해 변제한 임대 채무의 금액으로부터 해당 임대채무보증
업자가 보험금의 지불 청구를 할 때까지 당해 등록주택 입주자에 대한 구상권(변제
를 한 날 이후의 이자 및 피할 수 없었던 비용, 그 외의 손해의 배상에 관계되는 부분
을 제외한다.)을 행사해서 취득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동항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한다.
전항의 구상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금액이 월세 채무보증업체가 등록 주택 입주자
의 월세 채무 외에, 이자 또는 비용에 대해서도 변제를 했을 때에는, 해당 구상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총액에 그 변제를 한 임대 채무의 금액의 총액에 대한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한다.
임대채무보증업체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의 지불 청구를 할 수 없다.
임대채무보증업체는 제3항의 보험 관계가 성립한 보증에 따른 등록 주택 입주자
대신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그 구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전월세 채무보증업자는 그 지불을 청구한 후 등록주택 입
주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전월세 채무보증업자가 등록주택 입주자를 대신하여 임
대채무를 변제한 일 이후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날까지의 이자 및 피할 수 없었던
비용 기타의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을 행사하고 취득한 금액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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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불을 받은 보험금 금액의 당해 보험금에 관한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을 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구상권을 행사하고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구는 임대채무보증업체가 임대채무보증보험계약 조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제3
항의 보험관계에 근거한 보험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불하지 않거나, 혹은 보험금
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시키거나 또는 장래에 걸쳐서 해당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평29법24 추가)
제21조(보호실시기관에 의한 피보호입주자의 상황 파악 등)

등록 사업자(제51조 제

1항의 주택확보 배려자 거주 지원협의회의 구성원이며, 그 외의 국토교통성령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는 피보호입주자(피보호자(생활
보호법(소화 25년 법률 제144호)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호자를 말한다.)인
등록주택 입주자를 말하며, 등록주택 입주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임대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 그 외의 피보호 입주자거주안정 확보
를 도모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으로써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정
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성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보호
기관(동법 제1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호 기관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에
통지할 수 있다.
보호 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통지와 관련된 피보
호입주자에 대한 생활 보호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조치 기타 법률로 보호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하
게 해당 피보호입주자의 상황 파악 및 기타 해당통지에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평29법24 추가)

358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제 4 절 감 독(평29법24 추가)
제22조(보고의 징수)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업자에게 등록 주택 관리 상황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평29법24 추가)
제23조(지시)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된 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등록 사

업자에 대해 해당 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업이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등록 사업자에 대해, 그 등록 사업을 해당 기준에 적합하
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에 대해 그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평29법24 추가)
제24조(등록취소)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제11조 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기에 이르렀을 때.
2. 부정한 수단에 의한 제8조의 등록을 받았을 때.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했을 때.
도도부현 지사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정작 해당 등록 사업자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29법2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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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등록 기관(평29법24 추가)
제25조(지정등록기관 지정 등)

도도부현 지사는 그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 등록

기관 이라 한다.)에게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 사업의 등록 및 등록부의
열람 실시에 관한 사무(전 절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제외하다. 이하, 등록사무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지정 등록 기관 지정(이하, 이 절에서 지정 라고 한다.)은 등록 사무를 실시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지정한 때에는 지정 등록 기관이 실시하는 등록 사무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등록 사무의 계승,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성령으로 정한다.
지정 등록 기관이 등록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8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 적
용에 대해서는 이들 규정 중 도도부현 지사 는 제25조 제2항의 지정을 받는 자 라
고 한다.
(평29법24 추가)
제26조(결격조항)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을 받지 못한다.
1. 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2. 파산 절차의 개시 결정을 받아 복권을 받지 못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고 그 집행
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4.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기
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5. 법인이며, 그 임원 중에 전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평29법2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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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정기준)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에서 다른 지정을 받은 자

가 없거나 혹은 지정의 신청이 다음에서 열거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가 아
니면,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
1. 직원, 등록 업무의 실시 방법, 기타 사항에 대한 등록 업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
등록 사무의 적확한 실시를 위해서 적절한 것.
2. 전호의 등록 업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확실하게 실시한 경리적 및 기술적인 기
초를 가진 것.
3. 등록 사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경우, 그 업무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서 등록 업무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4. 전 3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등록 사무를 공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평29법24 추가)
제28조(지정공시 등)

도도부현 지사는, 지정한 때에는 지정 등록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지정 등록 기관이 실시하는 등록사무의 범위, 등록 사무를 실시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등록 사무의 개시일을 공시하여야 한다.
지정 등록 기관은 명칭 혹은 주소 또는 등록 사무를 실시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도록 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평29법24 추가)
제29조(비밀유지 의무 등)

지정 등록 기관(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다음

항에서도 동일하다.) 및 그 직원과 이들이었던 자는 등록사무에 관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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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등록 기관 및 그 직원으로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메이지 40년 법률
제45호) 기타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평29법24 추가)
제30조(등록 사무 규정)

지정 등록 기관은 등록 사무에 관한 규정(이하, 등록 사무

규정 이라 한다.)을 정하고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동일하게 한다.
등록 사무 규정에서 규정해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인가를 득(得)한 등록 사무 규정이 등록 사무의 공정하
고 확실한 실시상 부적당하다고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 사무 규정을 변경
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평29법24 추가)
제31조(장부의 비치 등)

등록 기관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 사무

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전항에 정하는 것 외, 지정 등록 기관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
사무에 관한 서류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존해야 한다.
(평29법24 추가)
제32조(감독명령)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무의 공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확보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 등록기관에 대해, 등록사무에 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평29법24 추가)
제33조(보고, 검사 등)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무의 공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확보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 등록기관에 대해 등록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 또는 그 직원에게 지정 등록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등록사무의 상
황 혹은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사케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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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
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이라고 해
석해서는 안 된다.
(평29법24 추가)
제34조(등록사무 휴폐지(休廢止))

지정 등록 기관은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록 사무의 전부 혹은 일부는 휴지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평29법24 추가)
제35조(지정 취소 등)

도도부현 지사는 지정 등록 기관이 제16조 각호(제4호를 제

외)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지정 등록 기관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 또는 기간을 정해서 등록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停止)를 명할 수 있다.
1.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항
혹은 제4항, 제13조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제28조 제2항, 제31조 또는 전조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3. 제30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등록 사무 규정에 의하지 않고 등록 사무를 실시했을 때.
4. 제30조 제3항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5. 제27조 각호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6. 등록 사무에 관한 현저하고 적당한 행위를 했을 때, 또는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등록 사무에 관해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했을 때.
7. 부정한 수단에 의해 지정을 받았을 때.
도도부현 지사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무 혹은 일부 정지를 명령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평29법2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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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지사는 지정 등록 기관이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했을 때, 전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등록 기관에 대한 등록 업무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했을
때, 또는 지정 등록기관이 천재(天災) 등의 사유로 등록 사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해진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무를 하고,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
한 등록 사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무를 하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사무의 폐지를 허가하거나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 등록 사무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
등록사무의 인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평29법24 추가)
제37조(등록수수료)

도도부현은 지방 자치법(소화 22년 법률 제67호) 제227조의 규

정에 따른 등록에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 등록 기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당해 지정등록 기관에 납부시킬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등록 기관에 봉안된 수수료는 해당 지정 등록 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평29법24 추가)
제 6 절 잡 칙(평29법24 추가)
제38조(자금확보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등록 주택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
의 확보 또는 그 융통의 조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평29법2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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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임대주택 원활한 입주를 위한 원조)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 사업자가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기타 등록 주택 입주자(등록 주택입주자인 사람을 포함한다.)
의 거주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때에는, 해당 등록주택 입주자에게, 다른 적당한 임대
주택에 원활히 입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 기타 원조를 해야 한다.
(평29법24 추가)

제 5 장 주택확보 배려자 거주 지원법인(평29법24 추가)
제40조(주택확보 배려자 거주 지원법인) 도도부현 지사는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평
성 10년 법률 제7호)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일반 사단
법인 혹은 일반 재단 법인,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주택확보 배
려자 거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이
하, 지원 업무 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에서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그 신청에 의해, 주택확보 배려자 거주 지원법인(이하, 지원법인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원 지원 업무의 실시 방법, 기타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
지원 업무의 정확한 실시를 위해서 적절한 것.
2. 전호의 지원 업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확실하게 실시한 경리적 및 기술적인 기
초를 가진 것.
3. 임원 또는 직원의 구성이 지원 업무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4. 지원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경우, 그 업무를 실시하는 것에 따라 지원 업무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5. 전 각호에 정하는 것 외에, 지원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
(평29법24 추가)
제41조(지정공시 등)

도도부현 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하, 지정 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지원법인의 명칭과 주소 및 지원업무를 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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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인은 명칭 혹은 주소 또는 지원 업무를 실시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평29법24 추가)
제42조(업무) 지원 법인은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있어서 다음에서 해당하는 업무
를 하는 것으로 한다.
1. 등록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등록 주택 입주자의 월세 채무보증을 하는 것.
2. 주택확보 배려자 임대주택의 원활한 입주의 촉진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기타
원조하는 것.
3.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주택확보 배려자의 생활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기타의 원조를 행하는 것.
4. 전 3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평29법24 추가)
제43조(업무의 위탁)

지원법인은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고 전조 제1호의 업무

(이하, 국채무보증업무 라 한다.) 중 채무의 보증의 결정 이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 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해당
업무를 행할 수 있다.
(평29법24 추가)
제44조(채무 보증업무 규정)

지원법인은 채무보증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채무보

증 업무규정 이라 한다.)을 정해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
려고 할 때에도 같다.
채무보증 업무규정으로 정하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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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인가를 한 채무보증 업무 규정이 채무보증 업무의 공정
하고, 적확한 실시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보증 업무규정을 변경해야
함을 명령할 수 있다.
(평29법24 추가)
제45조(사업계획 등)

지원법인은 매 사업년도,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 업무에 관련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개시 전에 (지
정을 받은 날의 속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도도부
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할 때에도 같다.
지원법인은 매 사업년도,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업무 관련 사
업 정보신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년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도도
부현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29법24 추가)
제46조(구분경리) 지원법인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채무보증 업무 및
이에 부대(附帶)한 업무에 관련된 경리와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된 경리를 구분해 정리
해야 한다.
(평29법24 추가)
제47조(장부의 비치 등)

지원법인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 업무

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전항에 정하는 것 외, 지원법인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업무
에 관한 서류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보존해야 한다.
(평29법2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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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감독명령) 도도부현 지사는 지원업무의 공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법인에 대해 지원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평29법24 추가)
제49조(보고, 검사 등)

도도부현 지사는 지원 업무의 공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확보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법인에 대하여 지원업무 혹은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직원에게 지원법인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지원
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외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검사에 대해서 준용한다.
(평29법24 추가)
제50조(지정 취소 등)

도도부현 지사는 지원법인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1조 제2항 또는 제45조부터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제44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채무보증 업무 규정에 의하지 않고 채무보증 업무를
행했을 때.
3. 제44조 제3항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4. 제40조 각호에서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5. 지원법인 또는 그 임원이 지원업무에 관한 현저히 부적당한 행위를 했을 때.
6. 부정한 수단에 의한 지정을 받았을 때.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
야 한다.
(평29법24 추가)

368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제 6 장 주택확보 배려자 거주 지원협의회(평29법24 추가)
제51조(주택확보 배려자 거주 지원협의회)

지방공공단체, 지원법인, 택지 건물 거래

업자(택지 건물 거래업법(소화 27년 법률 제176호)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택지 건
물 거래업자를 말한다.), 임대주택 관리 사업을 하는 자, 기타 주택확보 배려자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원활한 입주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자는 주택확보 배
려자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주택확보 배려자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원활한 입주를 촉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하기 위하여
주택확보 배려자 거주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 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
전항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에서 협의가 성립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협의회
의 구성 인원은 그 협의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전 2항에 정하는 것 외에, 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회가
정한다.
(평29법24 추가)
제52조(지원협의회 및 지역주택협의회 연계)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회가
조직된 지방공공단체 구역에 대해 지역 주택 특별 조치법 제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주택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협의회 및 지역 주택
협의회는, 주택확보 배려자의 임대주택에의 원활한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연
계를 도모해야 한다.
(평29법24 추가)

제 7 장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시책
(평29법24 장명(章名)추가)
제53조(공적 임대주택 공급 촉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소득의 상황, 심신의 상

황, 가구, 그 다른 주택확보 배려자 주택의 확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사정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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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존 공공 임대주택의 유효한 활용을 도모하면서, 공적 임대주택의 적절한 공급
촉진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 임대주택 관리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전형에 해당하는 주택확보 배려자
의 주거 안정에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29법24 구(旧)제5조 이동)
제54조(민간 임대주택으로의 원활한 입주의 촉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주택확

보 배려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원활히 임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확보 배려
자 및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에 대한 지원, 기타 주택확보 배려자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원활한 입주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
는 주택확보 배려자의 민간 임대주택을 원활히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평29법24 구(旧)제6조 이동)
제55조(정보제공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주택확보 배려자가 임대주택에 관하여
그 사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평29법24 구(旧)제7조 이동)
제56조(주택확보 요주의 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시책 등과의 제휴)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택확보 배려자의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 주택확보 배려자의 복지에 관
한 시책, 그 외 주택확보 배려자의 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정책 및 양호한 주거
환경 형성에 관한 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평29법24 구(旧)제8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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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지방공공단체 지원)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 관련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29법24 구(旧)제12조 이동)

제 8 장 잡칙(雜則)(평29법24 추가)
제58조(대도시 등의 특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
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무는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 도시
(이하, 이 조에서 지정 도시 라 한다.) 및 동법 제252조의 22 제1항의 중핵시(中核
市)(이하, 이 조에서 중핵시 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정 도시 혹은 중핵시(이하, 이
조에서 지정 도시 등 이라 한다.) 또는 지정 도시 등의 장(長)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동장(同章) 중 도도부현 또는 도도부현지사에 관한 규정
은 지정 도시 등 또는 지정 도시 등의 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정 도시 등 또는 지정
도시 등의 장에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한다.
(평29법24 추가)
제59조(국토교통성령에 위임)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평29법24 추가)
제60조(경과조치)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수반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
서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평29법2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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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벌 칙(평29법24 추가)
제61조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직무에 관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자
2.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업무 정지 명령에 위반한 자
(평29법24 추가)
제62조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제8조의 등록을 받은 자
2. 제22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허위 신고
를 한 자
3. 제31조 제1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장부
에 기재하지 않거나 장부에 허위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않은 자
4. 제31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3조 제1항 또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6. 제33조 제1항 또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기
피한 자
7. 제33조 제1항 또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답변을 한 자
8.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사무의 전부를 폐지한 자
(평29법24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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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사람은 20만엔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평29법24 추가)
제64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人)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人)의 업무에 관하여 전 3조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고, 그 법인 또는 사람(人)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평29법24 추가)

부 칙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3년 4월 28일 법률 제32호) 초 (抄)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
령으로 정하는 날
에 시행한다.
(평성 23년 정령 제236호로서 평성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

부칙(평성 29년 4월 26일 법률 제24호) 초(抄)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
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한다.
(평성 29년 정령 제236호로서 평성 29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제 2 조(정령으로의 위임)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록 4 일본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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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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