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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Questions

     
     Q1. 많은 국가에서 집세를 보조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 

     Q2.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Q3.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은 무엇인가?

     Q4. 국내에서 새로운 주거복지 제도로 주택바우처는 도입가능한 것인가? 

     Q5.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는 어떤 관계여야 할 것인가? 

     Q6. 주택바우처로 갈 것인가? 임대료 보조로 갈 것인가? 

     Q7. 주택바우처 도입에 앞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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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집세 보조 제도의 정의와 명칭

• 주택바우처 혹은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
여 정부가 일정 자격(소득, 임대료 수준)을 갖춘 가구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

• 국가별 접근방법과 명칭은 상이함

  - 사회복지 측면에서 소득보장 성격으로 운용되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임대
료 보조 제도로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임대
료 할인(rent rebate), 임대료 수당(rent allowance) 등으로 명명

      * 임대료 보조를 통한 소득보장·주거보장 등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에 초점

  -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선택’과 ‘참여’를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 쿠폰 형태의 주
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HCVP)로 도입.

    * 미국은 주택바우처를 공공임대주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도입
      주택정책 수단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가 목적, 저소득층이 최저주거기준 이

상의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력을 지원

• 집세 보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주거보
장 정책으로, GDP 대비 0.1～1.1%의 재정지출의 규모를 가진 가장 큰 주거복
지 프로그램임. 

<표 1> 공공임대주택 수혜자 비율 및 임대료 보조 수혜자 비율 비교

구 분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전체 가구 대비)
임대료 보조 수령자 비율

(적용 대상)
미  국 2% 2% (민간임대)

영  국 19% 19% (민간임대, 공공임대)

프랑스 17% 23% (민간임대, 공공임대)

독  일 6% 7% (민간임대, 공공임대)

네델란드 35% 14% (민간임대, 공공임대)

스웨덴 18% 6.3% (민간임대, 공공임대)

     자료: Ministry of Infrastructure of the Italian Republi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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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배경

 

(1) 1960년대와 1970년대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집중 이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안으로 도입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강력히 추진해 왔던 공공임
대주택 정책에 대한 적절성 의문 제기

   -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이 1960～1970년대 20～30%대에 이르자 고비용, 운
영·관리비 급증에 따른 재정 과부하, 임차인간 형평적 지원 문제, 임대료 규제
로 인한 민간 투자 저조, 원활한 주거이동과 선택의 자유 부재, 그리고 빈곤 
집중 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 

   - 공공임대주택의 빈곤 집중화, 슬럼화 문제는 미국에서 특히 심화

    * 1973년 1월 닉슨(Nixon) 행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전면 중지(moratorium) 선언

   -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 해결에 따라 상대적 부담능력에 대한 관심 증대

    * 저소득층의 주거문제가 공급 부족보다는 ‘낮은 소득’으로 인한 지불능력의 
부족이라는 인식이 크게 부각

    *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수준이 개선되지 
못함은 주택 공급으로 해소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요자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

• 정책 전환: supply-side approach → demand-side approach

  - 수요자 지원형 접근은 tenant-based assistance 혹은 income-related housing 
support로 불리움

  - 정책 전환의 논거: 정부 재정 지원 방법의 변화 필요성 제기(Priemus, 2005)

    o 주택 시장 왜곡: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 임대료 통제로 인한 집주인의 수익 감소, 
유지관리 지연, 정부 보조가 housing filtering 저해, 주거이동 감소 원인

    o 전달상의 문제 발생: 저소득층에게 항상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님. 공급지원 자
체가 신규 공공임대, 자가 분양에 초점을 둠으로써 저소득층이 아닌 중고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결과 초래,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needs와 subsidiesrks의 mismatch 발생

    o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 증가

    → 양적, 질적 주거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 높은 주택가격(월세)에 대한 
상대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정책 목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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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의 선택·참여 등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의 등장

• 1970년대 이후 규제완화, 신자유주의, 민영화 기조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 시장 접근성 강화 등 정책 준거로서의 시장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
지면서 공급자 지원방식에 대한 비효율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정책을 선회

□ 10년 이상의 준비기와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수정·보완 이후 정착

• 대부분 국가의 수요자 지원방식은 제도 도입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기 보다는 10년 이상의 준비기와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본격 궤도에 진입, 현 단계도 제도 개혁 및 수정·보완이 계속 진행 중임.

  - 국가별로 최초 도입시점과 본격 실시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으며, 현재와 같
은 제도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70년대 후반 이후임.

  - 당초 예상한 재정 소요 규모보다 경기 침체, 실업 등 시장 상황 변동 등으로 지
원대상자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재정 과부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표 2> 주요 국가의 임대료 보조 정책 실시년도

국가 최초도입년도 본격실시년도

스웨덴 1948년 1991년 

네덜란드 1970년 1984년

프랑스 1948년 1977년

독일 1955년 1977년

오스트리아 1944년 1968년

영국 1972년 1982년

미국 1974년 1983년

오스트레일리아 1945년 1978년

자료: 하성규(2004: 287-295), Priemus 외(2005: 589)를 정리.

Ⅱ. 운영 주체와 운영 방법

1) 행정 전담 기관 및 전달체계

□ 주택바우처 및 임대료 보조 제도의 운영 및 행정 지원체계는 국가별로 특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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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자 및 지원 성격은 국가별로 상이함

국가 임대료보조제도
적용대상 성격

자가 사회임대 민간임대 주택정책 소득보조

미국

 공공부조에 의한 주거비 지원 ● ● ●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 ●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부과 ●

영국
 공공부조에 의한 주거비 지원 ●

 주거급여(Housing benefit) ● ● ●

프랑스
 사회주거급여(ALS) ● ● ● ●

 개인주택수당(APL) ● ● ● ●

독일
 공공부조에 의한 주거비 지원 ● ● ●

 주택수당(Wohngeld) ● ● ● ●

네덜란드
 공공부조에 의한 주거비 지원 ● ● ●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 ● ●

자 료 : Kem p (2000 : 48 ), K em p  ed .(2007 : 271 )를  토 대 로  작 성

<표 3> 임대료보조 제도의 적용대상과 성격

• 전달체계도 국가별 상이

  - 미국은 연방정부-지방공공주택청(PHAs), 영국은 중앙정부-지방정부, 프랑스는 
중앙정부-일원화된 사회복지 전달체계망, 독일은 연방정부-주정부-시정부, 네
덜란드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지원체계임

국가

행정체계 재정운용

중앙 지방
예산할당

(cash-limited)
수급권보장
(entitlement)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공공주택청(PHA) ●

영국 노동연금부(DWP) 지방정부 ●

프랑스 전국가족수당기금(CNAF) 가족수당기금(CAF) ●

독일 교통･건설･도시부(BMVBS) 지방정부 ●

네덜란드 주택･공간계획･환경부(VROM) 지방정부 ●

<표 4> 주택정책 차원의 임대료 보조 행정주체 및 재정운용 방식

(1) 미국의 주택바우처

□ 1974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주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는 
연방정부 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HUD;Department for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총괄 기획·예산 지원하며, 집행은 지역별 공공주택청(PHA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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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공공주택청(PHA: Public Housing Authority)는 1937년 주택법에 의해 설립 

      2011년말 50개주에 약 3,000개의 PHA가 활동 중임.

• 공공주택청(PHA)은 HUD와의 계약하에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 관장 
및 지역 주택정책 수립, 신청자의 소득 등 적격성 심사, 대기자 명부 관리, 월
지원금 산정 및 지불, 적용 대상 주택(질적 기준 충족여부, 합당한 임대료 수
준)의 승인 등의 업무를 이행 

   - PHA는 해당 주택의 실사, 임대료 수준 및 임대차 관계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
를 별도 민간단체에서 위탁 수행하는 사례도 많음

   - 공공주택청(PHA)은 관할 지역에서 대상 예정자를 선발하여 의회 예산 심의 
및 승인 → HUD가 PHAs에게 예산 배분 → PHA가 프로그램 운용 및 예산 지
출 → 가족과 주택소유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함.

   - 주택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60～120일 사이에 거주할 주택을 찾아야 
하며, 적합한 주택을 찾았을 경우 해당 지역공공주택청은 주거기준의 충족여
부, 임대차 계약 실태, 임대료의 적정성을 실사하여 주택바우처 쿠폰을 주택
바우처 지원자에게 지급함. 

   - 공공주택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주택바우처 대상가구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
약을 하며, 공공주택청은 집주인과 주택바우처 수령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지
원하게 됨. 

[그림 1] 미국의 주택바우처 전달체계

(담당: 주택도시개발부(HUD), 공공주택청(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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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말 2,083,187 가구가 주택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음. 이는 심각하게 주
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9,354,142 가구의 22% 수준임.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1,178,711가구임.

      * 2005-2011년 바우처 예산은 $3.6 billion(24%) 증가

<표 4> 미국 저소득층 주거지원 현황

• 시범사업 이후 1974년 이후 본사업화

 <표 5> 미국 주택바우처 제도의 연혁과 특징 비교

시기 공식 명칭 근거법 주요 특징

1970~1973년
시범사업

주택 수당
(Housing Allowance)

-

정책실험프로그램(EHAP: Experimental Housing Allowance
Program)을 통해 임대료 보조 효과 예측 및 사후 평가
- 수요 실험, 공급 실험, 행정 실험으로 구분하여

2년~10년간 시행

1974년
본사업 시행

임대료 증서
(Rental Certificate Program)
(일명 섹션 8로 통용됨)

주택및커뮤니티개발법
(The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Section 8
Existing Housing Program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15~25%
-임대료 보조가 집주인에게 지급됨
-임차주택의 임대료 상한기준: 공정임대료(FMR) 이내
-보조금은 소득의 25% 초과 부분과 공정임대료간 차액

1984년
이원적 운영

임대료 바우처
(Rental Voucher Program)
이 새로 도입.
기존의 임대료 증서와 병행
하여 운용됨

주택 및 도시·농촌 재생법
(The Housing and
Urban-Rural Recovery Act)
Section 504

-Rental Voucher는 지불기준(payment standard)과 가구
소득 30%초과분을 바우처로 지급
-임대료 보조가 임차인에게 지급됨
-공정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도 선택 가능(주거선택권
강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portability 강화)

1998년
주택바우처
통합

기존 두 제도가 통합하여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HCVP)로
일원화됨

양질의 주택 및 근로책임법
(The Quality Housing and
Work Responsibility Act)

-지방 공공주택청(PHA)의 지불기준(payment standard)
도입. 지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그 임대료는
월가구총소득의 40% 이상이 되어서는 안됨

-소득대비 총임대료 부담 비율: 40%
-지원에대한기한조건없이대상 요건에 해당시 계속지원
-임차인 스크리닝 및 선정은 집주인 책임이 책임짐
-임차인에게 범죄이력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임차기간
종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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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주거급여(Housing Benefit)

□ 영국의 주거급여(Housing Benefit)은 중앙부처인 노동연금부(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가 기획총괄·예산을 담당하며, 지방정부는 실제 운영 및 
예산을 지원함.

• 영국의 주거급여는 영국 사회보장 체계에서 가장 큰 단일 지원제도임

  - 1982년 제도 시행 이후, 1988년 3개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주거급여(Housing 
Benefit)로 통합하여 일원화함.

    * 3개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 가족수당(Family 
Income Support), 주거급여(Housing Benefit)임.

  - 공공부조형태로 지원되던 주거급여가 공공부조와 분리 급여화되어 운영한 대
표 사례로, 통합 시행 이후 영국의 기초생활보장 수준은 타 유럽국가에 비하여 
낮은 반면 주거보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 일반적 사회보장과는 달리 주거급여로 주거보장을 강화한 이유는 지역마다 주
택가격 및 소득 격차가 큼에도 이것이 공공부조 지원방식에 반영되지 못하였
고, 저소득층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월임대료 지원이라는 점임.

[그림 2] 영국의 임대료 보조 전달체계(담당: 노동연금부(DWP), 지방정부)

(3) 프랑스의 주택수당

□ 프랑스의 주택수당(APL: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은 중앙부처인 주택도
시부가 전담하고 있으나, 예산 배분과 지원은 중앙정부 사회가족부 산하에 있는 
사회보장기구중앙기관(ACOSS: 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ècuritè 
Sociale)에서 관리하는 전국가족수당기금(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CNAF)1)을 통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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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공공부조내 사회급여(AL)과 주택정책적 차원의 주택수당(APL)이 이원
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사회급여(AL)는 사회보장법(Code de la sècurité sociale)에 근거하여 사회가족
부 전담하에 가족주거급여(ALF:Aide au Logement à Caractère Familiale)와 사
회주거급여(ALS:Aide au Logement à Caractère Social)로 운용.

    ․ 1948년 최초 도입한 가족주거급여는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임대료 통제 완
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을 완충하기 위해 도입.

    ․ 1971년 사회주거급여는 가족주거급여에서 지원되지 못했던 비근로 고령자, 
25세 이하 저소득 독신자, 장기실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1977년 도입된 주택수당(APL)은 건축주거법(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에 근거하여 주택도시부(Ministère du logement et de la ville)가 
담당함.

    ․ 주택수당(APL)은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물가상승, 소비자 구매력 저하 
등 프랑스 경제 위축 시기에 ‘주택재정지원 개혁’ 차원에서 도입. 

    ․ 1970년대 중반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건설보조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그 위상과 역할이 강화.

• 사회급여(AL)와 주택수당(APL)의 운영 주체는 이원화되어 있으나 전달체계는 
일원화.

  - 전국가족수당기금의 지방사무소인 가족수당기금(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프랑스 전역에 123개의 CAF가 있음)이 실제 운영을 담당.

  - 지방정부와는 무관하에 민간조직인 CAF를 통한 전달체계 일원화는 충분한 상
담 후 자신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제공받을 수 있음으로 수혜자 
만족도를 높이고, 관련 정보 시스템(소득정보, 각종 정부 지원 여부 등)의 공유
를 통해 재정 효율성에도 기여하고 있음.

  - 전달체계 일원화는 사회복지 예산 재원이 다양한 경로(정부 재정, 민간 기부, 
근로자들의 주택세 등)에서 발생하는데 기인. 사회복지 전반의 재정총괄 사회
보장기구 중앙기관인 ACOSS는 5개 기금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이를 사회복지, 
임대료 보조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 

• 주택수당(APL)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주택도시부는 원활한 임대료 보조를 위
하여 집주인과 ‘임대료 보조 지원 협약’(30년)을 맺고, 양질의 저렴 주택 물량 

1) 고용주들의 기여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조성된 전국가족수당기금은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공법(公法)상의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정부의 지도 및 감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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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프랑스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일원화 사
례: 본부 CAF, 123개의 지역 CAF: 사회보장, 보
험, 가족수당, 실업수당, 장애수당, 임대료 보조 
등 종합 지원센터

 [그림 5] 프랑스 파리 시내에 있는 CAF 사무실의 
평면도: 행정 업무 공간과 신청자 상당 공간이 구
분되어 있으며, 평균 사무실 규모는 50-100평이다.

 

확보를 위한 지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그림 3] 프랑스의 주택바우처 전달체계

(담당: 주택부, 전국가족수당기금(CNAF)

가족수당기금(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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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CAF 사무실 전경(1): 신청자 상담을 통
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현황으로 창문쪽의 
각 부스에 상담원이 대기하며 신청자는 번호순서
에 따라 상담에 응하고 있음

 [그림 7] CAF 사무실 전경(2): CAF 사무실의 직
원은 전문 상담원은 상근직이 아니고 파트타임이며, 
기타 업무 지원 요원은 2-3명의 보조직원이 신청자가 사
회복지통합정보망에 접속시 안내 및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음

(4) 독일의 본겔트

□ 독일의 임대료 보조인 본겔트(Wohngeld)는 1955년 제1차 연방임대차법, 1956
년 제2차 건축법, 1965년 제1차 임대료보조법 제정을 통해 변화·발전됨.

• 1955년 최초 도입시에는 소득대비 임대료 기준을 25%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
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3년간 지원

• 1965년 제1차 임대료보조법 제정으로 임대료 보조 법제 일원화

  - 임대료 보조의 수급권화로 수급자 선정시 1년마다 갱신을 통해 보조함.

  - 정책 목표는 연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가구특성에 따라 12～22% 수준으로 
낮추는 것임.

• 1970년 행정 효율화를 위해 임대료보조기준표(Wohngeldtabellen)를 도입하여 
가구원수, 소득, 임대료 수준에 따라 임대료 보조 지원금 파악이 용이하도록 함.

□ 1991년 임대료 보조 제도의 이원화, 2005년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구분 지원.

• 1991년 임대료 보조는 일반 보조와 특별 보조로 이원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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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임대료 보조: 임대료보조기준표에 따라 임대료 보조액 지급

  - 특별 임대료 보조: 참전군인, 공공부조 수급자 대상으로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따라 주거비의 41.3～53% 범위내에서 정액제로 지급

• 2005년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 제도는 공공부조내에서 지원토록 
됨에 따라 공공부조 범위 밖의 빈곤층에 대해서만 임대료 보조

  - 2005년 이전 본겔트 지원대상가구의 지원 비율은 11～12%이었으나 공공부조 
범위 밖의 빈곤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3%로 현격히 낮아짐.

  - 공공부조내 수급자는 실업수당의 형태로 임대료 보조를 받음.

  ․ 노동시장 개혁 차원에서 실업 가구의 구직 활동 지원을 촉진하기 위함.

□ 본겔트(Wohngeld)의 운용 체계를 보면, 연방정부인 교통·건설·도시부(BMVBS)가 
총괄 업무 및 재정지원을 하고 주정부와 시정부가 실제 운영을 담당.

• 시정부는 단순 집행업무(서류 접수 및 지원금 전달)만 전담하며, 신청 서류는 
모두 주정부에 보내져서 여기서 지원대상자 산정, 실 지원금 판정을 하게 됨.

  - 주정부는 관할 구역내 각 시의 임대료 기준 설정, 방수 및 가구원수에 따라 신
청자별 지원금을 확정함. 

  - 지원자 선정 및 지원금 판정은 1970년 개발된 ‘소득 및 임대료 정보관리시스
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8] 독일의 임대료 보조 전달체계

(담당: 교통･건설･도시부(BMVBS),주정부, 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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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 운영 체계: 예산할당 방식과 수급권 방식

□ 재정운영 체계는 미국의 주택바우처와 같은 예산할당방식(Cash-limited) 방식과 
영국 등 서유럽 국가의 수급권(Entitlement) 방식이 있음. 

• 예산할당 방식은 한해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원 대상자를 선정·지원(추
첨방식)하며 미선정자는 대기자 명부(waiting list)로 관리하게 됨. 

• 수급권 방식은 일정 소득이나 자산 범위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구를 지
원하는 방식임. 

• 재정효율성 측면에서는 예산할당방식이 수급권 방식에 비해 유리하나 예산할당
방식은 많은 대기수요로 인해 문제점 있음.

  - 미국 주택바우처는 한해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되
어 있어 많은 대기자 문제를 안고 있음.

    ․ 미국 시카고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실제 지원대상자는 1.5만 가구이나, 주
택바우처 대기 가구는 10만이 넘음. 대기소요기간은 길게는 8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음(Maney and Crowley, 1999; Van der Bos, 2003). 

  - 반면, 수급권 방식은 자격이 되는 모든 가구를 지원하게 되나 소득 증가율보다 
임대료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재정운영 방식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저소득 임차가구의 실제 임대료 
보조를 받는 비율은 국가마다 큰 차이가 남.

• 유자격자 대비 지원자 비율은 미국이 5%에 불과한 반면, 영국은 25%～60%, 네
덜란드는 33%, 독일은 10% 이하로 추정되고 있음(Haffner and Boelhouwer, 
2006). 

• 추정치는 실제 지원율보다 다소 높은데, 이는 임차인들의 인식 저조 및 참여 부
족, 임대료 보조로 인한 사회적 낙인 우려 때문임.

   - 특히 신청시 복잡한 서류 제출 등 절차에 대한 미숙, 소득 신고나 자산 조사 
불응, 기타 임차인 스스로가 ‘취약한 신분’임을 밝히기 꺼려하기 때문.

□ 행정 비용은 신청서 접수, 서류 검증, 홍보비용, 주택 및 임대료 심사, 소득 심사, 
지급 업무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별로 최소 2.5～최대 22%에 이름.



- 14 -

• 영국은 전체 사회복지 총지원금 중 17%가 행정 비용임. 주거급여(Housing 
Benefit)은 주거급여 지원금 중 3.8%가 행정비용이며, 공공부조의 생계급여는 지
원금 중 12%가 행정 비용임. 

  - 공공부조 성격의 생계급여 지원보다는 주거급여 행정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
으로 평가(DETR, 2000).

<표 6> 임대료 보조 제도의 행정 비용

구 분 영국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미국

임대료 보조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운영·관리비용)
3.8% 12～15% 2.5% 3.0% 5.0% 8.6% 22%

 자료: Howenstine, 1986; 프랑스, 영국, 미국은 2007년과 2008년 현지 인터뷰 자료임

• 프랑스는 2006년 사회복지 예산 집행 64.6백만 유로(100%)에서 사업비로 54.6백
만 유로(84.5%), 전국가족수당기금(CNAF)의 운영 관리로 6.7백만 유로(10.4%), 
123개의 가족수당기금(CAF)의 운영 관리로 3.3백만 유로(5.0%)를 집행함.

  - 전국가족수당기금 및 지역별 가족수당기금 운영 관리비는 사회복지 총예산의 
15.4%를 차지함.

• 지자체와 같은 공공부문이 전달주체인 경우보다 지방주택공공청(미국의 PHAs) 
및 비영리 민간조직(프랑스의 CAF)의 운영 관리시 행정 비용이 더 많음. 

  - 미국 주택바우처 행정 비용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유럽과는 달리 주택에 
대한 질적기준 심사를 한다는 점과 임차인 카운슬링 비용이 PHAs에게 지급된
다는 점임.

3) 정책대상 계층 및 지원 기준: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산정 기준

□ 정책대상 계층은 소득기준, 자산기준, 주택기준, RIR 기준 등으로 설정

• 임대료 보조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의 기준은 해당 국가의 재정 여력과 관련.

  - 소득 수준을 높게 책정할 경우 재정 소요가 크며,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지원대상계층의 폭이 크지 않아 정책 목표 부합성이 떨어짐.

  - 소득 기준은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국가의 평균 소득 7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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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함.

   ․ 국가에 따라 가구원수별 소득, 세전 소득 혹은 세후 소득 기준을 적용함.

• 자산 기준은 공공부조적 운용체계인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많
은 국가에서는 미적용되고 있음. 

• 주택의 질적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는 미국 주택바우처의 경우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나, 임대료 보조가 주택의 질적 개선과 반드시 연계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비적용되고 있음. 

•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률(RIR)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기 보다는 임대료 보조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활용. 

  - 미국 주택바우처는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률이 30%이상(대도시의 경우 40% 이
상)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임대료 기준과의 차이를 지원금으로 지급.

□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률(RIR)은 임대료 보조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임.

• 적정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률(RIR)에 대한 기준 설정은 미국과 네델란드만 설정
하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 대부분은 8～19%를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원금 산정시 기준으로는 활용하고 있지 않음.

   ․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담률에 근거하
여 대상자를 선정, 지원금 수준을 정하기 보다는 지원계층의 ‘저소득’과 ‘취약
성’에 근거함.

     *) EU 25개국의 1980년대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률은 14～25%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2

1～30%로 증가(Ministry of Infrastructure of the Italian Republic, 2007. Housing Statistics 
in the European Union)

  - 미국의 적정 RIR은 1974년 25%, 1981년 30%로 적용되다가 2000년 대도시의 
경우 40%까지 허용하고 있음.

  - 네델란드는 소득의 25%를 적정 임대료 지출 기준으로 정의.

  -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률(RIR)의 의미는 임대료 과부담 수준을 정의하기도 하지
만 임대료 보조 대상가구의 자기 책임 범위(가구 부담분)의 한도를 의미함.

• 임대료 보조 후 RIR 감소 비율은 영국의 경우 임대료가 16～50% 절감, 프랑스의 
경우 3～58%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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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소득기준과 주택기준

- 소득기준: 해당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를 대상으로 하되, 1998년 이후로는 신
규 지원대상자의 75%는 중위소득의 30% 이하가구(극빈층)여야 함.

- 주택기준: 지방공공주택청(PHAs)의 주택 검사(Housing Inspection)을 받아야 함. 
이때 적용되는 주택의 질적 기준(housing quality standard)은 주로 주택의 물리
적 성능평가 항목으로써 위생, 취사공간 확보, 안정성, 구조, 설비, 상하수도 등 
13개 항목임(HUD, 2000). 

• 영국의 소득 및 자산기준

- 18세 이상이면서 저소득자 또는 정부로부터 복지급여(social benefit)를 수급하고 
있는 자로 16,000파운드 이하(3,100만원)의 자산 보유자. 단, 60세 이상이면서 연
금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자산기준 미적용.

<표 7> 국가별 임대료보조제도 운용현황

국가
소득 기준 등

주거기준 RIR기준
소득 자산 가구특성

미국 ● ● ●(30%)

영국 ● ● - -

프랑스 ● ● ● -

독일 ● - -

네덜란드 ● ● ● - ●(25%)

• 네델란드의 소득 및 자산기준 (2005년 기준)

- 소득에서 25%까지는 자신이 부담, 나머지 75%는 국가 부담(차등지원)
-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를 구분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
-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경우 별도의 기준 적용

   

구분
1인가구 65세 이상 2인 이상 가구 65세 이상

연소득 기준
18,700유로

(3,022만원)

16,625유로

(2,687만원)

25,075유로

(4,052만원)

21,675유로

(3,503만원)

자산 기준
20,300유로

(3,281만원)

34,725유로

(5,612만원)

37,600유로

(6,077만원)
* 가구원 모두 65세 미만

48,050유로

(7,766만원)

• 프랑스의 소득기준: 특별한 소득기준 없이 주택수당 산식에 의해 지원가능자 판별.

- 사회급여(가족주거급여, 사회주택급여) 지원대상: 일정한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하
나 가구 유형별 지원기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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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 최소면적기준과 위생기준, 쾌적성(amenity) 기준 등에 부합해야 함.

구분 가구유형

사회급여
(AL)

가족주거급여

 • 결혼 경과년수 5년 미만인 부부 중 양육 자녀가 없는 
가구 (※ 결혼당시 배우자 한 명은 40세 미만)

 •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65세 이상의 부모를 1인 이상 부양하고 있는 가구
 • 장애율이 80% 이상인 직계 혹은 방계와 동거중인 가구

사회주택급여

 •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65세 이상 고연령층
 • 부모와 떨어져 사는 25세 이하 근로자
 • 학생 및 장애인
 • 장기실업자

- 주택수당(APL)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주가 주택의 건설･개량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협약을 체결한 주택에 입주해야 함. 

- 구체적인 지원금액 결정시 임차인의 소득수준 고려

- 사회급여(AL)와 주택수당은 중복 수급 불가

• 독일의 소득기준: 임차가구의 경우 월소득 900～1150유로(125만원～160만원)이
하 가구를 대상. 

- 본겔트 수급은 타 사회보장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역을 6개 급지로 구분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지원금의 산정 기준은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료 범위내에서 산식을 활용하는 
방법, 기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표 8> 주요 5개국의 임대료 보조액 산정방식

국가 산식(formula) 이용 기준표(table) 이용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네덜란드 ●

• 임대료 기준은 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비싼 임대료를 지출하면서도 정부의 지
원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

- 임대료 기준은 시장 임대료의 70～80%(호주, 캐나다), 최저임대료(프랑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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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미국), 적정임대료(영국), 기타 가구원수·주택규모·시설수준·입지 등을 고려
하여 표준임대료, 기준임대료, 규범임대료 등으로 설정(독일, 네델란드 등 대부분 
유럽국가)하고 있음

• 미국 주택바우처 지원금 산정 기준

  - 지방공공주택청(PHA)은 연방정부의 공정임대료(해당 지역 주택시장에서 임대
료가 하위 40% 이하인 임차주택) 범위내에서 주택바우처 지원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HAP)을 계산.

  - HAP는 공정임대료의 지역별 차이를 감안하여 90～110% 범위내에서 소득 수
준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설정. 이를 지급기준(Payment Standard)이라 함.

  - 지원금 산정식: 주택바우처 지원금 = 지급기준액  (월소득 × 30～40%)

    ․ 지원대상자가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
바우처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

    ․ 월소득은 가구 전원의 연소득에서 부양가족, 노인 혹은 장애인 가구원, 자녀
양육 및 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공제금액을 제한 후 12개월로 나눈 값임.

• 영국의 주거급여는 적정 임대료(eligible rent)를 기준으로 지급

- 적정임대료(eligible rent)란 지원 대상 가구가 지불하는 임대료 가운데 법적으로 
주거급여에 의해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함. 중앙정부 기관인 임대료 등록청
(Rent Service)이 해당 지역내 임대료를 조사·심사하여 고시함.

  ․ 공공임대주택(지자체, 민간 비영리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그 자체가 적정 임대
료로 간주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적정임대료보다 높음.

- 주거급여 산정식: 지원금 = 적정임대료 - 0.65 × (월소득-사회보장급여)

   ․ 월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만 포함. 월소득이 사회보장급여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65%만큼 지원금이 줄어듬.

- 소득 증가시 보조금이 줄어드는 비율이 타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아 임대료 보조 
국가 중에서 영국이 근로의욕 저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
음(Kemp, 2002).

  ․소득증가에 따라 지원금이 줄어드는 비율(tapering)은 영국이 65%인 반면, 미국 
30%, 독일 21%, 네덜란드 40～50%, 스웨덴 20～62%임.

• 프랑스는 사회급여와 주택수당이 지원 대상자에서만 차이 있고 적용 산식은 동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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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산식: 주택수당 = 계수 × (적정임대료 + 관리비 - 최소임대료)

    ․계수 = 0.9 - [순소득/(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승수 × 가구원수)]

    ․적정임대료는 거주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최소임대료는 가구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월임대료로 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 책정하고 있음.

• 독일은 임대료보조기준표에 따라 본겔트 지원금이 산정, 지원됨.

- 지원금은 임대료 구간과 가구월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 임대료보조기준표를 근
거로 산정되며, 가구원수와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 월소득은 가구 전원의 세전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임대료 구간은 
임차가구의 계약당시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함.

가구소득(월)
임대료 구간별 임대료 보조액(€)

380~
390

390~
400

400~
410

410~
420

420~
430

430~
440

440~
450

450~
460

460~
470

900-910 186 192 199 205 212 218 225 231 237

910-920 184 190 196 203 209 216 222 228 235

920-930 181 187 194 200 207 213 219 226 232

… … … … … … … … … …

1,120-1,130 132 137 143 149 154 160 165 171 176

1,130-1,140 129 135 140 146 151 157 162 168 173

1,140-1,150 127 132 138 143 149 154 160 165 171

<표 9> 독일 본겔트 지급액 산정을 위한 기준표 예시(4인 가구 기준) 

      자료: Kemp 편저, 2007. Housing Allowance in Comparative Perspectives.

• 네덜란드의 주택수당은 실제 월임대료와 가구가 지불해야 하는 기본임대료의 차
액에 대해 가구원수 및 연령 등 가구특성에 따라 50%, 75%, 100%의 요율을 정
하여 지급액을 산정. 

  - 2004년 기준으로 월임대료가 325.91유로 이하인 경우 가구특성과 상관없이 기
본임대료 191.61유로와의 차액 전액을 주택수당으로 지원. 

  - 월임대료가 325.91유로 초과 466.48유로(3인 이상 가구는 499.92유로) 이하인 
경우 젊은 세대를 제외한 전체 가구에서 기본임대료와의 차액의 75%를 주택
수당으로 지원. 

  - 월임대료가 466.48유로(3인 이상 가구는 499.92유로) 초과 597.54유로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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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독신가구와 노인가구는 기본임대료와의 차액의 50%를 주택수당으로 지원. 

3인 이상 가구 노인 가구

고려

[그림 9] 네델란드 주택수당의 임대료 보조율 (2004년 기준)
    자료: Kemp 편저, 2007. Housing Allowance in Comparative Perspectives.

4) 지원 현황 : 가구당 지원규모와 재정 지출 규모

□ 전체가구 대비 지원가구 비율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미국 순이며,  
GDP 대비 재정소요 비율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미국 순으로 높음

•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지원가구 및 재정소요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
은 예산할당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임.

  - 미국 주택바우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체 주거지원 
예산의 75%를 차지함

•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순으로 높음. 미국 주
택바우처가 지원대상 가구 비율은 낮지만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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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가별 임대료보조제도 운용현황 (2006년 기준)

국가
지원가구수

(전체가구 대비 비율)
재정 소요액

(GDP 대비 비율)
가구당 

재정지원액
1인당 국민소득

(2006)

미국
210만가구

(2%)
147억달러
(0.1%)  [9]

월583달러
(61만원)

$44,970
(4,698만원)

영국
380만가구

(16%)
236억달러

(1.1%)  [100]
월518달러
(54만원)

$40,180
(4,198만원)

프랑스
608만가구

(23%)
134억유로

(0.92%)  [84]
월184유로
(30만원)

$36,550
(3,818만원)

독일
350만가구

(9%)
52억유로

(0.23%)  [21]
월124유로
(20만원)

$36,620
(3,826만원)

네덜란드
99만가구

(14%)
22억달러

(0.35%)  [32]
월184달러
(19만원)

$42,670
(4,458만원)

주 1) 재정소요액의 경우 미국은 2005년 기준, 영국은 2002/2003년 기준, 네덜란드는 2004/2005년 기준, 프랑스

2003년, 독일 2004년 기준

2) 국가별 전체가구수 대비 지원가구 비율과 GDP대비 재정소요액의 비율은 2006년 기준(Kemp ed.,

2007: 272)

3) 미국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전체 수급가구의 15%, 영국은 유자격자 중 80%가 이용, 네덜란

드는 전체 임차가구의 31%, 유자격자 중 70%가 이용

4)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17,690 (1,848만원) (자료: World Bank, 200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5) 재정소요액의 [ ] 수치는 영국의 GDP대비 비율을 100으로 했을 때 각국의 상대값

□ 영국 주거급여의 재정지출은 1992년 96억 파운드에서 2007년에는 153억 파운
드로 크게 증가. 

• 전체 주거지원 재정에서 보면 신규 주택공급보조 대비 주거급여 보조는 27% 대 
73%임

• 주거급여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공공 및 민간임대에 대한 임대료 규제 완
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주거급여 증가, 취약계층 증가때문임

  - 임대료 25% 상승시 주거급여는 연간 14억 파운드로 증가하여 임대료 상승분 
연간 18억 파운드를 상쇄하는 효과(DETR, 2000).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10년전에 비하여 임대료 보조에 대한 재정
지원은 크게 증가.

• 이는 이들 국가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민영화로 인한 사회주택의 공급 축소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규제 완화에 따른 임대료 자율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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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수급자 계층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영국·프랑스의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대비 임대료 보조지원 비교

• 1970년대 임대료 보조 지원의 초기 시점에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 지원 대
비 임대료 보조 지원은 평균적으로 80% 대비 20%의 비중이었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30% 대비 70%의 비중으로 역전되는 양상을 보임.

<표 11> 3개국의 주택 예산 중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 보조와 임대료 지원 비교

국가 전체 주거지원 예산(금액) 공급자:수요자 지원 비중

미국(2006) 205억 달러 (19조원 규모) 25% : 75%

영국

2005년 161억 파운드 (29조원 규모) 33.5% : 66.5%

1999년 111억 파운드 (22조원 규모) 27% : 73%

1972년 23억 파운드 84% : 16%

프랑스

2004년

총 250.4억 유로(39조원 규모)

중 공급자 및 수요자 지원금은

190억 유로(30조원 규모)

24.3% : 75.7%

1995년 149.6억 유로 (공급자+수요자지원) 24.3% : 75.7%

1984년 96.1억 유로 (공급자+수요자지원) 50.4% : 49.5%

  자료: Whitehead와 Scanlon 편저, 2007. Social Housing in Europe; 미국은 HUD 웹사이트 참조.

Ⅲ. 정책 성과의 한계점

1) 성과의 한계점

□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의 비효율이 극대화된 미국
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대체하는 수단으로 출발한 반면, 유럽 국가는 저
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

•  당초 유럽의 경우 저소득층 주거안정이 사회 안정에 중요한 발전 동력이 될 것
으로 출발하였으나, 규제완화·민영화 등 시장친화적 정책 패러다임 대두로 주택



- 23 -

정책의 민영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 

•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사회·경제적 불안, 경기 침체, 실업 증가, 임대
료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민영화를 통한 재정 효율화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 재정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민간 투자 활성화 차원의 임대료 규제완화는 결국 임대료 상승만큼 정부 재정 
부담으로 작용. 

□ 주택바우처, 임대료 보조 제도가 수요자 지원 정책이기는 하지만, 양질의 저렴
한 신규 주택공급이 수반되어야 그 효과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수요자 지원제도로의 전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
어듬.

•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이 2% 미만인 미국은 주택바우처가 저소득층을 위한 가
장 대표적 주거지원 수단이나, 주택바우처를 지급받고도 양질의 민간 저렴임대주
택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발생됨.

  - 성공률이 낮아지고, 대기기간도 점차 장기화

• 영국 등 유럽 국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은 급감하고, 기존 공공임대
주택도 민영화 정책으로 매각되는 상황에서 상승하는 임대료는 고스란히 정부 
부담으로 남겨지게 됨. 

• 주택바우처, 임대료 보조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인 ‘주택 재고 확보’ 기능이 없다는 
점과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정부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이 20～30여년간의 
제도 운영상의 결과로 나타남. 

-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임대료보조 정책간의 비용 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보
면, 임대료 보조가 공공임대주택보다 40% 정도 더 저렴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음
(Kirk, 1998). 

-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 관료적 배분 방식 등 단점이 있으나,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경제여건이나 주택시장 상황 변화에도 
임대료 동결 등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 무엇보다 공공임대주
택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의 재원조달 가능성, 추가 투자 재원으로서의 활용
성 등의 장점이 있음

(주요 성과)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공고히. 임대료 보조에 따른 부담 완화

□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족 및 접근 제약에 따른 대체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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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를 위해 집세 보조, 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 미국의 경우, 빈곤 집중지역의 저소득층의 주거 분산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목적

   - 장소의 기회적 의미(교육, 의료, 기타 공공시설 등) 부각

   * 저빈곤 지역에서 적정 수준의 집을 찾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다양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주거선택 및 이동의 자유 강조

(한계점)

□ 최근 임대료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보조금 효과 감소

* 임대료 상승의 문제

   (영국 사례) 임대료 25% 상승시 Income Support 혹은 Jobseeker Allowance

로 지원되는 공적 지원금액은 1가구당 1년에 18만원 추가 발생 (주당 ￡2), 

Housing Benefit은 ￡1.4 billion 증가 (이는 임대료 상승분 ￡1.8 billion과 

상쇄 효과) 

* 결국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도 감소

□ 재정 과부하: 프로그램 비용이 통제 수준을 벗어났다는 인식

□ 많은 행정 비용과 효과적 전달상의 문제

 - 영국의 경우 행정비용 : fraud and error cost(부정 및 과실 비용)가 매년 ￡900 
million~￡2 billion에 달함 (원화 1580억원~3조 5140억원 규모)

   (이는 총비용의 10~20%에 달하는 규모)

 - 행정성과 측면: 지방정부의 1/3 (409개 지방정부의 56%)가 주거비 지원 행정

에 실패('93년, ‘00년 회계감사 결과)

   * speed와 accuracy의 문제: 신청후 14일 이내 처리임에도 ‘95년은 신청의 

80%만이 이 기간내 처리, ’00년에는 60~63%만이 가능(DETR, 2000). 

 - 미국의 경우, 주택바우처 성공률(success rate)가 지역별 큰 격차

  * 성공률: ‘98년 81%, ’00년 69% (임대료 상승으로 기인)

      - 주택시장 여건, 주거비 부담 기준, 공정임대료 수준에 따라 좌우

  * 양질의 적정 임대료의 임차주택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 바우처 수혜가구의 1/4

이 120일 소요, 7%는 바우처를 받고 난 이후 180일 이상을 소요)

 - 지원자격에 합당한 자가 실제 지원을 받게 되는 비율(take-up rate)이 낮음



- 25 -

□ 소득수준과 연동된 보조금 지급 구조

   - 근로의욕 감퇴, 능동적 참여 저조, 주택 과소비 문제

    * 소득이 증가하면 보조금의 비율도 그에 따라 줄어든다는 점에서 보조금의 설계시 이
를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근로의욕에도 영향을 미침. 즉 소득 증가율보다 지원금 감소 
비율이 더 높다면 저소득계층을 빈곤의 함정에서 구제하기는 어려우며, 실업의 함정
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기 때문. 

      소득증가에 따라 지원금이 감소하는 비율(tapering)은 미국이 30%, 독일이 21%, 영국 
65%, 네덜란드가 40～50%, 스웨덴이 20～6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비율을 감안할 
때 다른 국가에 비하여 영국의 임대료 보조 설계가 근로의욕 상실에 가장 큰 영향을 
줌. 따라서 임대료 보조와 근로와의 연계성 논의는 영국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
는 주제이기도 함(Kemp, 2002).  

• 소득 증가는 지원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동 동기가 유발되지 않고, 이러한 
형태의 지원이 계속될 경우 저소득층을 빈곤의 함정에서 구제하기는 더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음. 

• 제도 설계가 ‘적정 급여’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어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

- 임차인이 양질의 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아다녀야 할 능동적 시장 참여 유인책
(shopping incentives)이 없음. 

- 필요 이상의 주거 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임. 

2) 2005년 이후 정책 동향

□ 20～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수요자 지원 제도는 여전히 개혁 중임. 

•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는 ‘주거급여’(Housing Benefit)의 개혁 대안으로 ‘지방주택
수당’(Local Housing Allowance)를 제안하여, 시범사업 추진 중임. 

   - 2002년 노동연금부(DWP)가 발간한 ‘선택과 책임성 형성하기’(Building Choice 
and Responsibility)에 근거하여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

    ․ 임차인에게 보다 많은 임대주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지급에 대한 책임
의식 부여, 노동의욕 고취 및 ‘빈곤의 덫’ 해소 목표. 

   - 2006년 발간된 ‘복지뉴딜: 사람들이 일하게 하기’(A New Deal for Welfare: 
Empowering People to Work)에서 주거급여 제도 개혁 방향으로 지급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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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 임차인에게 더 많은 선택 부여, 투명성 제고, 개인 책임 강화, 임차인
에 대한 금융 통합 추구, 효율적 행정 및 노동 장벽 제거 등을 제시. 

• 미국 주택바우처는 많은 대기자로 인하여 주거복지 상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
음에도 2003년 부시 행정부는 재정지출에 대한 정부 부담 가중,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의 과다 소요, 주택 바우처에 적합한 주택확보(임대료 
수준, 주택의 질적 수준) 어려움 등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 중임. 

- 검토 중인 주택바우처 개혁안은 ‘바우처의 유연화 프로그램’(Flexible Voucher 
Program)임. 

  ․ 현재 개혁안에는 대기 가구의 적체 해소 등 수평적 형평성 제고, 예산할당 방식
이 아닌 ‘포괄 보조금’ 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이 담겨 있음. 

  ․ 포괄 보조금*)은 기존의 공공주택청이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연방정부로부터 승
인된 호수만큼의 고정금액을 지원받는 것과는 달리, 주정부가 지방주택공공청
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액을 주는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소요에 보다 유
연하게 대응하자는데 있음.

    *) 포괄 보조금 제안에 대한 지지측은 연방정부의 상의하달식 행정 탈피, 주정
부 역할 강화를 주장하는 한편, 반대측은 포괄보조금이 결과적으로 연방정
부의 재정 감축 수단이라는 점, 재정운용 책임을 주정부로 이양하면 주정부
의 재정상태 악화 등을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주택바우처,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차인 선호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시장 친화적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같이 특정 계층을 집중 거주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사회
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임은 분명.

• 재정 부담 가중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일부에선 비효율이 관찰되고 있으나, 임
대료 보조 제도는 저소득층이 자신의 생활 터전을 떠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주
택시장내에서 참여하여 주거안전망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정책
에 비하여 주택정책의 꽃으로 인정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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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국내 도입시 고려 사항과 준비 과제

Q4. 국내에서 새로운 주거복지 제도로 주택바우처는 도입가능한 것인가? 

  -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임대차 시장 구조 전환기에는 리스크 예상

  - 주택법 규정에 따라 2013년 가시화 예정

      주택법 제5조의 4(주택임차료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무주택임차인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무주택임차인가구의 대상기준, 지원금 수준, 시행절차 및 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 2013.1.27] 제5조의4 

Q5.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는 어떤 관계여야 할 것인가? 

  - 선택과 집중의 문제

  -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 동시 운영시 문제점, 주거급여를 분리시 전체적인 

생계급여 축소 우려

  - 동시 운영시: 주거급여는 공적 부조, 주택바우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으로 

이원화

  - 주택바우처는 절대 빈곤층보다는 차상위계층이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상대적 부

담 문제 완화

      * 주거 지원의 균형감 차원에서 민간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주택 바우처’ 제도

      * 주택 바우처 시행; 양방향 정책, 정책 목표 분명히, 설계 정교히 할 필요

Q6. 주택바우처로 갈 것인가? 임대료 보조로 갈 것인가? 

  - 제한된 물량만큼만 운영할 것인가? 수급권으로 인정할 것인가?  

Q7. 주택바우처 도입에 앞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주택바우처 도입간의 관계

  - 소득 파악 및 민간 전월세 임대료 체계에 대한 인프라 부재에 대한 대응

  - 임대차 계약 정보에 대한 공신력 문제

  - 전달체계의 미비

  - 지급 방식의 문제: 현금 지급, 쿠폰 방식, 전자카드 방식 등

  - 행정 비용의 문제

  -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팩키지화 필요. 주택바우처의 기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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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주제]

□ 우리는 해외 사례로부터 무엇을 취하고 버릴 것인가? 

□ 공공임대주택 건설,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가? 

□ 개인 민간 집주인에 의해 운영되는 임대차 시장 구조에서 주택바우처의 순기능
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 집세 상승의 문제 및 부정 수급 문제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과연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

  - income poverty vs. housing poverty

□ 재정 효율화를 위한 선택을 무엇인가?

  - supply-side subsidy vs. demand-side subsidy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세 보조 정책의 효용은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