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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殼蝸牛運動 ‘Snail without 
Shells’ movement in 1989 

• 由市民發起的都市社會運動。 

• 以理性與幽默的方式，抗議房價
不合理的飆漲。 

• 1989年8月26日，超過4萬名群眾
的參與。 

• 夜宿當時房價最高的台北市忠孝
東路四段。 



無殼蝸牛運動的發展與延續  
(三合一的居住權益促進事業共同體) 

1989無殼蝸牛運動 

無住屋者團結組織 
運動／施壓 
街頭行動 
議題倡導 
政策施壓 

崔媽媽租屋服務中心 
組織與服務 

租屋資訊服務 
社區工作 
組織工作 

專業者都市改革組織 
運動智囊／論述生產 
都市與社區議題 
運動論述生產 
運動理念宣揚 

2010 社會住宅推動聯盟 

（由蝸牛聯盟發起的弱勢居住權益倡議團體） 

Tsuei Ma Ma Housing 
Service Center 

Social Housing Advocacy Consortium 



社會住宅推動聯盟 
Social Housing Advocacy Consortium 
2010.8.26 



14個聯盟團體 
14 affiliated organizations 

社區居住聯盟 

勵馨基金會 

伊甸基金會 

崔媽媽基金會 

老人福利聯盟 

康復之友聯盟 

台灣勞工陣線 

智障者家長總會 

陽光基金會 

台少盟 

社會福利總盟 

殘障聯盟 

專業者都市改革組織 

14. 芒草心慈善協會 



Basic Statistics 

Seoul (2012) Taipei (2012) 

Area 605 km2 272 km2 

Population 1,044.2萬 267萬 

Households 417.8萬 98.1萬 

Housing stock 359.5萬 93.0萬 

Metropolitan pop. 2,562萬 895萬 

Source: Statistics of Seoul, Official Websit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ousing Statistics by Ministry of the Interior of Taiwan.  
 



1950年代末中華路違建 
人口快速膨脹，住宅存量不足，在國家的默許下，「違建」成為新增住房的主力。 
1963年之調查，臺北市違建有52,667間 (units)、72,056戶 (households)，居住人口292,894
人 (people)，占臺北市當時總人口數28.13%。 

1950年代末中華路違建 

OURs都市改革組織 Squatter settlements of central Taipei in late 1950s. 



整建住宅 (Resettlement Housing) 

• 1962-1975年，臺北市為了

修建淡水河沿岸堤防，開

啟了拆除違建而以「整建

住宅」的模式來安置拆遷

戶的政策： 

− 23處 (communities) 

− 11,012戶 (units) 

− 5.6萬多名 (people) 

OURs都市改革組織 



2013 
飛機毋再南機場 

URS 翱翔再生˙南機場基地 

南機場整宅：政府第一批大量興建的住宅 
Resettlement Housing at ‘South Airport Area’ 

照片來源：陳永魁 攝（1964）中央通訊社 



國民住宅  National Housing 
• 1976年，「國民住宅條例」(National Housing Act) 通過 

• 為往後各種協助及補貼「中低收入國民」住宅的法律依據。 

• 其中真正最有成果的方案是我們最熟悉者︰ 

• 政府在公有土地上新建或重建住宅，以低於市價方式讓售於符
合資格民眾。(for sale) 

• 數量 (Quantity)： 

• 1976-2005，由國宅單位所辦理的共計 40 萬 6 千多戶 (5.4%)，包
括政府直接興建 17 萬 4 千餘戶 (2.4%)。 

• 國宅多數出售；「只租不售」的數量僅占不到3%。 



平價住宅  Low-cost housing 

• 背景： 
• 1964年，政府通過以地價稅收入辦
理貧民住宅；後於1972年通過「台
北市安康計畫」，預計在10年內興
建3,150戶平價住宅，最後完成
2,048戶。 

• 現況： 
• 數量：部分平宅因改建需要而拆除，
目前僅存1,448戶 (共4個社區)。 

• 對象：低收入且無自有住宅家庭，
約等同於收入最底層1.5%的家庭。 

• 租金：每月僅收取0～300元左右的
管理費 (依對象而異)。 

• 租期：符合資格者永久居住。 

• 為台北市弱勢人口最集中的住宅類
型。 

安康平宅現況 

安康平宅落成之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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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出租住宅 
平價住宅 出租國宅 

推動年代 1970-1979 1976-2003 

現有戶數 1,448 (4處) 3,833 (23處) 

提供對象 
低收入戶，大約是家庭
收入分位1.5%以下  

家庭收入20%分位以下；
另有設定部分戶數給特

殊身分人口  

月租金 
(含管理費) 

僅收取約0～300元的管
理費  

3,250~16,400元 
依面積及區位而異，平
均約市價的一半  

12 

台北市其他：767 (多屬中繼型態) 
位於其他城市：626 
合計：6,674 

全台灣住宅存量：8,078,749 
全台灣家戶總數：8,186,432 

0.08% 



約20萬戶 

約70萬戶 

二戰至今住宅補貼政策體系 

租金補貼 
Rental subsidy 

公共出租住宅 
Public rental 

housing 

獎勵興建＆ 
貸款利息補貼 
Housing loan 

subsidy 

政府直接興建 
之出售住宅 

Public built housing 
for sale 

 
約2.4萬戶/year 

累計不超過 
7,000戶 

歷年所有購屋補貼與租屋補貼的比率約為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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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現象：三高三低 
Housing situation: 3 highs & 3 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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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人民購屋自有
為政策導向 
• 貸款補貼 
• 興建國宅 

自有 ：
70~80% 

非自有 
(含出租)： 
20～30% 

弱勢 

缺乏以居住導向
的住宅政策 
• 租屋市場積極政策 
• 弱勢族群住宅政策 

公共出租住宅比
率僅0.08% 

2010年之前，官方宣
稱住宅自有率88%。 

2010年人口及住宅普
查，全台住宅自有率
79.2%；台北市71.4% 

居住結構：高自有、低出租 
Basic structure: high ownership, low 
rate in rental  

15 

underpr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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房價飆漲與高負擔 
Soaring housing price 

資料來源：信義房價指數。基期為2001年第一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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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來源：內政部不動產資訊平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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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pei    Taiwan 

Price Index Price to income ratio 

Taipei          Taiwan 



高空屋率、高共住率 
Vacanc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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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台空屋 (amount)：1,565,359宅 (another estimation is about 86.3 
萬戶，10.63%) 

- 空屋率之增長趨勢與長期房價增長趨勢同步！ 

- 共住率也在上升 

26.2% 

13.8% 
22.1% 

21.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1990 2000 2010 

空屋率&共住率 

空屋率 共住率 17.6% 
Taipei       Taiwan 



低
品
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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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窗， 
陽台外推， 
房火巷加建， 
屋頂加蓋鐵皮， 
是這座城市的風
景 
 
(1) 
屋齡4.5年 
48坪 
總價4,980萬 
 
(2) 
屋齡33年 
43坪 
總價4,750萬 

(1) 

(2) 

Low quality 







高房價民怨所形成的政治壓力 
Political pressure from the disconsent 

• 2009年研考會進行民調，政府
如夢初醒 

• 之前，房價高漲被視為「政
績」： 

• 2008年謝長廷批評馬英九擔任
台北市長期間房價高漲，讓中
產階級變新貧階級。 

• 對此，馬英九的回應是：台灣
是自由經濟體制，房價是供需
決定的，房價提高，代表人民
看好台北的經濟與發展，證明
他主政八年的政績受到肯定 
(蘇貞昌擔任台北縣長的論點也
比較接近馬英九)。 

蘋果日報，2009/11/30。 

高房價民怨，也反映一般市民對財
團建商養地炒作，投資客短期交易
的憤怒。 



「社會住宅」迅速被各界接受 
‘Social housing’ is quickly accepted by various fields 

• 在這背景下，住宅議題成為隔年地方選舉中，台北
市、新北市的議題焦點。 

• 「社會住宅」這個過去於台灣缺席的居住選擇，在
很短的時間內被社會大眾接受，也(首次)成為各候選
人的政見。 

• 民調88%支持社會住宅，84%支持只租不售 



短期政策目標：在2014年，進入規劃、設
計、施工或完工之戶數應達4,808戶 
中長期政策目標：達到台北市住宅存量之5% 
(約4~5萬戶) 

興辦模式 地點 數量 

政
府
直
接
興
建 

公有土地 

大龍峒公營住宅 110 

松山區寶清段 507 

萬華區青年段 270 

既有公共
出租住宅
改建 

安康平宅 (第一期) 824 

安康平宅(二、三期) 2,176 

台肥出租國宅改建 824 

廣慈博愛院 1,500 

閒置校地 原中興國小改建案 350 

都更分回 
公辦都更 

敦煌、景文 42 

其他 1,000 

民間投資 (PFI) 五處基地 1,300 

捷運聯開分回 
行天宮站、萬隆站 71 

大橋頭、南港機廠 330 

小計 9,304 

已完工 設計或施工階段 計劃中 

台北市的公營住宅計畫 
Public housing plan by Taipei City Government 



萬華青年 
270戶 

松山寶清 
507戶 

Indicative projects 



Model House 

來源：台北市公營住宅網站 



來源：台北市都發局 



Before 

After 

新北市永和青年住宅  
Yonghe Youth Social 
Housing  

• Rehabilitate the old 
police dormitory, and 
transform into Social 
Housing  

• 11 units 

• Rental: 7,500/10,000 
NTD per month 

• Eligibility: ages between 
20 and 40 

 



• New Taipei City Gov. 
commissioned the 
management work to 
Tsuei Ma Ma Foundation 
& Eden Foundation 

• The tenants are 
responsible to the daily 
maintenance of the public 
space  

• The wall between the 
house and community are 
eliminated and open 
garden for public is 
created 

• Community activities can 
be held in the garden 



當前挑戰 
Current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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存量不足，目標保守 
Low stock and conservative goals 
• 中央政府： 

• 馬總統於2010年提出短期興建1,661戶
的目標 

• 2014年提出未來10年編列67億元預算 
(~2,278億KRW)，補助地方政府興建社
會住宅15,100戶。 

• 平均每戶僅44.4萬元 (~1,500萬 KRW)！ 

• 台北市政府： 

• 2010-14年，規劃9,304戶，完工223
戶。 

• 新北市政府： 

• 2010-14年，規劃5,421戶，完工11戶 

President Ma: 
We should realize 
housing justice! (but 
not willing to promise 
a concrete goal) 



缺乏專責組織 
Housing corporations are not yet 
established 
• 中央政府不願提出積極之住宅政策、制度及預算支援，
認為住宅是「地方自治項目」。且其主導下，今年開始
施行的「住宅法」內容空洞。 

• 公共出租住宅政策以臺北市政府既有組織架構為推動主
體 
• 住宅相關的人力編制有多少？ 

• 公務預算的模式可否持續？ 

• 住宅公法人 (housing corporation) 之成立未見契機 
• 韓國：LH、SH 

• 台灣？台北？ 

32 



Source: 苦勞網，2010/12/13 

市民的溝通與疑慮化解 
Communication with the neighborhood 
 • 每一處社會住宅宣布

後，都遭遇周邊居民的
強力反彈。(protests 
from almost every 
community at which the 
social housing projects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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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華 松山 

73.5% 

13.2% 

51.2% 

31.5% 

BUT 民調結果 

Source: 自由時報，2010/12/13 

2011/5/19 台北市公營住宅公聽會 



管理的難題 
Management issue 

• 早期的公共出租住宅，雖有管理規章，但
僅低度落實。(rules are not implemented) 

• 例如：窗戶外推、雜物堆置 

• 部分源自較低標準的住宅設計，因此管理
者無法強制要求。 

• 公務體系擔心管理之責 (the gov. are not 
willing to be responsible for management) 

• 議員關說；驅逐弱勢者的道德譴責 

• 租戶欠缺自主管理的權利 (no self-
management rights) 

• 居民代表會議從未萌芽 (台灣社會不認同租
屋者之權利，亦不認為應爭取) 

• 最新一批住宅的管理比照香港模式，但成
效待評估。 

萬美出租國宅 

安康平宅 
34 



弱勢家庭非首要支援對象 
Disadvantaged families are not at top priority 

• 90%出租給20～45歲之青年家庭 (90% for youth families) 

• 僅保留10%給弱勢族群 (低收入戶、老人、身心障礙) 

• 租金難以負擔：每月9,240~27,000 NTD (約31.4萬~91.8萬
KRW) (high rents) 

• 租期最長只有5年 (5 year tenancy) 

10% 
90% 

fo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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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屋市場的歧視仍非常普遍 
Prevailing housing discrimination 
• 許多房東不願報稅、稅金支出轉嫁房
客，以致租金補貼的施行遭遇困難 

• 歧視普遍存在 (易被拒絕之排序)： 
• 獨居老人 

• 低收入戶 

• 身心障礙者 (精障另論) 

• 單親家庭 

• 最近的實例，甚至超過40歲的單身中
年 (收入穩定) 便難以租到房屋。 

• 住宅法無法給予保障 



三個進行中的案例 
Three ongo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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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康平宅更新 
Renewal of Ankang low-cost housing 

• 興建於1975年 

• 共1024戶，為規模最大的平價住宅 

• 提供給台北市的低收入家戶居住 

• 因老舊、汙名化等問題，各界不斷呼籲更新改建 



28% 

24% 

14% 

34% 

家庭型態 

核心家庭 單親家庭 

獨居老人 複合家庭 

• 現況家戶：約有770戶，皆為低收入家戶。單親、獨老、
隔代教養家戶類型比例高，身心障礙者及青少年人數眾
多。 

家庭人口社會組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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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北市安康平宅更新公營住宅  
平宅的低收入戶,更新後要住哪? 

 



分期分區開發計畫 
• 北市府於2012年5月推動改建計畫，採分期分區

開發。 

• 未來將從四層樓連棟建築變更為15~20層的高

樓。初步估計可自1024改建為3,300戶。 

• 2/3為一般住戶，20-45歲青年，年收入在148萬

以下；其他1/3為弱勢住戶，安康現住戶優先申

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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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8年後捷運站 

木柵公園 
明道國小 

第一期市場停車場基
地預計2016年完工 

 
第一期D基地 

預計2015年完工  

第二期工程 

第三期工程 

Mayor Hao announced the 
renewal project at site 



NGO遊說市政府，應維

護平宅住戶居住權益 



住戶訪調 
    身障家庭 家有老人 家有兒少 多元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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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區培力，參與式規劃 
Community empowerment, participatory planning 



面積：約990坪 

Case2: 紹興社區都市更新中繼安置 



 原本模式：訴訟搬離 

●台大訴訟請求： 
 

拆屋還地暨追償相當於5年土地
租金之不當得利（每戶約100多
萬，約3500萬韓元) 。自2011
年5月起，陸續提訴累計共549
位被告，113戶。 

  社區抗爭 

• 2010年紹興居民成立自救會。 

• 台大學生進入社區，組成「紹興社區安置方
案研究小組」，調查社區現況、成立駐地工
作站、辦社區工作坊，與社區一同討論居民
的安置需求。 

• 在台大校務會議上陳情。要求開啟協商，成
立專案委員會，正視居民處境，尋求照顧弱
勢之解決方案。寫入會中決議。 

• 社區確立社宅安置共識；發函校方，表達立
場，並要求停止訴訟。 

• 校方通過暫停訴訟原則，讓部分股暫停訴
訟，但並未全部，居民的訴求未得到合理的
答覆。 

 
紹興社區串聯台大
的學生，發動2012
台大校慶抗爭，並
在台大校門口絕食 



基地現住居民概況 身分 人數 

低收入戶 17戶
(37人) 

獨居長者 8戶 

身心障礙 13戶
(26人) 

65歲以上 約30% 

以工代賑清潔
隊員 

18人 

家戶所得10分
位點以下 

約70戶
(80%) 

社區現居者約89戶，170人。 

• 紹興居民組成高齡化，社區有1/3屬於高齡者，多患有慢性疾病。 

• 多從事地緣依賴的基礎服務業或非典型勞動。家戶所得較低，多無穩

定收入。 

• 有高比例的社會福利人口。 

• 相對弱勢，互惠網絡提供的情感與經濟支援甚為重要。 

居民背景(遷入原因)約可分五種： 
 
   1.老榮民及榮眷 
   2.在這出生的外省第二代 
   3.城鄉移民 
   4.其他拆遷地區拆遷戶（ex.14、15號公

園） 

   5.少數的外籍移工 



雙方協商初步結果 

•台大願從各種方向竭力保護
紹興居民之生存權與居住
權。 
 
•雙方共同努力降低紹興居民
所承受之訴訟、經濟及心理
壓力，並擬定具體安置方
案。 
 
•台大同意在法令容許的最大
限度降低不當得利之金額。 
 
•達成合意之安置方案對和解
雙方有拘束力。 
.  

台大與居民正陸續達成訴
訟上的和解。 

 
和解原則：不當得利減至百分之
一，搬遷期（和解後居民房屋多
久需要點交給學校）由法官裁定。 
 
* 搬遷期：目前最長的搬遷期為30個
月，約到民國105年2月左右。法官未
裁定到30個月的家戶，作業上也將以
30個月，社區共同搬遷為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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透過『都更+設定地上權』方式開發 

30
個
月 

3-

5
年 

基

地

開

發 

中
繼
與
安
置 



NGO的嘗試 
• 研議中繼居住方案、長期安置租

用方案 

• 協助爭取外部中繼居住的資源、

長期安置租用涉及之外部審議與

資源 

• 協助建立社區具基本自我照顧，

相互協助之互助社區 



名稱 竣工年代 概述 合計 總計 

南機場一期整宅 民52-53 5層11棟 1264戶 
2251戶 

(全里3034戶) 
南機場三期整宅 民60 6層1棟 259戶 

國盛國宅 民69 7層6棟 728戶 

Case 3: 南機場整建住宅 



社區概況 
類別 人數或戶數 占全里比例 

忠勤里人口數 6,996人（男：3395人，女：3601人）  

里戶數 3,034戶 100% 

低收入戶 250戶 
8.24% （臺北市平均

2.06%） 

中低收入戶 23戶 
0.76%（臺北市平均

0.32%） 

中低老人津貼 99戶 3.26% 

老年人口 1,500人以上 22%以上 

獨居長者 71戶 2.34% 

殘障人口 550戶 18.13% 

新移民 400人以上 5.72%以上 

1. 整宅社區因住宅單元面積小，加建狀況普遍，同時缺
乏住戶管理組織，環境窳陋。 

2. 成為高齡者、弱勢者高度集中的社區，整宅租戶比例
高達五成。 

3. 忠義國小目前全校271名學生，且其中191名（73%）
來自弱勢家庭（101學年度資料）。 

 



2010 
主計處資料 

租用比 
弱勢比 

（低收、獨
老、身障） 

臺灣地區 
7,378,039戶 

10.9% 
主計處（2010） 

臺北市 
 943,310戶 

13% 
住展研究中心
（2011） 

4.3% 
臺北市社會局
（2011） 

23處整宅 
11,105戶 

40%~60% 
本組織調查
（2011） 

16.06% 
臺北市社會局
（2011） 

社區改建課題-1 

• 一、售屋不售地 

• 為減輕拆遷戶承購整宅負擔，設
定以售屋不售地模式。同時也埋
下日後產權複雜問題。 

• 二、相對高比例租戶、弱勢戶 

• 儘管整宅居住條件不佳，但它卻
是臺北廉價租屋重要來源。 

• 對應臺北/臺灣長期缺乏社會住
宅政策的事實，整宅其實是為台
北市上萬弱勢家戶，提供了「負
擔不起的商品房」與「非法違
建」以外的替代選擇，一定程度
舒緩了住宅供給不足的政治壓
力。 



社區改建課題-2 

三、無產權住戶近半 

四、缺乏維護管理機制 

• 整宅為國內第一批大規模

集合住宅，然由於當時未

意識到建立維護管理組織

與機制，種下日後因疏於

維管淪為窳漏地區的惡

果。 

平均擴建約10-40%不等，圖面原為八坪，擴建後達十二坪 

租戶 

有產權自住戶 

（社區住戶組成） 

親友借住 
戶 

弱勢 



 

1960’s 



 

2013 



從在地社區及NGO進行的嘗試 

南機場 
活化策略 

 

空間環境 
（駐地工作站） 

社會福利 
(樂活園區) 

社區經濟 
(幸福食物銀行) 

• 都市更新種子學堂 
• 校園願景行動 
• 其他計畫社區媒合平臺 



Thank you! 
社會住宅推動聯盟 

Blog http://socialhousingtw.blogspot.tw/ 

Facebook https://www.facebook.com/socialhousing 

http://socialhousingtw.blogspot.tw/
http://socialhousingtw.blogspot.tw/
http://socialhousingtw.blogspot.tw/
https://www.facebook.com/social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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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근대사회주택정책의 발전과 문제 

강상수 사회주택추진연맹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빈부격차가 더해지는 가운데 타이완정부는 2010년 새 공공주택 정책을 

발표하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타이페이시 도심부에 사회주택을 계획, 설계, 시공에 

들어가게 된다. 본 문은 타이완의 소량 공급되는 사회주택과 기존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타이완의 공공주택정책의 발전 

타이완은 2차 세계대전 후 빠른 공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주축이 된 주택정책은 

자가주택 마련이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주택도 분양형 위주로 공급되었다. 그 후 

공공주택정책은 재해 재활을 위한 중건주택, 정건주택, 군인촌, 국민주택등이 시기별로 출현하였고, 

2000 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대출보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합이주택 「合宜住宅」 

방식도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각각의 사회주택의 특징은 (1)분양위주로 임대정책이 무시된 점과 

(2)국가기관 종사자(군인, 공무원)를 대상으로 한 분양특혜로서 특정계층에게 제공된 점을 

공통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주택의 매매방식위주의 공공주택정책 체계는 약세 거주계층과는 

거리가 멀었다.  

타이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지속적으로 극히 일부분에 머물렀으며 현존 공공임대주택의 

보급량은 0.08%에 지나지 않으며 대다수가 타이페이시에 밀집되어 있다. 그 중 핑자이라고 불리는 

평가주택(平價住宅)은 1960 년~1970 년 사이에 지어진 저소득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제도로 4 곳에 총 

1,448 가구가 지어졌다. 또한 1975 년 국민주택조례 공포에 따라 소득 20 분위이하의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식 국민주택(出租國宅)이 타이페이시 23 곳 3,833 가구가 지어졌으나 

분양국민주택의 1%에 달하는 양이었다(표 1. 타이페이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기본특징 참조). 

2010 년부터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새로운 형식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현임 마영구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서 타이페이시와 신베이시 5 곳에 중앙정부가 토지를 

제공하여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입법원에 주택법을 통과시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국민주택 보급방식인 합이주택도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타이페이 시정부는 ‘공영주택’방식으로 중앙정부나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회주택’과는 

다른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시장 임기내 4,808 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정부는 현재 

저소득가구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안캉핑자이(安康平價住宅; 완공 후 3,300 가구) 를 

정건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페이 시외의 수도권인 신베이시는 정해진 

사회주택정책이 없이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현재 경찰 

숙소와 11곳의 소규모의 임대주택만을 계획 중에 있다.  

2. 현행 사회주택 정책의 근본 문제 

(1) 지도자의 무심, 추진 목표 및 마스터 플랜의 부족 

사회주택은 타이완사회에 형성된 주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정당후보가 10%의 

사회주택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집권당에서는 선거 기간동안 5 곳의 사회주택 1,661 가구의 

목표만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현상을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역임대통령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임기 내 백만호 공공주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완의 집권당조차 5 곳의 소량 사회주택의 

건설과 임대료 보조 또는 국토계획의 변경 등 방식으로 소극적인 주택문제의 해결만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내정부가 진행하는 조직개편은 원래 주택부문의 인력을 세곳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어 주택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1  이러한 중앙행정체계의 

운영방식은 사회주택 추진에 있어 무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2) 주택법의 도구 형식 

                                                  
1 린이호우(林益厚) (2012) 주택법 및 사회주택宅，「도시갱신자료집」，5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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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최초 주택법은 2012 년말 시행되었으나 법규의 성질은 실질적으로 기능이 완전하지 

않다. 54 조 조문항 중 사회주택의 내용은 19 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귀납적인 로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책임을 엮임하고 지방정부는 민간, 즉 건설회사의 협조 하에 사회주택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며 민간 비영리단체의 협조로 건설한다는 제도성 

성격도 없다. 따라서 사회주택의 진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주택의 지원대상 왜곡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지방정부인 타이페이 시정부는 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구직능력이 있는 중등 

소득가구 위주로 사회약세계층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정부부문에서 빈곤가정과 약세가구를 

공공주택에 포함할 경우 치안, 관리, 임대계약갱신 등 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변 마을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약세계층의 수요를 회피하고 있다.  

(4) 자금운용 및 토지취득방식 

4,808호의 목표를 위해 시정부는 앞으로 4년동안 113.06억 대만달러의 예산을 세웠다(약3.8억 

달러). 대부분의 경비는 타이페이시 「주택기금」으로 마련되며, 타이페이시 주택기금은 2013 년 

279.5억 대만달러가 산정되어 있다. 타이페이시의 공영주택은 지속적으로 1만호를 넘어 주택기금의 

압력이 큰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시정부는 중앙정부의 보조외에 다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타이페이 시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토지가 유한되어 있고 구 내의 유용한 

공유토지는 중앙정부 소속 국영기업 소유의 공유토지로 되어있는 상황이다. 타이완 총통의 

구체적인 사회주택정책 마스터플랜 없이는 기타부문의 사회주택에 유용가능한 공유토지들이 민간 

건설업자들에 의해 운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3. 결론: 0.08%에서 0.1%의 발전 

올해부터 시작한 타이완의 사회주택은 다른 동아시아국가나 도시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사회주택량이 부족하고 제도의 장기적 운영도 불확실한 상태지만 많은 

주택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정부, NPO, 건축사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용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 

장기적으로 타이완사회에 필요한 거주복지 형성에 대한 깊은 토론과 이해가 있어야 하며, 

거주정책의 적극적인 전환이 진행되어야 한다.  

표 1 타이페이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수량 

주택명칭 추진년대 수량 제공대상 
임대료(관리비포

함) 
목표대상가구수 

공영주택 2011- 184 
소득 50분위이하； 

연령 20-45세 

9,240~23,850원 

면적 및 지역차 

고려 

시가 약 70%~80% 

타이페이시가구수

：1,017,063호(201

2/10) 

소득 20 분위이하：

203,412호(2012/10

) 

저소득가구：20,60

8호 (2012년 10월) 

무주택저소득가구

：12,095 호 

(2011년 3월) 

임대주택

出租國宅 
1976-2003 3,833 

소득 20분위 이하； 

부분적 특수소득인구 

3,250~16,400원 

면적 및 지역차 

고려 

시가 약 50% 

핑자이 

平價住宅 
1970-1979 1,448 

저소득가구 

소득 1.5%분위이하 

300원관리비 

기타임대

주택 
- 825 

특수대상, 

부녀복지대상, 

노인,원주민주택갱신 

등 

대상별 차이 있음 

합계 6,290호 

자료：내정부 통계, 2012 년 10 월；내정부 통계처 (2011) 사회주택수요조사보고서；타이페이시 

시회주택추진계획 (2013년-2016년) (초안)；임대주택자료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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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안캉마을 가족형태 및 주민구성비율  

(자료참고：타이페이 시정부 사회국，2012) 
 

22 9:40～10:00  
저소득 주택지역 재개발에 대한 사고 

：타이페이시 안캉핑자이(安康平價住宅)를 사례로 

첨준걸  도시개혁전문조직 부비서장 

Chun-chieh Chan, Executive Secretary, The Organization of Urban Re-s 

Email:schumi20001234@gmail.com 

안캉핑자이(安康平價住宅)는 타이페이시의 핑자이(平價住宅;임대주택) 중 주택 수량이 가장 

크고 밀집된 임대주택지역이며, 현재 건물의 노후화와 저소득가구의 밀집된 주거환경으로 인한 

심각한 낙인화(Labeling)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타이페이시 시정부는 2012 년 기존 

주택수량인 총 1024 가구를 3300 가구 규모로 재개발 할 것을 선포하였다. 본 문은 타이완의 

저소득주택 재개발 정책에 대한 건의와 이 후의 사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타이페이시 저소득 임대주택 및 안캉마을의 재개발 

핑자이 주택(平價住宅)은 타이완 정부가 1970 년대 

임시적으로 건설한 공공주택정책으로서, 입주대상은 사회국에서 

인정한 저소득 가구를 위주로 입주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가 

없이 관리수리비 300 원 대만달러를 받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현재 타이페이시 전체 핑자이주택은 1544 가구이며, 그 중 

1024 가구가 안캉지역에 위치해 있어 안캉마을이 가장 

수량이 많고 밀집된 핑자이 주택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안캉핑자이는 2가지 유형의 주택규모로 되어 

있으며, 단지 내에는 도서관, 탁아소, 

주민센터(活動中心), 사회서비스사무실(服務站, 

社工員辦公室)과 야외농구장 등이 구비되어 있다. 

현재 거주가구는 806 가구로 가족형태와 

주민구성비율은 그림 2 와 같이 가족구성 유형이 단순하지 않으며,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심신장애 

및 청소년 등 사회관리가 요구되는 구성원이 많은 편이다.  

 안캉핑자이의 단지조성 후 30 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와 저소득가구의 집중으로 인한 

낙인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재개발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점차 

대두되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시정부 공영주택 개발이 주변지역의 

마찰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상대적으로 마찰이 비교적 낮게 평가된 

안캉지역의 재개발이 우선 추진 

가능해졌다.    

2012 년 5 월 마침내 타이페이 시장이 

3300 가구 공영임대주택 재개발을 

선포하였고, 1/3 의 저소득 원주민가구와 

2/3 의 청년가구 2에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입주대상, 임대관리와 운영에 관한 관련 

법규, 임대료, 건축규격 등을 정하고 

시정부가 계획과 비용을 담당하며 분구를 

나누어 분기별 개발방식으로 제 1기의 개발은 2014년에서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본 조직의 개입내용과 입장 

본 도시개혁전문가조직 OURs 는 2011 년부터 안캉마을의 재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시정부와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와 토론회를 계속해오고 있다. 현재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의 권익에 

관한 문제제기와 현장 방문 조사, 시정부의 보조로 국내외 전문가와 ‘안캉공영주택 국제워크숍’ 

개최 등 정책개선에 대한 건의를 해왔다. 

간단히 말해 시정부의 정책에 대한 개선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우선 건설적인 정책만 

계획하지 말고 입주대상, 임대료, 임대기간, 운영방식, 복지서비스, 마을만들기 등 부수적인 

계획을 세울 것과 전체적인 계획에 주민의 의견을 우선 시한 정책 방식을 요구하는 바이다. 실 

예로 시정부가 주최한 주민초청 기자회에서 여러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날 주민의 

신의를 얻었다는 내용만 신문보도에 계시하였고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계획에 대한 정식 

주민설명회조차 가지지 않고 있다.   

3. 정책건의와 행동전략 

앞서 기술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정책개선 사항은 다음 내용과 같다. (1)입주대상, 실내유형, 

임대료, 임대기간을 약세 계층의 부담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계획 설계과정에 주민 

                                                  
2根據臺北北市公營租住宅宅規定，入住對象為 20-40歲青年年家戶，申請本人、配偶與同戶籍者均無自有住宅宅，家庭
年年收入於 50%分位點以下(2012年年為 148萬新臺幣)。 

그림 1 타이페이시 안캉핑자이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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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반영할 것；(3)건설, 복지 취업, 교육, 마을만들기 등 정합적인 계획을 관리하는 단위를 
설치할 것; (4)계획일반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과 이해를 같이할 것；(5)마을만들기 및 공공예술을 
이용한 사회배양력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런 건의들은 본 조직의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수 차례 회의와 토론 
경험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압력이 형성되어야 정부에서 수용한다는 것과 이러한 
건의들이 약세주민의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거쳐야한다는 점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이 후의 
행동계획은 약세주민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공실주택을 이용해 작년부터 
정기적으로 주민과의 활동과 토론, 자료연구 등을 하고 있다.3  

올 해 진행될 주요 활동으로는 마을신문발행으로 소식을 전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다음 내용과 같다.  

(1)�지속적인 마을정기 토론회 개최（2주 1회）, 재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나눌 것. 

(2)�적극적으로 외부와 교류하여 마을의 배양력을 강화할 것(청소년지도, 공공공간개선, 
도시농촌사업 등). 

(3)�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개선정책에 대응할 것. 특히 올해 제 1기 건설에 대한 
주민참여설계와 임대료 산정 등 의제에 대해 정부와 대화할 것. 

4.결론： 본 계획으로 미래 사회주택건설의 시범계획지표가 되게 할 것. 
본 계획은 타이완의 사회주택추진에 있어 지표성을 가진 사례로서 민간단체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입주자의 수요에 맞는 공간계획과 운영관리서비스를 확보하며, 사회주택에 대한 
편견을 개선한다는 한다는 의미에서 미래의 다른 계획에서 참고될 주요 사례가 될 것이다.     

  

                                                  
3如協助修繕的營造公司、外牆美化的油漆公司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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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ingapore, Hong Kong, Taiwan and South Korea have been called four dragons of East

Asia with miraculous economic success. These countries share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welfare) state which have factors of state driven resource distribution mostly

for economic development, welfare system with higher responsibility of family and individuals

and strong social discipline and so on.

Housing policies of these countries vary in line with the level of government intervention.

There is a spectrum from strong direct intervention with vast public housing supply to

market-oriented housing system with little public sector housing. In spite of tenure difference,

however, every countries' housing policy is characterized by a property-based welfare system

with strong emphasis on home ownership.

After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these four countries have been experiencing housing

market instability, deepening ageing society and being difficult to expand home ownership.

The East Asian countries' peculiar housing policy model characterized with property-based

welfare system comes to show its limita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the countries' housing

policies to be more focused on developing social safety net including housing welfare and

managing housing market instability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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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서구의 시각에서 보면 1960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취는 놀라웠다. 경이적인 경

제성장 속도와 함께 이를 선도하는 정부, 그리고 일사불란한 사회적 분위기는 당시 서

구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은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으며, 국가의 역할이 (경제)발전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발전국가

(developmental state)라는 명칭을 얻기도 했다.

발전국가는 강력한 발전 주도 엘리트들이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일정 정도 시

민권을 제약하거나 강한 사회통제 시스템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Chen & Li, 2012:

198). 또한 이들 국가는 서구의 유사한 경제단계에 비해 복지지출은 낮은 반면 가족이

나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 역시 서구 국가들의 복지국가 유형론과 비교하여 발

전주의 복지국가(developmental welfare state)나 생산주의 복지국가(productivist welfare

state) 등으로 불리게 하는 이유였다(Ku & Finer, 2007).

주택정책도 서구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들 4개국은 모두 2차 대전 종전 이

후 급격한 사회변화와 도시집중 그리고 광범한 비공식 주택부문(즉, 무허가 정착지)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홍콩은 유럽 복지국가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국가

가 개입하여, 무허가 정착지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소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공공(임대)주

택을 공급한다. 다른 복지부문과 달리 주택은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인식한 것이다

(Castells et al., 1990; Doling, 1999). 반면 대만과 한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 국가가 주택

부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은 공공택지 공급과 청약제도를 활용

하여 대량 주택공급을 유도했고, 대만은 기본적으로 민간시장 중심 체제를 유지하면서 

저리의 모기지를 통해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개입한다. 비록 공공 직접 주택공

급은 싱가포르, 홍콩에 비교할 수 없지만, 국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는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Lee, 2003).

그런데 아시아 외환위기(AFC: Asian Financial Crisis) 이후 네 마리 용의 발전국가 모

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정책의 변화다. 그동안 경제성장에는 강력히 

개입한 반면 복지정책은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소극적으로 접근했다면, 외환

위기 이후 대만, 한국 등의 복지 확대는 괄목할 만하다. 특히 민주화, 시민사회의 성장

과 함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도 영향을 끼쳤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의 독특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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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가 모델이 계속 유효할 것인지, 아니면 서구 복지국가들과 시차를 둘 뿐 유사한 길

을 가고 있는 것인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Kwon, 2005; Hwang, 2012).

주택정책 모델 또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동안 강한 자가소유 지향 속에서 국가의 

직·간접적 시장개입을 특징으로 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택가격 불안정과 함께 저출

산·고령화, 청장년층의 구매력 저하와 같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주택이 곧 노후복지로 이어지던 이른바 자산기반 복지시스템(property-based welfare sys-

tem)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onald & Chiu, 2010).

이런 상황에서 이 논문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택정책 모델 논의를 살펴보고, 특히 

자산기반 복지시스템의 장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동아

시아의 발전주의 복지국가 모델 및 주택정책 모델에 대한 논의를 정리했다(Ⅱ장). 이어

서 4개국들을 인구규모, 역사적 경험, 공공개입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과 한국을 각각 두 나라씩 묶어서 비교해 보았다(Ⅲ장, Ⅳ장). 이를 통해 동아시아 

각국의 주택시장과 정책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과제가 부각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Ⅴ장).

그런데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국가 간 비교연구가 갖는 일종

의 본원적 한계이다. 비교연구는 각 나라의 상황을 ‘상대적’인 시각에서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이다. 그러나 지나친 일반화가 갖는 추상성과 함께 비교연구의 

기준과 통계를 일치시키기 어려운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Doling, 1997: Chap.2; 박병현,

2005: 15-20). 또한 이 연구가 바탕을 두고 있는 동아시아 자산기반 복지 논의(Chiu,

2008a; Ronald & Doling, 2010)는 대체로 서구적 시각에서 아시아의 높은 자가소유 지향

성에 주목한 것인데, 아직 충분히 계량화된 연구로 뒷받침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점에

서 이 연구는 개념연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 적합하다면, 이

를 더 정교화시키는 것은 후속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유형

론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Ⅱ. 동아시아 주택정책 모델 논의
1. 발전국가론과 복지정책 모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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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은 1960년 무렵,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수백 달러에 불과

한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4개국은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짧은 기간에 유럽이나 북

미의 선진국들 수준으로 경제적 성취를 달성했다. 실제 1960년과 2008년의 국민소득을 

비교한 데 따르면, 이들 네 나라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도약한 대표적인 

경우이다(The Economist online, 2012.3.27).

이들 국가가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확고한 발전

주도 엘리트가 존재하는 가운데 국가자원을 경제개발을 위해 효과적으로 동원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민사회가 약한 상황에서 때로 시민권을 희생해서라도 경제적 성취를 

이루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Chen & Li, 2012). 이른바 발전국가 패러다임을 통해 성

장한 것이다. 반면 사회정책은 뒤처져서, 선진국들의 비슷한 경제단계와 비교할 때 복

지지출 수준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전반적으로 경제개발이 

사회정책이나 소득분배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며, 복지 부문에서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Lee & Ku, 2007).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기업복지나 농산물 

시장 보호제도와 같은 비복지적 영역들이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대체 역할을 하기도 했

다(Kim, 2010).

이 때문에 이들 국가의 복지시스템 역시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여 특별한 유형으로 

간주되어 왔다. 애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분류(Esping-Andersen, 1990)와 비교할 때 

지위에 따른 차등이 있는 계층화된 복지시스템(welfare stratification)이라는 점에서 보수

주의 모델(conservative model)과 유사하며 복지사각 지대가 많다는 점에서는 자유주의 

모델(liberal model)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구와는 다른 복지시스

템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복지국가 유형은 생산주의

(productivist) 복지국가, 발전주의(developmentalist) 복지국가, 유교식(Confucian) 복지국가 

등으로 불리게 된다(Ku & Finer, 2007; Lee & Ku, 2007).

그러나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이들 국가의 독특한 복지시스템은 변화를 겪

기 시작한다. 먼저 이들 네 나라 중에서 상대적으로 복지가 뒤처졌던 대만과 한국이 빠

르게 변화한다. 각종 사회보험 도입을 서두르는 한편 복지지출을 늘리고 안전망을 강화

하게 된다(Kwon, 2009; Choi, 2012). 종전 선별주의적인 속성이 강했던 데서 보편적 복

지 성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한 것이다(Kwon, 2005). 물론 이런 변화가 기존의 발전

주의 복지국가 모델의 틀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Kwon, 2009), 분명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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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비고

국토 

인구

면적

(㎢)
692 1,104

35,980

(타이페이:272)

221,336

(서울: 605)

인구

(천명)

1960 1,646 3,075
10,612

(타이페이:780)

24,980

(서울:2,466)

1980 2,282(2,413) 5,063
17,866

(타이페이:2,203)

37,410

(서울:8,365)

싱가포르의 괄호 

안은 체류 기준

과는 다른 변화이며 근대적 복지국가로의 이행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Croissant,

2004; Hwang, 2012). 반면 서구에 비해서는 가족의존 체제가 강하기는 했지만, 앞의 두 

나라들 보다 상대적으로 복지가 발달했던 싱가포르와 홍콩은 복지 프로그램에서 민간 

활력을 강화하거나 자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한다(Wong et al., 2010;

Kwon, 2005; Kim, 2008). 그동안 ‘낮은 복지-높은 가족 역할’이라는 동아시아적 복지특

성이 서구가 경험한 보다 보편적인 복지국가 모델로 수렴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변화 

양상은 이어서 살펴볼 주택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 각국의 주택시장 현황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4개국은 주택문제의 양상과 정책 전개과정도 서구 국가들

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높은 인구밀도와 도시 집중률을 특징으로 하는데, 싱가

포르와 홍콩은 그 자체가 도시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전반적으로 자가소유율이 높은 편

인데, 싱가포르(87.2%), 대만(83.9%)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홍콩이 31%로 가장 많은 반면 대만(0.08%), 싱가포르(2%)는 그 비

중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대신 싱가포르는 전체 주택의 87%가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주택이다. 소득대비 주택가격도 높은 수준인데, 면적당 가격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

국 순서이다(표 1). 또한 이들 국가는 196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락하는 

등(그림 1), 주택문제가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Chiu,

2006; 2008a).

<표 1> 각국의 주택시장 관련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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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3,273(4,027) 6,665
22,191

(타이페이:2,633)

45,990

(서울:10,373)
"

2010 3,771(5,076) 7,061
23,024

(타이페이:2,618)

49,268

(서울:10,490)
"

수도 인구 

집중률

(%)

(수도권)

1960 - - 7.3 9.9(20.8)

1980 - - 12.3 22.4(36.5)

2000 - - 11.8 22.6(47.6)

2010 - - 11.3(30.0) 21.3(49.1)

경제

1인당 GNI

(현재 

가격 

US $)

1960 395 430 n.a. 156 통계청 국가비교

1980 4,859 5,692 2,344 1,674 "

2000 23,007 26,930 14,188 9,910 World Bank

2010 30,082 33,430 18,458 19,720 "

해외 

수출액

(백만 US $)

2011

추정
438,000(12위) 414,800(13위) 307,000(20위) 552,800(6위)

World Factbook of

CIA

주택

자가 거주 

비율

(%)

1960 n.a. n.a.
66.3(공가 1.4)

(1966년)
56.7

1980 58.8 28.7 79.1(공가 13.1) 44.5

2000 92.0 51.1 82.5(공가 17.6) 54.2

2010 87.2 51.9 83.9(공가 19.3) 54.2(소유율 61.3) 일본 61

공공임대 

거주 비율

(%)

1960 8.8 n.a. n.a. 0

1980 n.a. 43 <0.1 0

2000 2 35 <0.1 2.5

2010 2 31 <0.1 4.3 일본 6

㎡당 가격(US $)

120㎡ 월임대료( " )

16,350

4,817

20,371

6,328

7,112

1,117

n.a.

2,627

대만과 한국은 수도 

주요 지역 기준

사회

상대 빈곤율

(중위소득 

50%기준)

(%)

1990 n.a. 11.2 약 7 8.1

2000 1 미만 18.1 10.4 11.2
싱가포르는 Yuen

(2005)에서 추정

2010 n.a. 18.1 14.6(2008년) 14 OECD 평균 10.6

고령화율 

(%)

2000 7.2 n.a. 8.6 n.a.

2010 9.0 13.1 11.1 10.7

자료 : 김수현(2011)의 <표 1>과 틀은 같은데,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정리했다. 이를 위해 Nation Master

자료(www.nationmaster.com)를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 World Bank, World Factbook of CIA, Wikipedia,

각국 정부의 통계 사이트 자료를 참고했다. 주택가격은 Global Property Guide를 활용했고, 대만 

자가주택 추이는 Chen(2012)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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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그림 1> 각국의 주택가격 지수 변화 추이
자료 : Global Property Guide(www.globalpropertyguide.com, 2013.2.7 현재)

3. 동아시아 주택정책 모델 논의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이나 북미2)와 매우 다른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주택

정책의 경험을 축적시켜 옴으로써, 나름의 주택정책 모델로서 관심을 모아 왔다(Ronald,

2010: 230). 관련 논의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

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높은 자가소유 지향 등이 주택정책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특히 국가의 주택시장 개입수준에 따라 각국의 성격을 구별하려는 시도가 

2) 애스핑 앤더슨의 서구 복지국가 모형(welfare regime) 연구(Esping-Andersen, 1990) 이후, 주택

분야에서도 각국의 특성을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된 바 있다. Balchin(1996)이나 Doling(1997)

의 초기 연구 외에도 Hoekstra(2003; 2004), Groves et al.(2007), Lennartz(2011), Griggs & 

Kemp(2012) 등이 복지국가 체제와 주택 체제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대체

적인 연구 결과는 복지 시스템이 주택 체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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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에는 국가개입 방식의 변화, 자가소유에 대한 인식변화 등

이 주요 논의 사항이다.

먼저 외환위기 이전,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아시아 4개국의 주택정책 모델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 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1960~70년대부터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주택부문은 노동비용을 낮추고 사회통합을 높

일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Castells et al., 1990). 특히 싱가포르에서 공공주택은 

단순히 주택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초대 수상이었던 리콴유가 주창한 자산소유 민주주

의(property owning democracy)의 핵심수단이었다(Yuen, 2005). 홍콩도 한때 전체 가구의 

43%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정도로 국가가 주택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

이다. 처음에는 판자촌 대체주택 수준에서 시작했지만, 중국과의 체제경쟁(Smart, 2006),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Castells et al., 1990) 차원에서 식민 본국인 영국보다도 공공임

대주택을 더 많이 늘린 것이다.

반면 대만과 한국은 1970년대까지는 시장 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국가의 직접적인 역

할은 약했다. 무허가 정착지가 만연했고 비공식적인 주택구입 자금조달이 일반화되었다

(김수현, 2011; Chen, 2013).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두 나라가 상당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한국은 대량의 공공택지 개발, 청약제도 등을 통해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

입한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나서면서 복지정책으로서 주택정

책도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하지만 대만은 1970년대 중반 공공주택 공급을 비롯한 적

극적 역할을 약속했지만, 실제 공공부문의 직접 역할은 미미했다. 대신 주택구입에 필

요한 저리의 융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가소유 확대정책을 펼치게 된다(Chen & Li,

2012).

이런 특징을 볼 때 싱가포르, 홍콩은 자유주의이지만 국가 개입 수준이 매우 높은 정

책 유형으로, 한국은 시장 중심이지만 규제가 강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Chiu,

2008a). 특히 주택의 생산과정에 국가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조합주의(corporatist) 경향

을 보이는데, 싱가포르, 홍콩, 한국 순으로 국가개입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Doling,

1999). 반면 대만은 공공의 직접 주택공급이 매우 적은, 시장 중심 주택체제를 특징으로 

한다(Chen & Li, 2012; Chen, 2013). 따라서 네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델로 수렴하

기 보다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다(Chiu, 2008a).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홍콩까지도 자가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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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

가들은 오랫동안 자가소유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높인다는 생각을 해 왔

다. 특히 가족 중심의 복지와 가족의 ‘자산’인 주택이 밀접히 연계됨으로써, 자산 가치 

증대 정책이 시민권이나 평등주의에 기반한 복지정책보다 더 우선권을 갖게 된다. 이른

바 자산기반 복지시스템(property-based welfare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Groves et al.,

2007). 가족단위 자산축적이 복지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인식된 것이다. 때문에 자가는 

노후복지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2000년대 들어 서구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자산기반 복지의 선행 경험 측면을 가지고 있다(Doling & Elsinga, 2012)3).

이러한 관점은 아시아적 주거문화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아시아 국가에서 주택이

란 단순히 삶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자산형성 및 부의 축적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는 또한 자가소유를 부추김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확대 재생산되게 된다(Lee, 2003). 그 결과 서구에서는 국가개입이 곧 주택의 탈상품화

를 의미한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강한 국가개입을 통해 자가소유를 촉진하고 심지어 

공공 스스로 민간개발업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Chen, 2011). 또한 서구에서 확산된 상품

화와 민영화 현상은 아시아 국가에서 자가소유 확대와 공공지원을 받은 주택들이 시장

에 나오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Chiu, 2008b). 홍콩까지도 1980년대부터 자가소유 확

대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외환위기 이후의 동아시아 국가 주택모델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Chiu, 2008a; 2008b; Ronald & Doling, 2010; Ronald & Chiu, 2010;

Forrest, 2011). 가격불안(주로 외환위기 이후 급락)과 고령화 현상을 겪으면서, 자가소유

가 복지를 대체하던 동아시아 주택모델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문제의식이다.

나라별로 시차는 있지만 자가소유 확대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는 주택가격이 회

복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주택부문을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보는 

시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직접 개입은 줄여나가는 추세도 종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다음 <표 2>는 위에서 논의된 주요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3) 2000년대 초반, 서구의 주택가격 상승과 자가소유 확대에 대한 정당화 논리 중의 하나가 자산, 즉 

주택이 복지국가 구조조정(복지 축소)에 대응하는 자구적 노력이라는 논의였다(Elsinga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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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국가별 해석

비고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Castells et

al.(1990)

주택은 사회통합,

경제성장 기제

자산소유민주주의

기본적으로 싱가

포르와 같은 기조.

공공임대를 통해 

사회통합

Park(1998)

성장동맹과 포퓰리

스트 동맹의 균형 

→ 공공주택 확대

-

국가와 대자본의 

발전동맹 → 국

가역할 최소화

-

Doling(1999)

전통적 주택시스템이 liberal, communist, corporatist 모델이라면,

4개국은 제4의 모델로서 

주택생산은 corporatist system인 반면, 주택소비는 liberal system

Yip &

Chang(2003)

주택은 경제, 사회적 발전에 중요 → 국

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

민간부문 의존, 국

가역할 훨씬 제한

Lee(2003)
state-driven model → → → → 스펙트럼 ← ← ← ← state-facilitate model

국가직접 주택공급 위주 …… 국가는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간접역할

Chiu(2006;

2008a)

외환위기 전

Liberal socialist

system

Liberal

interventionist

system

Regulated market

system

Free market

system

(중국)

Marketised

socialist system

외환위기 후
자가지향 완화

공공임대 확대

자가촉진 중단

정부개입 완화

규제완화, 강화 

후 다시 완화

자가소유 장려

공공주택 중단

Ronald &

Chiu(2010)

전체적으로 국가역할이 강하며, 자가소유를 매개로 중산층 사회,

국가복지 책임 축소 등을 특징으로 함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민주화, 고령화, 주택가격 불안정으로 상황변화

Ronald &

Doling(2010)

자가소유 촉진,

중산층 강화 정책

유럽과는 다른 맥

락의 공공임대확대,

자가소유 확대

버블붕괴를 일찍 

겪은 일본은 오래

전부터 상황 변화외환위기 이후 

국가개입 완화

외환위기 이후

국가개입 축소

종합

강한 국가개입(직접공급) → → 스펙트럼 ← ← 약한 국가개입(간접지원)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국가개입 수준 약화, 민영화(민간활력) 확대 

복지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주택 역할 축소,

고령화와 주거양극화 현상 심화

자료 : 인용문헌을 필자가 정리

<표 2> 동아시아 주택정책 유형론 논의

이어서 네 나라의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논의의 편의상 두 나라씩 묶

어서 보기로 한다. 우선 싱가포르와 홍콩은 비록 공공 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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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최대의 주택공급 주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

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광범한 국공유지의 존재와 도시국가라는 공통점 역시 이들 

두 나라를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반면 대만과 한국은 국가규모, 분단국가라

는 정치적 특수성,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주택 비중, 낮은 국공유지 비중 등으로, 앞의 

싱가포르, 홍콩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Ⅲ. 싱가포르와 홍콩 비교
싱가포르와 홍콩은 ①중개무역 중심의 도시국가, ②영국 식민지의 영향을 받은 토지

소유 관계와 사회정책, ③국가의 광범위한 직접 주택공급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주택정책 전개과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주

택이 주거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자산을 매개로 한 체제안정 수단일 뿐 

아니라 저렴주택 공급을 통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축소, 건설업을 활용한 미숙련 노

동력 훈련, 종전 인종별 분리 공간의 통합, 전통적 가족구조의 장려, 도시 인프라를 구

축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치

적으로도 인민행동당(PAP)의 일당지배를 정당화시키고, 국가주의적 발전국가 논리를 실

현하는 데 기여했다(Castells et al., 1990; Vasoo & Lee, 2001; Wong, 2001; Sim et al.,

2003). 따라서 1960년 이래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조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불량주거지는 공공주택 단지로 개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자

가소유를 확대해 나간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싱가포르의 주거사정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가

격이 급락함으로써 일종의 노후대비 자산이 그 가치를 대폭 잃게 되었다. 2004년부터 

가격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2000년대에는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HDB 공공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연금재원이 주택부문에 너무 많이 투입되었다는 우려

도 제기되고 있다(Ronald & Chiu, 2010). 주택가격 역시 2011년경 과거 고점을 회복했으

나 널뛰기식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Global Property Guide online, 가격 동향은 <그림 1>

참조 바람. 이하 동일). 또한 기존 주택들의 재건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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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원이나 거주대책이 공공부문의 추가적인 투자수준에 달려 있다는 점도 변수이다

(Ho et al., 2009).

홍콩은 싱가포르에 비하면 주택정책 전개과정이 복잡하다. 1945년 일본이 물러간 이

후 1950년대 초까지 중국 공산화에 따른 난민들까지 몰려들어 전반적인 주거상황이 심

각했지만, 영국 총독부는 소극적 개입에 머물렀다(Smart, 2006). 그러나 1953년 쉑킵메이 

지역의 무허가 정착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이후 1960년대 말까지 이러한 정책기조가 계속되어 공공임대주택은 무

허가 정착지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다 1971년 MacLehose 총독

이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와 체제안정을 감안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무허가 정착지 대체

수단에 그치지 않고 대폭 늘리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홍콩은 1981년, 전체 인구의 43%

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임대주택이 늘어나는데, 이는 영국 본국(최대 31%,

1981년)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4년 중국과 홍콩의 반환협상이 마무리 

되어 정치적 불투명성이 줄어들자, 불법이민을 더 강력히 통제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줄이게 된다(Castells et al., 1990; La Grange, 1998; Delang & Lung, 2010, Lee &

Yip, 2006; Ho, 2004). 더 나아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불하하는 등 이른바 민영화 정책

이 본격화되자 자가소유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한편, 빈곤층의 공공임대주택 집중현

상은 심화된다(La Grange, 1999; Delang & Lung, 2010).

이렇게 자가소유가 확대되고 주택가격도 오르던 시점에 홍콩도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홍콩의 주택가격도 폭락하는데, 고점대비 50% 가까이 떨

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 자가촉진 프로그램이 정체되고 미분양 주택이 늘

어나게 된다(Ronald & Doling, 2010). 이후 중국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택가격이 과거수

준으로 회복되거나 오히려 과열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청장년층의 구매력은 회복되

지 않고 있으며(Yip, 2011) 가격도 최근 다시 냉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Global

Property Guide online). 이와 함께 불법 혹은 합법 이민자들의 열악한 주거사정이 사회문

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시원보다 더 열악한 수준의 도심내 불법개조 주거공

간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화재사고도 빈발하고 있다(China Daily online, 2011.9.1;

2013.1.10). 또한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을 상업적으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부

담과 함께 공공 공간 훼손 논란도 제기되는 중이다(La Grange & Pretoriu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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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텔 등은 싱가포르와 홍콩을 국가가 도시화와 집합적 소비수단(즉, 주택)의 형성

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함께 이룬 특별한(혹은 바람직한) 모델

(이는 Castells et al., 1990의 책 제목인 ‘쉑킵메이 신드롬’으로 상징화되어 있다)로 인식

했다. 다만 싱가포르는 광범한 공공 자가주택으로 안정적으로 이행했다면, 홍콩은 방임 

→ 공공임대 확대 → 민영화와 자가소유 확대 과정을 거쳤다. 이는 싱가포르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에다 인구유입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택부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반면, 홍콩은 한시적인 조차지로서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주

택정책의 강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이민에 따른 인구유입을 통제하기 쉽

지 않은 상황에서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싱가포르와 홍콩은 인구

통제 가능성, 한시적 지배체제에 따른 불안정성이 그와 같은 차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 주택(특히 자가주택)을 매개로 

한 가족 중심 복지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 불안정과 

함께 고령화 진행, 고도성장의 한계 등을 겪으면서, 동아시아 주택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기반 복지시스템이 약화 내지 후퇴하는 추세이다(Ronald & Doling,

201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가소유율도 2000년대 이후 정체 내지 후퇴하고 있

다. 그동안 주택을 매개로 한 사회안정과 경제성장 나아가 복지시스템 구축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쉑킵메이 신드롬’의 유효성에 의문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Ⅳ. 대만과 한국 비교 
대만, 한국은 앞의 두 나라와 달리 ①중대 규모의 인구, ②높은 도시화율, ③분단 및 

권위주의 체제, ④낮은 국공유지 비율 등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 사회정책 역시 싱

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뒤늦게 시작되었으며, 주택재고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그러나 주택정책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만과 한국 역시 차이가 크다.

우선 대만은 공공이 공급한 주택이 전체의 5.3%에 그치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0.08%에 불과하다(Chen & Li, 2011; 黃麗玲, 2011). 반면 자가소유율은 84% 수준으로 매

우 높지만, 비어있는 주택이 19%를 차지하는 등 투기적 수요가 높다. 또한 주택가격도 

지난 40년간 4차례의 폭등기를 거쳤는데(Chen et al., 2007; Chen & Li, 2012; Ch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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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여기는 물론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대만 정부가 주택부

문을 적극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한 데 따른 요인도 있다(Tsai & Peng, 2011). 세

제 역시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대만의 재산세(property tax)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못 끼치는 수준이며(Chan & Chen, 2011), 투기적 다주택 소유나 빈

집 방치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Chen & Li, 2012).

대만의 주택정책은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쳤는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가 주택

보다는 산업부문 투자를 장려하면서 사실상 주택생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때 판자촌이 전체 주택의 1/3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기도 했다. 그

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오일쇼크에 따른 중산층 보호, 유엔 탈퇴 등 대외여건 변화

에 따른 내부 단속 필요성 등으로 인해 공공주택 건설과 모기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하지만 공공주택 건립계획은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부족 등으로 실패하고, 대출확

대를 통한 민간부문 지원에 집중했다. 그러다가 1980년 중반부터는 통화 강세에다 수출

확대, 과잉 유동성 등이 겹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다. 1980년대 말의 몇 년 

사이에 주택가격이 세 배나 올랐으며, 자가소유도 계속 늘어났다(Chen & Li, 2012;

2011; La Grange et al., 2006; Chen et al., 2011).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추세 속에서 중산층과 건설업은 도시개발과 

주택부문에서 큰 경제적 혜택을 얻은 반면(La Grange et al., 2006), 부동산 버블 위험과 

함께 서민층의 고통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Tsai & Peng, 2011). 이에 따라 대만에서는 

2011년, 사회주택추진동맹(Social Housing Advocacy Consortium)이 결성되어 정부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적절한 개입을 요구하는 중이다(Chen, 2011).4) 또 2011년 6월, 단

기 또는 다주택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액을 남길 경우 10~15%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치세(luxury tax)가 도입되고(Focus Taiwan, 2012.12.19), 그동안 과다

하게 오른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최근 하락하고 있다(Global Property

Guide online).

한국도 대체로 1970년대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은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와 절차 구축,

4)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1989년 8월, 타이페이 도심에는 5만 명 이상이 철야집회를 가지고 주택가격 폭등

에 항의한 바 있다(Chen, 2011). 이 무렵 한국에서도 전월세 가격 폭등 때문에 여론이 비등했고 항의집

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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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통한 택지공급 등에 머물러 있었다. 서구적인 의미의 공공임대주

택은 전혀 공급되지 않았으며 서울의 경우 무허가 정착지가 전체 주택의 20~30%에 이

를 정도였다(김수현, 2011). 그러나 서울,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급속한 경제성장은 

주기적인 주택가격 폭등을 초래했으며 정부로서도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필

요하게 되었다. 이에 1980년대 들어 토지수용 방식을 통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마련하

는 한편, 기존 무허가 정착지를 현대식 아파트로 대대적으로 재개발(합동재개발)하게 된

다. 그러나 판자촌 재개발이 오히려 빈곤층 주거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된데다, 1980년

대 후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재연되면서 정부는 이른바 200만호 주택공급 계획과 함께 

25만호 영구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한다(1989년). 공공택지를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

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아파트 청약제도와 선분양 방식이라는 한국형 주택정책 

수단이 정착된 것이다. 비록 공공(임대)주택의 직접 공급 비율은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

해 작지만, 공공택지 방식을 통한 간접적인 공급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공공택

지 공급은 200만호 공급 시기부터 본격화되어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552㎢가 조

성되었고, 거주 가구수만 330만호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이

다(토지주택연구원, 2010: 229).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도 꾸준히 늘어나 2010년 현재 

전체 가구의 약 5%가 거주할 수 있는 물량이며, 건설 중인 것을 포함할 경우 약 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나 임대료 수준은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지만, 다른 아시

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에 속한다. 가격등락폭도 싱가포르, 홍콩에 비하면 적다.

자가소유율은 싱가포르, 대만에 비해서는 훨씬 낮고 일본과 유사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일본식 장기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선대인,

2009; 박원갑, 2010).

이제 한국과 대만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자. 동아시아 4개국 중 싱가포르, 홍콩 그

리고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한국도 국가가 주택시장에 강력히 개입해 온 반면(Doling,

1999), 대만은 왜 다른 경로로 갔던 것일까? 그 표면적 이유로는 대만이 국공유지가 부

족한 상황에서 공공토지 개발도 관료주의적 장벽 등에 막혀서 진행되지 못했고, 자금조

달 방안이 싱가포르(CPF), 홍콩(기존 공유토지 개발), 한국(국민주택기금)과 달리 뚜렷하

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Yip & Chang, 2003). 그러나 그 배경에는 대만의 주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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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주

택시장의 비공식 부문이 심각한 위기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했다. 지방에서 자가 건설

(self-built)이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이었으며, 전국적으로 부모나 처가에 사는 비율이 

18%에 이른 것도 원인이 되었다(Yip & Chang, 2003). 수도권 집중 정도나 속도가 한국

에 비해서 낮았던 것도 주택문제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완충시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식 자가소유 경향5)을 근거로 자가소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저리의 자

금지원에는 적극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대만이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

로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장개입

을 했다고 볼 수 있다(Lee, 2003).

반면 한국은 급격한 수도권 집중과 인구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 확대에 대응하

여 공공택지 공급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낡은 주택을 대규모로 재

개발하는 방식도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초기에 판자촌 재개발에 따른 대체주택 확보가 주요 동기가 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

는 적극적 복지정책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한국이 

대만에 비해 주택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되면서 정치적 중요성도 더 높았기 때문에,

국가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공공택지를 통한 대량공급에 주력하고 공공임대주택 

역시 확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대만, 한국은 주택가격 변동 폭이나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싱가포르나 홍콩

과 마찬가지로 자산기반 복지의 기초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Ronald &

Doling, 2010). 가계자산의 가장 많은 부분이 주택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주

택가격 추이에 따라서는 노후소득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45.1%)

과 대만(29%)은 모두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OECD 평균 13.3%; 국민연금연

구원 보도자료, 2010.9.14), 70% 이상에 이르는 고령자 자가소유율과 높은 부동산 자산

비율(한국의 경우 전체 70%, 60대 81%: 매일경제신문, 2012.12.26)을 감안하면 주택자산

의 유동화 문제가 이미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5) 대만에서는 ‘토지를 가져야 재산을 가진 것이다’(有土斯有財)(Yip & Chang, 2003)거나, 땅이야말로 재산

(land is wealth)(Chen et al., 2011)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자가소유

를 이상적인 점유형태로 간주하고 각종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펼쳤다는 점이다(Lee, 20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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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동아시아 4개국은 발전국가 내지 발전주의 복지체제라 불릴 수 있는 공통점들을 가

지고 있다. 국가주도 자원배분과 경제성장, 본인 및 가족 책임이 강한 복지제도, 강한 

사회적 규율과 기강이 그런 것들이다. 유럽 등 서구국가와 비교한다면 인구밀도도 높고 

도시화 속도도 빨랐던 만큼 만성적인 주택수급 부족을 겪기도 했다. 그만큼 집값도 많

이 올랐고 급등락 경험이 누적되면서 이들 국가에서 주택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

제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주택정책은 네 나라가 상당히 다른 경로를 걸었다. 싱가포르, 홍콩은 공공의 

직접적인 주택공급 비중이 높은데, 각각 자가와 임대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과 대만은 중대 규모 국가, 높은 수도권 집중도 등이 유사하지만, 한국은 강한 시장

규제와 함께 공공택지를 통해 적극적인 주택공급을 유도한 반면 대만은 금융, 세제 등

을 통한 간접적인 자가소유 장려책에 집중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은 네 나라는 

현재 자가-공공임대-민간임대의 비율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국가는 국가규모, 식민지 경험과 국공유지 비율, 급격한 인구이동에 따

른 주택수요 변화, 정치적 성격 등을 달리하면서, 차별화된 주택정책 경로가 나타난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경로를 걷기는 했지만, 이들 국가들은 모두 신규 주택공급과 물리

적인 환경개선이라는 점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거둔 것도 분명하다. 또한 주택

이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역할도 기본 성격이 유사하다. 즉, 주택은 경제성장과 사회통

합을 촉진하는 매개체이자 경기부양 수단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가계자산이자 

복지자원 역할도 해 왔다. 이른바 자산기반 복지시스템으로서,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국

가모델과 조응하는 주택정책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함께 경험하면서 빠른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도입했으며,

지체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도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복지수요가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활력

이나 주택수요에서도 다양한 영향이 나타나는 중이다. 무엇보다 주택가격 불안정이 심

화되면서 기존에 구축된 동아시아 주택정책 모델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런

데 이는 단순히 주택가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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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기도 하다. 경제가 왕성할 때는 잠복되어 있었지만, 경제위기 이후 그 한계가 표

출된 것이다(Chiu, 2008a).

<그림 2> 동아시아 4개국의 주택정책 흐름

그럼 이들 네 나라의 주택정책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복지정책의 경우 그동안 동

아시아적 특징으로 간주되었던 ‘낮은 복지, 높은 가족 책임’이 계속되기 어렵고, 보다 

보편적인 모델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주택정책은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있기는 하지만, 종전과는 다른 종류의 과

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들 네 나라에서 최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택정책의 키워드는 네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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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데, ‘고령화, 양극화, 자가소유, 주택가격’이 그것이다. 먼저 고령화는 저출산 

현상과 함께 주택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고 이는 일본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가격에 장기영향을 끼친다(米山秀隆, 2011). 싱가포르를 제외한 세 나라는 모두 고

령화율이 10%를 넘어섰으며(표 1 참조),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또한 고령자 소유 주

택의 재개발이나 개량도 과제인데, 싱가포르, 홍콩은 공공주택 재건축 문제가, 한국에서

도 고령자 소유 노후주택의 개량이 현안 중의 하나이다.

두 번째로 대도시 불안정 주거계층이 확대되면서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나 (불법)이민자 등의 주거사정이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고시원이나 쪽방과 유

사한 수준의 불법 또는 탈법 주거가 홍콩, 타이페이에도 확산되고 있다(한국도시연구소,

2012).

세 번째로 자가소유 확대추세가 둔화되는 한편 고령자 소유 주택의 유동화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네 나라 모두 ‘자가소유’를 키워드로 주택정책 해석이 가능할 정도

로 사회적 중요성이 높다(Lee, 2003). 그러나 자가소유율이 계속 높아질 수 있을지에 대

해서는 회의적이다. 높은 주택가격에 비해 신규 주택구입 가능 여력이 있는 청장년층이 

줄고 있기 때문이며(Forrest, 2011; Yip, 2011), 실제로 최근 10년간 자가소유율 증가는 둔

화 내지 후퇴하는 추세이다. 또한 기존 자가소유 계층들도 불충분한 노후소득으로 인해 

주택을 노후복지에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지난 40~50년간의 고도성장 

시기와는 주택시장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에서조차 불안한 노후생

활, 불충분한 연금과 주택시장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Leong & Kang,

2012).

마지막으로 앞의 흐름들과 관련하여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한 2000년대 후반에도 중화권 3개 국가는 부동산 가격이 

강세를 보인 바 있지만, 과연 그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조정이 시

작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주거사정 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

가소유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변수이다.

결국 동아시아 4개국의 주택정책은 그 출발점과 중간과정이 상당히 다른 경로를 보

이기는 했으나, 경제구조 변화, 고령화의 확대와 함께 주택시장도 유사한 성격의 과제

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주택점유형태 분포 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저출

산·고령화, 주거사정 양극화, 자가소유의 역할, 주택가격 안정화(연착륙)라는 점에서는 



112  住宅硏究 제 21 권 제 2 호

과제가 수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과거 주택수요가 급팽창하던 시기의 정책 과제와는 

다른 양상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특유의 자가소유를 매개로 한 자산기반 복지시스템의 

효용성에 한계가 대두되면서, 보다 보편적인 국가역할 - 즉, 주거복지를 포함한 사회안

전망 구축과 복지국가 체제 확장, 주택시장 위기관리(급등락 관리)에 충실해야 될 필요

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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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동아시아 주택정책 모델 논의와 시사점

- 자산기반 복지 논의를 중심으로 -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은 이른바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는 국가들로  

발전국가내지 발전주의 복지체제라 불릴 수 있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 국가주도 자

원배분과 빠른 경제성장, 본인 및 가족 책임이 강한 복지제도, 강한 사회적 규율과 기강

이 그런 것들이다.

이들 네 나라의 주택정책은 국가의 직접개입 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공공주택 위주 국가에서부터 민간시장 중심 국가까지 스펙트럼이 나눠진다. 그러나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4개국은 높은 자가소유 지향 속에서 주택이 복

지기능과 연계된 자산기반 복지시스템(property-based welfare system)을 공통적인 특징으

로 하고 있다.

그런데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이들 네 나라는 모두 주택가격 불안정, 저출

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자가소유 정체 현상을 겪고 있다. 동아시아 특유의 자산기반 복

지체제에 한계가 나타난 셈이다. 따라서 이들 네 나라의 주택정책은 보다 보편적인 국

가역할 - 즉, 주거복지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국가 체제 확장, 주택시장 위기

관리에 충실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